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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6pt)

최근 재정학의 새로운 연구 흐름(New Dynamic Public Finance)

은 이전의 정태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동태

적 모형을 통하여 더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할 때 정책의 효과 및

최적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같은 맥락으로, 본 박사

학위 논문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책적 효과, 재정 지출 충격이

주택 가격이 미치는 영향, 세대 간 문제를 고려한 최적상속세율을

동태적 모형에서 연구하였다.

먼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책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이다. 복합

적 목적을 위해 시행된 정책을 대부분 실증연구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 고용을 늘였는지 분석하는데 그친 반

면, 이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과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론 모형에

서는 개별기업들이 기술 및 자본 수준에 따라 투자 및 배당에 서

로 다른 유인을 받게 됨을 보였고,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한 시뮬

레이션 모형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하여 정책의 거시 경제적 효과

및 정책 시차를 분석하여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일정한 시차가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회귀 분석에서는 시차 분석 및 처치집단을 세분화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한 시차가 있으며, 상

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투자와 배당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남을

보였다.

두 번째로, 재정 지출과 주택 가격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으로,

기존에 발견할 수 없었던 재정 지출과 주택 가격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재정 지출이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과 관련 없다는 직관과

는 반대로, 시장 유동성 증가를 불러와 투기 자본으로 활용되어

주택 가격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 이중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 더미와 재정 지출 변수를 교

차시켜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정부별로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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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가 주로 재정 지출이 유동성을 늘리는 경로를 통해 일어남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Piketty and Saez(2013)의 최적 상속세율 연구에 세

대 간 문제를 도입한 논문이다. 최적 상속세율에 관한 최근 연구

는 계층 간 소득, 부의 격차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상속세율을 높

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속세가 일으키는 이중과세, 자본축적 저해,

조세 회피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

립한다. Piketty and Saez(2013)는 충분통계량 방법을 통해 미국,

프랑스의 최적상속세율을 5~60%으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 사용한 충분통계량 방법(Sufficient Statistic Approach)은 상

속이 세대 간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문제만을 고

려하는 정태적 문제로 제한한다. 본 연구는 세대 간 문제가 두 가

지 측면에서 추가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때 최적상속세율의 변화

를 보임으로써 최적 상속세율 도출에 있어 세대 간 문제가 중요함

을 보인다. 먼저 사회 후생 함수에 상속을 받는 자녀 세대의 효용

이 고려되었을 때 최적상속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상속 동기로 이타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대 간 이동성을

도입하였을 때 최적 상속세율의 변화를 보였다.

주요어 : 새 동태적 재정학, 재정 정책, 주택 가격, 최적상속세율, 이

익잉여금과세제도

학 번 : 2018-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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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이익잉여금 과세제도: 신고전학파 이론,

시뮬레이션, 실증 분석

The Taxation of Retained Earnings:

Neoclassical theory, Simulation, and

Empirical Analysis

제 1 장 서론

기업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투자, 배당, 고용과 같은

활동을 하며, 이 같은 기업의 활동이 경제 전체의 순환 및 성장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경기침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기업 감세를 하게 되고, 기업은 정책에 반응하여 투자, 고용과

같은 활동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목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

기 위하여 기업의 유인 체계 변화와 행위 반응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기업 활동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

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정부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이해관계

를 조정할 것과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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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저성장 및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기업 간, 가계 간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 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정부의 여력은 오히려

적어진다. 성장 과정에 있는 경제는 자본이 지속해서 축적되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 정책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클 수 있지만, 충분히 성장

한 경제의 감세 정책은 경제가 이미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정책에 반응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가속

감가상각 제도,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정책들의 효과는

갈수록 작아질 수 있으며,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 여력이 많이 위

축된다. 또한, 저성장 국면에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재정 지출의 효과 및 저항이 높아지고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발휘할 여

지가 제약된다.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복잡성이 증가하며 정부 정책은 이전보다 더 많은 목적을 위해 시행된

다. 투자를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였던 한국의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 확대에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정

책인 고용창출형투자세액공제제도로 확장된 것이 그 예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경기침체 및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유인이 있지만, 재정 지출

및 감세 정책은 재정적자 문제를 불러온다. 또한, 재정 지출은 재원확보

를 위해 국채발행 또는 증세가 필요한데, 세대 간 귀착 문제와 조세 저

항 및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회피하면서 기업의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므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었

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감세 정책 대신 기업의 시점 간 유인 체계

의 변화를 일으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경제 둔

화의 원인을 기업의 활동 둔화와 시장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한다는 점과

문제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점에서 케인스 적인 전통을 따르지만,

직접 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의 유인 체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

책들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 더불어, 경제 활성화에

있어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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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율적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임시투자세

액공제 제도가 고용창출형세액공제제도로 발전한 것과 같이 기업소득환

류세제는 이익잉여금 과세제도의 확장형으로 시행되고, 이익잉여금 과세

제도의 특징을 공유한다. 이익잉여금 과세제도는 배당 소득세율이 주식

차익거래에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율보다 높아 기업들이 배당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사내 유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탈세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과세제도이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 실제 시행되었다. 따라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익잉여금 과세

제도로서 기업의 사내 저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요약하면, 기업의 과도한 이익잉여금 축적을 억제하기 위한 이익잉여

금 과세제도에서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기 때문에 경제 순환이 되지 않는

다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다양한 정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은 논

쟁의 여지가 있다. 사내유보금은 비 회계학적 용어로 이익잉여금을 대상

으로 한다. <표 2>는 정책 시행 전 2009년부터의 사내유보금 추이를 보

여준다. 2009년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38조 원이었지만 2014년 886조 원

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익잉여금 과세를 찬성하는 주장1)은 기업이

자신 본연의 활동보다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같은 주 활동에 벗어나는 자

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경제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한

다.

그러나 이익잉여금 과세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이익잉여금이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기재되며 단순히 배당하지 않는 금액만을 의미2)한

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활동을

1) 매일경제 "10대 그룹 투자목적 부동산만 13조 원, 평균 수익률 6%…

투기 논란도"
2) DBR “한국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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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투자하여도 이익잉여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익잉

여금이 현금 및 단기자산의 형태로 있더라도 투자를 위한 예비자산일 수

있으므로 기업이 이익잉여금과 단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

의 활동을 하지 않고 현금성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보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기업은 거시 경제적 변동과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원활한 영업활

동을 위해 예비적으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한다.

논란 속에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

째, 비전통적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 또는 감세 정책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두 번째, 경제 활성화와 교정

조세라는 복합적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다. 세 번째, 조세의 다양한 특징

을 모두 갖는다. 이익잉여금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징벌(penalty)적 특징

을 만족하고, 기업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인(incentive)적 특징

을 만족한다. 또한,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재원 조달(finance)적 성격도 만족한다. 네 번째, 장기적 정

책과 대비되는 단기정책이다. 일반적인 정책 분석이 정책이 장기에 걸쳐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효과를 분석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3년간 시

행된 단기적 정책으로 정책 경로와 효과가 다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정책으로 기

업의 유인 체계를 이용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감소한다는 점과

실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발전하며 유사하였다

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정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정책의 가치와 가능성을 정확히 평

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선행연구는 대부분 기업소득환류세

제가 실제 기업들의 투자, 배당, 고용을 증가시켰는지 자체에 관심을 기

울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이론, 거시 시뮬레이션,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다 각도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

론 모형을 이용 통해 개별기업들이 받는 정책 유인을 분석하고 정책이

기업의 어떤 행위 반응을 일으키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론 모형을 기반

으로 한 거시 경제학의 시뮬레이션 모형(이질적 기업을 고려한 일반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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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 정책이 거시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검증하

고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한 시차와 어떤 정책 패턴을 보이게 되는지 분

석한다. 시차 분석은 정책 초기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

문에 이를 검증하고 정책 후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더불어, 장기정책과 대비되는 단기정책으로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가

치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적 효과와 시차 분석 결과가 기업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지 검증하며 정책효과가 미시적으로

도 뒷받침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장은 정책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

며 연구 목적, 방법론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2 장은 기업소득환류

세제와 기타 감세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고, 3 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구조와 정책 시행 전후의 거시 경제적인 흐름을 설명하였다. 4

장은 이론 모형 분석과 결과를, 5 장은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한 거시

경제학 시뮬레이션 모형 결과를, 6 장은 회귀 분석 결과를 보인다. 7 장

은 결론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정책 분석 결과와 정책적 의미를 정리하

였다.

제 2 장 선행연구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석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 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 분석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먼저,

기업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토빈의 Q 이론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하고,

기업의 투자, 배당금, 노동 수요에 대한 세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제 1 절 조세 제도와 토빈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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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의 Q 이론은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으로 기업의 투자가 투자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투자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한계 수입은 자본 투자 한 단위에 의한 미래 생산 가치를 현재가치화하

여 구한다. 이때 Q는 충분통계량3)으로 기업의 생산성 또는 기업의 가치

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 생산 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

과, Auerbach and Hasset(1991),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6)

의 연구는 Q가 기업의 투자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반면, Clark,

Greenspan, Goldfeld and Clark(1979), Clark and Sichel(1993) 등의 연구

는 토빈의 Q 이론의 기업의 투자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토

빈의 Q가 투자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축약형 회

귀 분석에서 Q의 대리변수로 시장 기업 가치 변수를 활용하는데, 시장

기업 가치는 정부의 비대칭성, 투기 등의 이유로 실제 기업 가치(Q)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를 종속 변수로, Q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 분석에서 Q가 투자를 설명하지 못하면4) Q 이론에

서 파생되는 자본 조정비용 모수5)가 무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는 실제 경제 내에서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 연구는 Q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이론적으로 Q와 같은

계수를 갖게 되는 조세 항을 도입하여 Q의 계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

다. Cummins, Hassett, Hubbard, Hall and Caballero(1994), Bond and

Cummins(2001)의 연구는 조세 항으로 추정하였을 때 Q가 기업의 투자

를 여전히 잘 설명하는 것을 보였다. 토빈의 Q가 투자를 잘 설명하는 이

유가 모형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통계량의 추정오차에 의한 것이라는 결

론이다. 이 외에도 이전 토빈의 Q에서 벗어나 Pindyck(1990)는 투자의

3) 충분통계량은 복잡한 구조 없이도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충분한

통계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4) Q의 계수가 0임을 의미한다.
5) Q의 계수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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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성을, Cooper and Haltiwanger(2006)는 볼록하지 않은 자본 조정

비용, Zwick and Mahon(2017)는 재무 제약 같은 가정을 통해 현실의 투

자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제 2 절 조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 배당,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

Q는 기업 자본의 미래 생산 가치의 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세 제

도의 변화는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즉,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기업의 생산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장기적인 제도 변화만이 기업의 본

질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빈의 Q와 기업의

행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

(e.g., Hall and Jorgenson(1967), Summers, Bosworth, Tobin and

White(1981);, Cummins et al.(1996))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법인세, 자본

이득세, 배당 소득세, 세액 감면제도와 같은 정책들을 Q 이론에 도입하

여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 1 항 조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구조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법인세 감면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결론(Harberger(1964), Jorgenson(1963, 1967), Summers et

al.(1981), Auerbach and Hassett(1991), De Long and Summers(1991),

Hayashi(1982), Salinger and Summers(1983))을 내린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 활동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한편, 배당 소득세 감면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이 투자 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전통적 관점(Traditional View)

에서 기업은 투자 재원을 주식 발행 등 외부에서 조달하며,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미래 배당을 하려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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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인이 증가한다. 반면, 새로운 관점(New View)는 투자 재원을 자

신의 누적된 소득으로 얻는다고 가정하고 이 기업은 현재에도 배당하며

미래에도 배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감면하면 현재와 미

래 배당가치가 정확히 같게 증가하게 되고, 미래 배당을 높이기 위해 투

자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Poterba and

Summers(1983)는 전통적 관점을, Desai and Goolsbee(2004)는 새로운

관점을, Auerbach and Hassett(2003)는 두 관점 모두 지지가 된다는 결

론을 내린다.

제 2 항 조세 제도가 기업의 배당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배당 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로 다수의 연구는 배당 소득

세 감면이 기업의 배당 행위를 촉진한다는 결론(Poterba and

Summers(1984), Lie and Lie(1999), Chetty and Saez(2010))을 내린다.

Chetty and Saez(2010)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배당 소득세 감면 정책으

로 기업의 배당 행위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Gourio and

Miao(2010, 2011)의 거시 시뮬레이션 구조 모형 분석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8년간의 배당 소득세 감면이 시행되었을 경우를 분석하였고, 기업

의 투자와 배당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제 3 항 조세 제도가 기업의 노동 수요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조세 정책이 기업의 노동 수요와 임금에 영향을 분석한 Felix(2007)의

연구 결과는 법인세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노동 수요를 줄이고, 임

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 외 노동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은 대체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통해 고용과 임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투자, 배당,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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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연구한 연구들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효과에 관

해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김성태, 박성욱(2017) 연구 결과는 기업의 투

자,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반면, 이용주

(2018)는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업소득환

류세제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의 고용이나 임금 증가에는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제 3 장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시행 배경 및 거시 경제적 흐름

제 1 절 이익잉여금 과세 제도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내유보금은 회계상의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회

사 내부에 축적된 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사

실 기업이 배당하지 않은 누적 소득을 의미하며, 기업 본연의 활동을 통

해 지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과는 다르다. 이익잉여금에 과세제도는

배당 소득세가 다른 소득세보다 높으므로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이익

을 사내에 쌓아두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일본, 대만 및 한국에서 시행되었으며, 기업의 세후 순소득

에 다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미국의 이익잉여금 과세제도는 배당 소득세율이 주식 양도세율보다

높아 배당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 이익잉여금 과세

제도는 기업이 과세 회피를 위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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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과세 당국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특정 계열사에 대한 초

과 보유세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려고 이익을 적립하는 경향이 있는 소규

모 또는 가족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 시스템이다. 대만의 제도는 배당 소

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적립금에 부과하

는 제도이다.

한국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전에 이미 적정 적립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과제 제도(`91 -`01)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과세가 기업의 자

본축적, 사업 활동, 유동성 확보,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폐지되었다. 또한, 이익잉여금 과세제도가 자본축적을

방해할 수 있어서 실제 기업이 배당금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 2 절 정책 목적

정부6)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목적을 “저성장이 굳어지고 기업,

가계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여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투자, 배당, 고용이 둔화하

고, 기업의 이익잉여금도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표 1>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업의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

6) 기획 재정부 "2014년 세법 개정안 : 강력하게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204.8 참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종합 338 349 362 378 423 469 541 592 646 684
대기업 177 183 188 198 226 241 299 323 349 359
중소기업 161 167 174 181 197 228 242 268 297 325

표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투자자산 추이

단위: 조 원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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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소득 부문별 비중

흐름이다. 정책 시행 1년 전인 2014년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은 2009년

에 비해 약 39%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금 및 단기 투자 자

산은 각각 36%, 41% 증가했다. 한편, <표 2>는 이익잉여금 흐름은 나

타낸다. 2014년 전체 사내유보금은 2009년에 비해 102% 증가했으며, 대

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7%, 86% 증가했다. <그림 1>은 기업이 증가

하는 동안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소득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또한, 2014년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소득세 최고세율 38%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하지 않고 이익을 사내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도한 이익잉여금이 경제와 고용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기업 간 양극화

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은 거시 경제

적인 변화와 기업의 상황에 따라 투자 및 배당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 과세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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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은 이미 투자로 지출되어 기계 공장 등의 형태로 기업의 자산

으로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실제 기업이 현금 및 단기 금융 자산을 증

가시켰다 하더라도 미래 투자 계획을 위한 예비적 자산일 수 있으며 경

기 변동에 대응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

다는 비판이 있다. 같은 맥락으로, 실제 현금 및 단기자산의 비율은 국제

적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익잉여금 과세제도가 효율성을

판단하기 전, 정당성 측면에서 옹호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제 3 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 방식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환류소득이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의 10%를 과세하는 정책이다. 환류소득은 기업소득 중 지출하여

민간에 환류한 금액을 의미하며, 투자포함형은 투자, 배당, 전년 대비 임

금 증가의 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만약 기업의 환류소득이 기업소득의

80%를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당기순

이익이 100억 원일 때 환류소득이 30억 원이라면, 80억과의 차액인 50억

원에 10%를 과세하여 5억 원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

업은 제외된다. 투자포함형 외에 투자가 많지 않은 서비스 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투자를 제외한 배당과 전년 대비 임금 증가의 합이 기업소득

의 30%를 넘지 않으면 같이 그 차액에 10%를 과세하는 투자제외형도

시행되었다. 기업은 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2014년 시행

직전 기업은 투자포함형 또는 투자제외형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한 번 선

택하면 3년 동안 그 유형이 유지되도록7)하였다. 따라서 기업소득환류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종합 438 533 698 762 813 886 980 1,083 1,251 1,358
대기업 344 420 566 613 642 710 792 866 966 1,041
중소기업 94 112 132 149 171 176 188 218 285 317

표 2: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단위: 조 원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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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과세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 다른 점은 법인세 및 배당

세액 공제 제도와 같은 정책은 기업의 투자, 배당, 고용 비용을 직접 줄

여주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정부의 과세를 피하려고 투자, 배

당, 고용을 하는 간접적인 성격이 있다.

제 4 절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과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표 3>)에 의하면, 신고한 전체

과세 대상 기업 3,290개 중 971개 기업(29.5%)이 투자포함형을 선택했다.

나머지 기업(70.5%)은 투자제외형을 선택하였다. 첫해 환류 실적은 투자

107.5조 원, 배당 43.7조 원, 임금 증가 5.6조 원 등 총 156.9조 원을 환류

하였다. 투자포함형 기업이 많아서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과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배당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단 년도 실적자료만

으로 정책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정책 시행 전 이미 초과 환류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기환세로 기업의 행위를 변화시켜 초과 환류

기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

7) 그러나 실제 2016년에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투자포함형

미 환류소득 = 기업소득 × 80%

- (투자액 + 배당액 + 임금 증가액 + 기타)

투자제외형

미 환류소득 = 기업소득 × 30%

- (배당액 + 임금 증가액 + 기타)

과세방식

미 환류소득이 양수이면 차액에 10% 과세. 미 환류소득이

음수이면 초과 환류된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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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론, 실증, 모형과 같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 5 절 2010년대의 거시 경제적 흐름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의 근거는 기업이 소득을, 배당, 임금, 투자 등

을 통해 민간으로 환류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저성장이 우려된다는 점이었

다. 이 절에서는 거시 데이터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전에 기업

활동이 둔화하는 패턴을 보였는지, 그리고 정책 후 개선되었는지 살펴보

았다.

<표 1>과 <표 2>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투자자산, 사

내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표4>의 결과는 자산총계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투자자산 비율이 정책 시행 전 크게 변

화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대 초

사내유보율과 배당성향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내유보율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종합 0.11 0.11 0.10 0.10 0.11 0.12 0.13 0.13 0.13 0.13
대기업 0.09 0.09 0.08 0.08 0.09 0.09 0.10 0.11 0.11 0.11
중소기업 0.15 0.15 0.15 0.15 0.15 0.16 0.18 0.18 0.18 0.18

표 4: 자산총계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 자산 추이

출처: 한국은행

기업 수
환류 항목 실적

전체 배당 임금 증가 투자
전체 과세

대상 기업
3,290

1,568,816

(100.0)

436,952

(27.9)

56,447

(3.6)

1,075,417

(68.5)

투자포함형 971
1,256,206

(100.0)

155,972

(12.4)

24,817

(2.0)

1,075,417

(85.6)

투자제외형 2,319
312,610

(100.0)

280,980

(89.9)

31,630

(10.1)

표 3 기업소득환류세제 실적

주: 2016년 법인세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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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크기가 크지는 않았다. 배당성향도 2011년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2010년

대 후반의 변화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이익잉여

금의 전년 비 증가율은 2010년, 2011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총자산순이익률의 변화를 볼 때 금융

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 회복과 경기 불확실 때문에 예비적 동기로 기

업들이 이윤을 사내 유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총투자

율은 이익잉여금 증가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이익잉여금 증가가 경

기회복 및 수익성 증가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이

익잉여금 증가가 투자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데이터를

확인해 볼 때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전 2010년대 초의 이익잉여금 증

가는 기업의 수익성 증가와 투자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

이 특별히 이익을 더 쌓아두었거나 민간으로 미 환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 이후 거시 변수들의 흐름은 기업소득환류세

제로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지만 명확

하지는 않다. 2013년 이후로 총자산이익률이 증가하며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에는 배당성향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2013년 이후 배당성향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으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

제가 시행된 2015~2017년 전, 후 2014년, 2018년에도 배당성향이 증가했

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한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불명확하다. 2017년에는 총자산순이익률은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높아졌음에도 배당성향은 오히려 약간 감소했는데 2017

년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의 가중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한 이후 투자는 다소 미진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전까지 투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으며 이 기간 기

업들은 수익성 증가에도 투자에는 소극적이고 배당에 적극적이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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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전, 후의 거시 경제 흐름

업의 수익성 증가가 정점이었던 2017년에 기업의 투자가 증가했는데 이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의 가중치를 늘였고 기업의 투자유인이 확대

되었기 때문에 2017년 투자 증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영향이 부분적으

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프를 종합해 볼 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대체로

투자, 기업이윤의 유보는 전체적인 기업의 수익성 변동에 따른다. 두 번

째, 기업소득환류세제 기행 전 기업이 기업 수익성 증가로 인한 것 외에

비정상적으로 축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기업소득환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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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행 후 기업의 배당,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적인

변동과 효과가 섞여 있으므로 그 효과 때문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따

라서 이론 모형과 미시계량 분석, 시뮬레이션 모형분석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다.

제 4 장 이론 모형 분석

제 1 절 조세 조정된 Tobin의 Q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앞서 조세 환경 안에서 개별기업들이 최적

화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본다. 단순히 정책과 투자의 상관관

계를 넘어 기업들이 마주한 경제 환경에서 투자, 배당이 어떤 원리에 의

해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기업의 유인과 행위 반응

을 예측한다. 예를 들면, 토빈의 Q이론에서 개별기업은 조세 제도, 조정

비용, 생산성, 주식의 시장가치와 같은 환경조건 안에서 투자비용과 투자

를 통해 얻어지는 미래수익의 가치(Tobin Q)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투자

를 결정한다. 이 결정원리가 기업의 행동원리이다. 일반균형분석에 앞서

이 장에서는 이론 모형에서 기업의 최적화 문제를 분석한다.

Baseline Model 기업은 주주의 주식 가치(equity value)를 극대화하

기 위한 최적 선택을 하며 경제 내에서 활동한다. 기업의 주식 가치 극

대화를 위한 가치함수는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를 통해 유도된다. 식 (1)

은 무위험 채권의 순수익률이 주식투자의 기대 순수익과 일치하는 수준

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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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 채권과의 비차익거래(non-arbitrage) 조건을 변형, 식 (2)의 기

업 가치함수를 도출한다. 는 자본 이득세, 는 개인 소득세, 는 법인

세, 는 배당 소득세를 의미하며, , 는 각각 t기 배당과 주식 발행을

의미한다. 는 배당 전 주식가치를 의미하고, 는  ≡ 
    

으로 정의된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기업 가치는 매기 배당에서 주식 발행으로 인

한 가치 손실을 제외한 배당 흐름의 현재 가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식을 다시 최적화 문제로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주주의 이익 극대화 문제에서 기업은 두 가지 상충관계에 있는 선택

을 한다. 가계 최적화 모형에서 가계는 이번 기 소비를 하거나 저축 후

미래 소비를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은 이번 기 배당하거나 배당하지 않

은 자원을 투자하고, 투자된 자본을 미래 생산 자본으로 투입하여 미래

   
       (1)

   
max 

     
  (2)

   
max   

∞
 

  
    and    

   ⅰ                ⅱ      max    ⅲ       ⅳ  ≥ 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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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활용한다. 즉, 현재 배당과 미래 배당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

한다. 배당 흐름에 관한 최적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투자와 고용,

주식 발행 등 부가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개별기업의 조세 환경은 개별 조세( , , , )가 도입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기업들은 조세 환경 아래에서 자신의 최적화를 위한 선

택을 하는데, 이익잉여금 과세제도의 시행 근거가 되었던 과도한 배당소

득세로 인한 사내 저축 문제도 이러한 조세 구조 아래서 분석할 수 있

다. 가 보다 높아 기업이 배당 1단위를 선택할 때 주주는 
  의

실제 가치를 얻게 된다. 따라서 주식을 재매입(  ) 하는 것이 더 이득

이 된다.

제약 식 ⅰ은 기업의 예산제약 식이다. 기업은 배당 또는 투자를 선

택하는데, 만약 투자를 선택하면   의 자본조정비용을 지출한다. 제

약 식 ⅱ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기업의 생산 함수는    
이며 기술( ), 자본( ), 노동 ()를 결합하여 생산한다. 개별기업은 매기

생산성 충격을 받게 되고 일부분을 다음 기로 이전하는 AR(1) 과정을

따른다. 생산 함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하여 강증가하고 강오목하며

Inada 조건을 만족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function)을 극대화하는 정태적 노동 선택(static labor choice)을 한다. 
은 임금을 의미한다. 정태적 노동 수요 함수가 결정되며, 간접 생산 함수

는              으로 결정된다. 영업이익이 결정되면 기업은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신의 이익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
  가 더해지는데, 과세할 때 자본의 감가상각과 조정비용은 비용으

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는 주식 발

행으로,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보가 주식 발행을 통해 이뤄짐을 의미한

다.

제약 식 ⅲ은 자본축적 방정식을 의미하고, 자본은 매기  비율로
감가상각이 일어나며, 기업이 t기에 투자() 규모를 결정하면, t기 자본

축적 과정을 거쳐 t+1기부터 생산에 투입된다. ⅳ , ⅴ는 배당과 주식

발행의 비음 조건이다.



- 20 -

제약 식 ⅲ , ⅳ , ⅴ의 라그랑지 승수를 각각 ,  , 이라고 할 때

기업의 최적화를 위한 일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약 자본 조정비용이 많이 쓰이는 방식(e.g., Cooper and

Haltiwanger(2006))이라면, Q 이론의 q와 투자는 식 (7)과 같이 정의된

다.

자본축적 방정식의 라그랑지 승수를 는 결국 토빈의 Q를 의미한다.

는 와  에 관련된 예산제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를 중심으로

자본 한 단위를 이용하였을 때 기업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자본 투자를 위

한 한계 비용이 도출된다. 따라서 투자는 식 (5)와 식 (6) 이 균형을 이

루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식 (5)가 의미하는 것은 투자 한 단위가 이루

어졌을 때 기회비용 또는 한계 비용이다. 투자 한 단위가 증가하면 배당

한 단위를 줄이며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식 (6)은

투자 한 단위 이루어졌을 때 미래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한계 수입을 의

미한다. 기업은 이번 기 투자를 통해 자본을 미래 기업 활동에 사용한다.

 
     (4)

    
    (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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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었을 때 이론 모형

결과

이 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후 기업의 투자 및 배당 유인이 어떻

게 변하는지 분석한다. 모형 분석은 투자포함형만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

포함형이 기본형이고 토자 제외형은 기본형의 변형이기 때문에 투자와

배당이 관련된 정책의 유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포함형을 분석 대

상으로 한다. 또한, 환류소득을 정의할 때 임금 증가는 제외한다. 선행연

구 결과 투자와 배당 효과는 논쟁적인 반면에, 고용 및 임금 증가에 관

한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성 및 실효

성을 고려하여 임금 증가는 환류소득에서 제외한다.

식 (8)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정의한다. 기업의 영업이익 에서 조정

비용 와 자본의 감가상각  는 과세 대상 수입에서 공제된다. 기업소

득환류세제 분석에 앞서 조세 구조를 일반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의 기준율을 , 미 환류소득에 대한 세율을 이라고 하면 기

업에 부과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액은 다음과 같다.

 ≥    인 기업에 대하여

실제 정책에 적용한 와  값은 각각 0.8, 0.1이다. 모형의 간소화를

위해 임금 증가 항목은 제외한 투자포함형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환세가

임금 증가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앞선 실증 연구들(이기세(2017), 이

용주(2018))을 참고하면 임금 증가를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형

    
or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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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도 노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임금 증가를 포함하여 계

산하기 위해서 t-1기의 노동 수요 상태변수가 추가되어야 하며 이는 시

뮬레이션 계산 시간을 크게 늘인다. 기업은 노동 조정비용 또는 해고비

용, 임금경직성과 같은 이유로 노동 수요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없는데

기환세에 임금 증가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므

로 임금 증가를 넣었을 때 얻는 실익에 비해 증가하는 모형의 복잡성이

과도하게 크다. 투자제외형은 전체 기환세 대상 기업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이용주(2018) 연구에 의하면 투자제외형 기업의 배당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기환세 2015년 실적 자료에 의하면 투자제외

형은 약 43% 기업이, 투자포함형은 약 12% 기업이 미충족한 것을 비추

어볼 때 투자제외형 기업은 대부분은 이미 초과 환류 조건을 달성한 기

업이거나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조세를 내는 것을 선택한 기업들일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기환세로 인한 투자, 배당 행위 변화는 투자포함형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실제 거시적인 변화 모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포함된 기업의 라그랑지

함수는 식 (11)으로 유도된다.

잔여 배당 이론에 의해, 기업의 배당은 식 (11)과 같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후 ,   , 에 관한 기업의 1계 조건은 다음

과 같다.

   
∞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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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같이, 기업의 투자는 식 (12)와 (13)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

다.

제 1 항 성장하는 기업(growing firm)과 성장한 기업(grown

firm)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과 기업의 유인 체계와 행위 반응을 분석하기 위

해 두 종류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한다. 먼저 성장하는 기업은 자신의 자

본 수준을 높이고 있는 기업으로 자신의 자원을 배당보다는 투자하여 규

모를 키우는 기업이고, 성장기업은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본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감가상각 대체 투자를 한 나머지를 배당하는 기업

이다. 성장하는 기업은 투자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하는 기업이기 때문

에 만약 투자와 고용에 같은 유인을 제공하면 투자에 더 많은 유인을 받

고, 성장한 기업은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고 자신의 장기적인 생산

성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보다는 배당에 더 많은 유인을

받는다.

    
 

     (12)

     


 
   

×
       (13)

 
     

o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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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기업의 투자 및 배당 유인 변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결과, 기업의 투자 및 배당 유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석한다.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은 t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계 비용은 t기의 문제가 되며, 투자된 자본은 미래 생산에 투

입되기 때문에 한계 수입은 미래 t+1기의 문제(  )가 된다.

또한, 투자의 한계 비용은 투자의 기회비용을 포함하는데 기회비용은 배

당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이번 기 배당에 유인을 제공하

면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여기며, 만약 미래 배

당에 유인을 제공하면 미래 한계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긴다. 투자

와 수입의 시점 간 문제 때문에 정책 분석 관점에서 t기 정책은 한계 비

용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책은 기업의 한계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어떤 유인 변화

를 일으키는지 분석하기 위해 미래 시행이 예상되는 정책이 주는 시점

간 유인 체계의 문제와 현재 정책이 시행될 때 기업의 투자, 비용의 상

대가격에 미치는 시점 내 유인 체계 문제를 분리하여 분석한다.

시점 간 유인 변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조정비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유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심적으로 분석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었을 때 실제  , 의 값은 각각 0.1, 0.8이기 때문에

   and   이 된다. 이를 식 (13)에 대입하면 기업소득환

류세제에 의해 기업이 한계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한계

수입은 성장하는 기업과 성장한 기업 모두 한계 수입이 증가한다.

만약,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이 길다면 기업의 한계

수입 또는 가치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는 자본에 의한 미래 배당가

치의 합을 의미하므로, 만약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시행되면 전체 배당

흐름에 비해 배당가치가 증가하는 기간은 극히 적어지게 되고, 한계 수

입의 변화는 거의 없다. 식 (7)은 와 투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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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므로 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단기적인

비용구조 변화에 의한 투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소

득환류세제는 장기적으로 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3년간 단기적으로 시행

된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의 한계 수입 또는 가치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단기적인 비용구조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및 배당에 효과가 있었다면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보다는 단기적인 비용구조의 변화에 의한 결과이다.

시점 내 유인 변화 다음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시점 내 유인 체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점 간 유인 체계는 투자와 배당의 상대적인

비용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었을 때 기업의

예산제약은   에서    으로 변화한다.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지만, 동시에 투자와 배당의 가격을

줄여 행위 반응을 일으킨다. 성장한 기업은 투자와 배당을 동시에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와 배당 가격 감소가 같이 이루어지고 투자와 배당

의 상대적인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

문에 성장한 기업의 투자비용은 변화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 역시 변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은

배당보다는 투자하는 기업으로 시행 전 예산제약   에서   
으로 변한다. 즉 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결과 투자비용만 감사하게

되어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과 기업의 한계 비용은 1에서 0.9로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과 성장한 기업은 한계 비용의 변화가

없지만, 성장하는 기업의 한계 비용은 감소하며 투자에 더 큰 유인을 받

는다.

배당 유인 변화 배당에 관한 의사 결정은     에서
     으로 변화한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 유인은 증가하

지만, 실제 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는지는 투자의 상대적 유인 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분명하다. 성장하는 기업과 같이 투자의 유인이 강하



- 26 -

게 존재하면 배당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성장한 기업과 같이 투자

유인을 적게 받는 경우 배당을 증가시킨다.

이론 모형에서 발견한 사실 이론 모형을 통하여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성장하는 기업은 투자에 더 큰 유인을 받는다. 둘째, 성장

한 기업은 투자보다는 배당에 더 큰 유인을 받는다. 셋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간이 길수록 투자에 대한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하며

투자 효과는 더 커진다. 넷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장기정책과 대비되는

단기에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가치보다는 단기적인 비용

구조의 변화 때문에 투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 배당, 임금 증가의 합이 당기순이익

의 80%를 넘지 않는 기업에 환류소득과의 차액에 10% 과세를 하는 정

책이었다. 따라서 성장하는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당기순이익을

전부 투자한다면 면세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은 모형 안에서도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저축, 부

채조달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개별기업은 환류소득이 당기순이익

의 80%를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면서도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으로

포함되어 모형 내에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제 5 장 시뮬레이션 모형 분석

제 1 절 시뮬레이션 모형

이론 분석은 기업의 최적화 모형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었을

때 기업들이 어떤 유인을 받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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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또는 거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정

책이었는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장은 이질적 기업을

고려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 전 한국을 잘 나타

내는 모형을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었을 때

거시 경제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 정책효과 및 패턴을 분석한

다. 2000년대 부시 정부의 배당소득 감면제도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한 Gourio and Miao(2010, 2011)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모

형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잘 설명하는 파

라미터들을 다시 추정 및 캘리브레이션 한다.

제 1 항 기업

개별 기업은 매기 확률적인 생산성 충격을 받고, 그 일부분은 다음 기

로 이전되는 AR(1)과정을 따른다. 이때 확률과정은 log   log  it이며,
it은 i.i.d이고 평균 0, 분산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생산 함수는

  이며,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decreasing return to scale)한

다고 가정하여 생산 함수의 파라미터 값은      ,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 생산 함수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인 거시 경제를 설명할 때는 생산물이 자본 또는 노동으로 분배되

어야 하지만, 개별 기업은 자본과 노동으로 분배되는 것 외에 초과 이익

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 함수를 사

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이론 모형과 비교하여 두 가지 가정이 추가된

다. 부채를 통한 자원 조달(debt financing)이 가능해져 기업은 채권

(bond)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음의 채권을 보유하면 기업은 저

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는     의 담보 제약이 있으며, t-1기에

선택한 채권은 의 이자율과 함께  가 반환된다. 주식을 발행할

때  비율로 발행 비용이 발생한다. 주식 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때 주식을 재매입하게 된다. 기업이 주식을 재매입하는 이유는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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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자본 이득세()보다 높으므로 기업은 주식을 시장에서 재매입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일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기업은 배당 이전에

주식 재매입을 하지만 제도적 제약 및 시장에서의 요구 때문에 의 일

정 한도가 생긴다.

한편, 일반적인 자본 조정비용의 형태인  
과는 다른 

을 이

용하는데 기존 형태가 비선형적인 조정비용만을 사용했다면 이 모형에서

는 선형적인 구조를 추가한다. 선형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캘리브

레이션의 편리성을 위해서이며 실제 사용하는 선형 파라미터값은 매우

작다.

설명한 것을 반영한 새로운 기업의 최적화 문제는 식 (15)로 정리된

다. 제약 식 ⅸ는 추가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정의하고, ⅷ은 이때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 기업의 예산제약 변화를 보여준다.

제 2 항 가계

   
max  

∞
 

    
    and    

   ⅰ                 ⅱ      max    
ⅲ     


ⅳ       ⅴ     ⅵ  ≥ ⅶ  ≥ⅲ   × ×           ⅸ Net profit  t  Citkt cCitkt k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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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는 대표적 가계로 소비와 여가에서 효용을 얻는다. 는 할인율,

는 소비,  는 노동 공급을 의미하며 효용함수   는   ,
  ,   ,   을 만족하며 Inada 조건이 성립한다. 가계는 모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 가계에 부여되는 세금으로 개인 소득세, 배당

소득세, 자본 이득세가 있다. 예산제약을 완성하려면 개별 기업의 최적화

선택에 따르는 투자, 주식 등 변수의 총계 변수를 집계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상태변수 (k, b, z)에 대하여 균제 상태의 분포 를 계산하

여야 한다. 대표적 가계의 최적화 문제는 식 (16)이며, 식 (17)과 (18)은

가계 최적화 문제의 일계 조건을 의미한다. 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모형의 간략화를 위해 정부는 조세 수입을 대표적 가계에 모

두 돌려주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또한, 균제 상태에서    가 성립한다.

제 3 항 정부

모형의 간략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정부 수입을 대표적 가계에 돌려

준다고 가정한다.

  
∞    
     log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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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균형

상태 변수 (z, k, b)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z, k,

b)는 사전적으로 같은 분포를 하고 있더라도 개별 기업들은 매기 다른

생산성 충격을 받게 되고, 최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상태 변수로 분화한

다. (z, k, b)를 이산화하여 그리드 값을 구하고 각 그리드에서 최적화

문제를 풀어 가치함수 및 정책함수를 구하여 이전 행렬을 구하고, 균제

상태에서의 분포를 구한다. 이때 분포의 운동 법칙은 다음과 같다.

와 는 각각        ,       인 투자, 채권에 대한 정

책 함수이다. Z, K, B는 모두 가측 집합이다. 균제 상태에서 매기 모든

분포는 안정적이고, 노동시장 청산 조건과 자원 제약은 다음과 같다.

제 2 절 캘리브레이션 결과

AR(1) 과정의 생산성 충격의 지속성 와 표준편차 는 Kis-Value

2003년부터 2014년 자료로부터 추정하였고 Tauchen and Hussey(1991)

이 제안한 방법으로 이산화하였다. 법인세율, 소득세율에 대한 실효세율

은 2014년 조세 수첩에서 구하였고 배당세율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였

다. 배당,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을 부담

하지만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자본이

득세율 주식거래에 대한 실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2014)에서 계산하였

다. 2014년 당시 거래세는 대주주 요건이 아닌 이상 0.3%의 거래세만 부

과하였다.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자본이득세율을 계산한 것은 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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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추정하였을

때도 배당세율보다 낮으므로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소득을 유보하는 쪽으

로 유인이 생긴다. 자본 조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선형 조정비

용함수에 선형구조를 포함했다. 이는 캘리브레이션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으로 실제 사용되는 선형 조정비용의 파라미터 는 0.01로 값이 매우

작으므로 이전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비선형 조정

비용 파라미터 는 유형자산의 투자율의 표준편차를 데이터와 모형이

모수 값 출처

 생산성 충격

이전 계수
0.55

Kis-Value 2003-2014 분석 생산성 충격

표준 편차
0.29

 법인세율 0.160
조세수첩(2014) 소득세율 0.316 배당세율 0.288 국세청자료로부터 계산(2014)

 자본이득세율

(주식양도세율)
0.148 국세통계연보(2014)

 자본 소득분배율 0.33 남창우(2016) 노동 소득분배율 0.606 한국은행 2009-2018 평균 감가상각률 0.10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9-2014

 이자율 0.02
한국은행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CPI 상승률

 할인율 0.971  
 

 차입제약 0.6 차입금의존도 0.6이상 위험기업 선형 자본조정비용 0.022

캘리브레이션
 비선형 자본조정비용 0.48 주식발행비용 0.95 주식소각 한도 0.018

표 5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

Target moment 데이터 값 시뮬레이션 값 출처

 생산성 충격

이전 계수
0.5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9-2014)

 생산성 충격

표준 편차
0.29

Kis-Value(2003-2014) 법인세율 0.160 소득세율 0.316

표 6 캘리브레이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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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도록 결정하였다. Gourio and Miao(2010) 투자율의 표준편차와 모

수 값이 각각 0.156, 0.89이었고 Gourio and Miao(2011)에서는 0.16, 1.08,

남창우(2016)8)의 한국을 목표로 한 모형에서는 각각 0.28, 0.24를 사용하

였다. 이로 볼 때 투자율 표준편차에 따른 것으로 이전 연구들에 비해

많이 벗어난 값은 아니다.

이론 모형에서 비선형 조정비용함수 파라미터는 투자율을 토빈의 Q에

회귀한 계수의 역수와 같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서 Q의 측정오차

때문에 일관성 있는 계수를 추정하기는 힘들다. Desai and

Goolsbee(2004)는 조세 항을 도입할 경우 이론적으로 Q와 조세 항의 계

수가 같음에 착안하여 조세 항의 계수를 추정한 결과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비용 파라미터는 이 값의 역수이므로 1이 약간 넘는 값이

다. 미국의 투자율의 표준편차, 비선형 조정비용 모수의 관계로 볼 때 한

국의 투자율 표준편차가 미국의 투자율 표준편차보다 크다면 비선형 조

정비용 모수 0.48은 적절하다.

모형의 1기는 현실경제의 1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예상하지 못한

3년 동안의 기업소득환류세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거시 경제적인 변화

를 분석한다.

제 3 절 모형 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를 ⅰ
소규모 개방경제, ⅱ 폐쇄 경제로 가정하여 각각 분석한다. 한국은 소규

모 개방경제로 정책 변화 시기에 이자율을 비롯한 요소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림 3>은 소규모 개

방경제, <그림 4>는 폐쇄 경제 결과이다. 소규모 개방경제를 중심으로

예상하지 못한 3년 동안의 기업소득환류세제 충격 결과 거시 경제 균형

의 변화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8) 자본의 비가역성(irreversability)을 가정하여 음의 투자의 비선형 조정

비용 파라미터를 14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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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정가격, 기업소득환류세제 시뮬레이션 결과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결과, 기업의 투자와 배당은 모두 증가

한다. 이론 모형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모두에

영향을 주지만, 성장하는 기업은 투자에, 성장한 기업은 배당에 더 많은

유인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투자, 배당이 비슷

하게 증가하며 거시 경제적으로는 투자, 배당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한 시차가 있다. 1기보다는 2기, 3

기에 투자와 배당 모두 더 많이 증가하며 정책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된 초기에 기업의 소득을 환류시키

는 데 효과가 없으며 배당만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시뮬

레이션 결과는 이런 비판이 정책의 초기 시점에서 옳은 것이지만, 정책

기간 전체를 고려하면 실제 투자와 배당이 증가하며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정책이 끝난 후 투자와 배당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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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동가격, 기업소득환류세제 시뮬레이션 결과

소하며 정책이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년 동안의 정책 결과,

기업의 투자와 배당이 증가했지만, 정책 종료 직후 4기에 기업의 투자와

배당이 감소한다. 4기에 감소하는 이유는 정책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유인을 주었기 정책이 끝난 직후 기업의 투자와 배당은 상대적인 차별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도 있다. 넷째, 정책은 단기 정책이었음에

도 효과가 있었다. 비록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책효과가 발생했지만, 기

업소득환류세제는 장기정책이 아니었음에도 거시 경제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체적인 채권 수준은 높아졌다. 투자, 배당

을 위해 기업들이 저축을 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소득환류

세제 결과 기업의 현금흐름이 감사했다는 이용주(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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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후생 분석(welfare analysis) 및 투자세액공

제제도의 효과

이 절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과 가계의 후생 변화를 분석하고 기

업소득환류세제와 비교 가능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일

반적인 후생 분석은 정책 두 가지 균제 상태를 가정하고, 두 균제 상태

사이의 효용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단기정책으

로 정책 충격 후 효과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균제 상태에서의 효용은

먼 미래의 효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단기적인

효용변화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표적 가계의 균제 상

태에서의 정태적 효용함수(log   log 
)를 가정하고, 정책

충격으로 변하는 효용을 소비 단위로 분석한다. <그림 5>의 위의 두 그

래프는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할 때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과이며, 가운

데 세 그래프는 폐쇄 경제를 가정했을 때, 마지막 두 그래프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중앙 오른쪽 그래프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효용 변화를 나타낸다.

거시 경제적으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의 효용은 감소하고, 정책

후에는 축적된 자본으로 인해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누리지만 그 효과

는 점차 사라져 간다. 효용 증가와 감소를 모두 차감하면 0으로 수렴하

여 의미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가까운 미래의 소비를 먼 미래의 소비

로 이전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생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소규모 개

방경제를 가정할 경우 요소 가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적 가계의

일계 조건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비 변화가 없어야 하고 이에 따라 효

용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다.

후생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책 후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책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

체 상황에서 유효 수요 증가와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기업

소득환류세제와 같은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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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세액공제제도 비교

모형이 단기적인 거시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경기 변동 모형이 아니므로

유효 수요 증가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경제 순환

이 필요할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배당을 증

가시키는 일정한 효과를 보인다.

<그림 5>의 아래 그래프는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이다. 정부가 3년

동안 기업 투자의 10%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의 결과로, 투자가 증가하고 배당은 감소한다. 또한, 효용 변화는 기업소

득환류세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제 6 장 회귀 분석

이 장은 미시적 차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 투자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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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중 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분

석을 진행한다. 앞 장에서 이론,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분석한 결과가 미

시 경제적인 분석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는지 교차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회귀 분석은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다

르다. 가장 큰 차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처치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도 일반기업으로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재

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 충격이 발생했을 때 위험

분산 등의 이유로 더 적극적인 정책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책 기간 효과를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전, 후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세분화하여 연도별 정책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거시 시뮬레이

션 모형에서 정책 시차를 분석한 것과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이전 연구들의 장점을 반영하여 좀 더 정확한 변수통제를 하

고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회귀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KIS-Value 2013-2017, 5개년 자료를 이용

한다. 비금융업 기업, 12월 결산법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외감법인을

포함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통제집단은 상호출자제한 집단, 자기자

본 500억 이상인 기업이다. 변이슬, 우석진, 변기범(2017)의 분석과 유사

하게 자기자본 100억~900억 원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약 규모에

대한 통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효과 외 거시적인 경기 변

동 효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년 경기 변동에 대하여 규

모가 큰 기업의 투자, 배당 반응은 다른 기업과 다를 수 있다. 통제집단

과 처치집단이 같다면 정책 기간 처치집단에서 투자와 배당이 다른 패턴

을 보이면 정책효과에 의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연도별 고정 효과를 두

어 공통적인 거시 경제적 흐름을 통제하였고, 오류 시험을 통해 2014년

의 통제그룹과 2013년의 처치그룹의 투자, 배당 패턴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이중 차분의 교차 항은 정책효과와 경기 변동에 대한 이질

적 효과에 모두 반응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사성을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책 시행 직전 연도(2014년)를 기준으로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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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이상을 처치집단, 500억 원 미만을 통

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따로 구분하였는데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매년 변하며 특히 2017년에는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변하였지만 한 번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은 3년 동안 유지되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동에 따른 처치집

단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종속 변수는 로그 배당성향(배당/당기순이

익), 로그 유형자산 투자율(유형자산투자/유형자산)을 이용하였다. 기업

의 투자행위를 분석하는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종속 변수를 투자율을 사

용한다. 기업의 투자율이 구조 모형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

고 이론을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

를 로그 투자율과 로그 배당성향을 이용하였는데 ⅰ 구조 모형을 검증

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 ⅱ 정책 기간 투자, 배당이 매년 어떤

패턴으로 변화했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ⅲ 종속 변수로 투자

율, 배당률로 이용할 경우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와 배당의 분석하

기 어렵다는 점9)을 고려하면 비율 변수의 % 변화율을 측정하는 로그

비율 변수를 종속 변수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화된다.

고정 효과를 고려한 이중 차분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제 변수로 먼저 로그 업력을 고려했다. 업력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것으로 업력에 따라 투자, 배당 등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

째로 기업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로 로그 총매출액, 로그 자산총계, 로

그 당기순이익, 로그 매출액, 로그 종업원 수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변수로 로그 부채비율, 자산이익률, 자산대비 영

9) 정책 시행 후 기업이 투자를 10% 늘였다면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지만, 투자율이 0.1인 기업은 투자율은 0.1에서 0.11로 0.01만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량 회귀 분석에서 0.01의 차이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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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이익률을 이용하였다.

<표 7> 회귀 분석결과이다. 로그투자율, 로그배당성향 각각 약 15%,

13%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처치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투자율은 상출 집단이 약 14%, 비상

출 집단은 약 9% 증가하여 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더 많이 증가하

였고 배당성향은 각각 약 9%, 8% 증가하며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세 번째로 정책 연도에 대한 교차 항을 두어 정책 기간별 효과

를 분석한 결과 투자율은 정책 기간 각각 약 8%, 18% 20% 증가하며 정

책 기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배당성향도 각각 약 11%, 12%, 18%

증가하며 정책 기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투자와 배당이 정책 기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한 시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은 오류 시험(Falsification Test)의 결과로 <표 5>의 회귀 분

석은 정책 시행 전 통제 연도를 2013, 2014년으로 두었지만, 오류 시험에

서는 2014년을 처치 연도로, 2013년을 처치연도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마치 2013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된 것 같이 교차 항을 두어 분석

한 것이다. 만약 2013년의 교차 항이 유의한 값이 나오면 2013년과 2014

년이 유사한 통제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여 더불어 정책 년도

2015-2017의 값이 정책의 결과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dep.var. log투자율 log배당성향 log투자율 log배당성향 log투자율 log배당성향
Treat

*after

0.149***

(0.058)

0.126***

(0.036)
Treat1

*after

0.092*

(0.052)

0.074**

(0.032)
Treat2

*after

0.143

(0.097)

0.114*

(0.065)
Treat

*2015

0.078

(0.074)

0.103**

(0.045)
Treat

*2016

0.178**

(0.074)

0.119***

(0.045)
Treat

*2017

0.201***

(0.077)

0.163***

(0.048)
# of obs. 18,688 7,567 18,688 7,567 18,688 7,567

표 7: 회귀 분석 결과

* p<0.1, **<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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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을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오류 시험 결과 2013년의 교차 항은

유의하지 않고 대체로 2014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기간의 처치집단에서 일어난 효과는 우연적 요소가 아니라 정책효

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지지된다.

제 7 장 결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존 이익잉여금 과세제도에 경제 활성화 목적이

추가되어 단기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케인스 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나

유효 수요 부족 등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을 때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이에 대응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고 자본과 기술축

적이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

자를 억제하면서, 직접 개입보다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

소득환류세제는 이후에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로 바뀌어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언제든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도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지니고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평가하는 논문은 거의 없었

dep.var. log투자율 log배당성향
Treat

* 2013

0.030

(0.088)

-0.015

(0.055)
Treat

* 2015

0.092

(0.085)

0.096*

(0.051)
Treat

* 2016

0.192**

(0.085)

0.112**

(0.052)
Treat

* 2017

0.215***

(0.087)

0.156***

(0.054)
# of obs. 18,688 7,567

표 8: 회귀 분석 결과

* p<0.1, **<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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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회귀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의 결과로 기업들이 투자, 배당, 고용을 증가시켰는지를 평가할 뿐이었

다. 이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을 이론, 시뮬레이션, 회귀 분석 모형

을 이용하여 단면적이 아닌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평가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먼저,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들의 투자 및 배당 유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뒤, 거시 경제학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 기

업소득환류세제가 거시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또한 어떤 정책 패

턴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 모형에서는 이론, 시뮬

레이션 모형 결과가 미시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지가 될 수 있

는지 교차 분석하였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분석 결과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결과 기업의 투자 배당을 촉진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정한 시차가 필요하였다. 세 번째, 장기적 정책과

대비되는 단기정책으로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효과가 있었고, 이는 Q 이

론적 맥락에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기업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네 번째, 이질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론 모형

에서 성장하는 기업과 성장한 기업의 유인, 행동 반응이 다르다는 것과

실증 모형에서 대기업집단의 정책 반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였다. 마지

막으로, 경제 순환을 위한 정책으로 효과는 있었지만, 정책 이후 투자,

배당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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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재정 정책과 유동성, 주택 가격

Fiscal Policy, Liquidity, and Housing Prices

제 1 장 서론

최근 30년간 주택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다수 선진국

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가계 소득과 생활 및 교육수준, 삶의 질이 상승하며 주거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OECD 주택 가격지수

(Housing Price Index, 2015년 값=100)는 49에서 121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실질 GDP는 31조 달러에서 53조 달러로 약 1.7배 증가하

는 데에 그치며 경제 성장만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

다. Leung(2003)의 연구는 북미와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도시를 비교한

결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30년 OECD 자료를 고려할 때 주택 가격

은 경제 성장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Tsatsaronis and

Zhu(2004)의 연구 결과는 주택 가격의 국제 비교를 통해 주택 가격이 인

플레이션, 기대 수익성, 은행 신용, 주택담보대출 시장, 이자율 등 복합적

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이며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저

성장 및 금융시장의 스필오버 효과 또는 버블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도시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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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40%가 몰려 살고 있어 주택 가격 상승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

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00년대 이후 정부의 노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에 의한 것으

로 판단한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다. 규제강화 정책으로 이 관점을 지

지한 정부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

면 2014년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103.5, 수도권 98.2, 서울 97.9으로

1가구당 1주택을 소유, 점유하기에 충분하며 한국의 자기 주택 소유 비

율은 2014년 53.6%으로 미국 2011년 66.4%, 일본 2008년 61.2%, 영국

2007년 71%에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적으로 소수가 다수의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반면 규제 완화 정책을 지지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수요보다는 공급 부족으로 보고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세 제도 때문에 자기 주택 소유 비율이 낮더라도 거주 환경은 안정되

어 있으며 전세 수요가 주택 매매 수요를 대체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

승 압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을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인구 구조 때문으로 보고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주거 환경까

지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주택 가격 상승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원인과 해결 방안, 정책 효과에 관한 엄밀한 연구

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전 연구의 큰 두 주류는 미시적인 주택 가격 결정

요인을 찾는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e Model)이나 거시 경제적인

변동 및 성장과 주택 가격의 관련성을 연구한 벡터 자기 회귀 모형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재정 지출

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고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도 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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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직접적인 주택 정책의 효과 자체만을 주목하거나 Ahearne,

Ammer, Doyle, Kole and Martin(2005)의 연구와 같이 정부의 통화정책

의 효과를 분석하며 자산으로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

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정부

정책, 특히 재정 지출과 같은 변수와 주택 가격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2000년대 한국의 데이터는 재정 지출이 증가했을 때

주택 가격이 증가하며 재정 지출과 주택 가격이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VAR 분석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 분석을 하여 재정 지출과 이전 지출

이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크기가 정부 별로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재정 지출이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택 가격

을 높이는 효과가 주로 유동성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인다. 다

음으로 SVAR을 분석에서는 주택 가격과 정부의 재정 지출이 거시 경제

균형 변화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범위 및 방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2 장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며 이 연구의 기여점을 설명하였다. 3 장은 2000년대 한국

의 주택 가격변화와 재정 지출 및 관련된 흐름을 살펴보며 한국의 주택

가격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4 장은 재정

지출과 주택 가격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계열 회귀 분석모형과 SVAR 모

형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고, 5 장과 6 장에서는 실증 모형에서 재정 지

출의 효과와 SVAR 분석 결과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장은 요약 및 결론

으로 맺는다.

제 2 장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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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택 가격 결정 요인을 재화의 속성으로 분리하여 요소 각각이 주

택 가격 결정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헤도닉 가격 모형 연구는 주로

주택 가격지수를 종속 변수로, 결정 요인을 설명변수로 보고 그 관계를

분석한다. 주택 가격 결정 요인으로는 입지구조, 공간구조와 같은 주택

특성들이 있다. 두 번째는 거시 경제변동 주택 가격과의 관련성을 분석

한 연구로 VAR, SVAR, VECM과 같은 모형으로 거시 변수들과의 동태

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이때 가계 소득, 금융정책과 같은 변수

를 이용하며 거시 경제 충격이 왔을 때 균형의 변화와 주택 가격이 어떻

게 결정되는지 분석한다.

헤도닉 가격 결정 모형을 처음 제안한 Rosen(1974)은 주택 가격이 주

택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주택의 질은 주택의 외장, 화장실 개

수, 부지의 크기, 벽난로 유무, 차고의 자동차 수용 개수, 중앙 냉난방 시

스템 유무, 지하실의 유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후 연구(e.g.

Can(1992))는 주택의 질이 주택만의 특성뿐 아니라 주택이 있는 지역,

이웃과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됨을 보였다. 주택의 질을 결정하는

외부환경은 지역의 비 백인 비율, 가계 중위소득, 16세 이상 실업률과 같

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은 주택이 있는 지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다. 한편, Droes, van de Minneet al.(2016)는 네덜란드 암스테르

담의 20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시

대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1900년대 이전에는 인구증가, 건축비

용, 주택 공급이 중요한 요인이었고 1900년대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장의 발전과 이자율 역시 중요 설명변수가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

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전후 재건에 힘입어 인구와 신규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주택 가격 결정

요인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시대, 장소,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주택 가격과 거시 변수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시계열 모형은

일반적으로 벡터 자기 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Regression)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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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축약형 VAR 모형이 식별하는 충격은 변수

들 사이의 단기적인 동시적 상관관계 때문에 충격이 외생적인 충격을 식

별하지 못한다. 즉 어느 변수의 충격이 그 변수의 외생적인 충격인지, 다

른 변수의 충격이 전이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VAR 모형은 변수들 사이의 단기적 인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조 벡터 자기 회귀(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은 축약형 VAR의 충격을 변수 자신의 외생적인 충

격과 다른 변수의 충격이 전이된 부분으로 분해한다. 이때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어 이론적인 제약을 부여하여 충격의 방향1)을 식별한다.

그뿐 아니라, VAR 모형은 변수들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를 설명

하는 계수를 추정하는데, 이 관계가 경제 성장과 같은 장기적인 관계에

의한 것인지,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변수들 사이의 장기적 관계를 공적분 관계가 있다고 하는

데 이러한 공적분 관계 때문에 장기 시계열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변

수 간의 장기적 상관관계를 제거하는 벡터 오차 자기 회귀(VECM,

Vector Error Autoregressive)모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SVAR 모형은 당

기 충격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굳이 외생적인 충격을 식

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VAR로 충분하다. VECM은 Faust and

Leeper(1997)가 지적했듯이 변수 사이의 공적분 관계가 조금이라도 잘못

설정되면 모형의 유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공적분 관계를 제거했

을 경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

서 거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한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VAR, SVAR, VECM을 모형을 보완적으로 이용한다.

거시 분석 결과로 Adams and F ̈uss(2010)는 OECD 15개국 30년 자료

를 이용한 패널 분석에서 화폐공급, 실질 소비, 실질 산업생산, 실질

GDP, 고용과 같은 경제활동과 건설비용 상승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며

장기이자율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유동성 증가

1) 이번 기 변수 1의 충격은 변수 2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변수 2의 충격은

변수 1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제약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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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자산의 한 형태인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다. 유동성과 밀접히 관련된 이자율의 증가는 주택 구매를 위한 비용 증

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Lastrapes(2002)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VAR 분석 결과 통화량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을, 이자율

상승은 주택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Sutton et

al.(2002) 연구는 OECD 7개국 분석에서 VAR 모형을 통해 금리 외에 실

질소득과 주식가격을 내생변수로 이용하여 주택 가격 상승이 대부분 설

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Giuliodori(2005)는 금리, 생산, 물가, 주택 가격

외에 소비,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포함하여 금리 경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설명할 뿐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경로

를 설명하였다. 이후 여러 연구 결과(e.g., Aoki, Proudman and Vlieghe

(2004); Giuliodori(2005); Iacoviello and Minetti (2008)))는 금리하락과

유동성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예측과 같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 Clayton, Miller and Peng(2010)은 같은 연구 결과를 VECM을

통해 보이며 장기 추세를 제거한 단기적인 변수들의 관계에서도 같은 관

계가 발견됨을 보였다.

한편, 이후 연구들은 금리 외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물

가를 주목하였다. 주택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분산투자 대상 자산

이 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은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 있다. 연구 결

과들(Anariand and Kolari (2002); Hartzell, Hekman and Miles(1987))은

대체로 물가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주택 가격 결정에 있어 정책, 제도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제도적 역할을 중시한 연구로 Kim and Lee(2019)는 주택 가

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주목하였다. 남유럽 금융위기 분석모형에

서 금융위기의 원인이 거시 경제적인 비효율에도 유럽 경제 통화 동맹으

로 낮은 이자율을 통해 지속해서 자본을 빌려올 수 있었던 일종의 폰지

게임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지속적인 부채와 경상수지 적자에도 과도한

부채를 통해 적정수준 이상의 과다 투자, 소비, 성장을 이뤄왔고 주택 버

블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주택 가격 결정 요인으로 제도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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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도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fonso and Sousa(2009) 연구는 재정 정책과 주택 가격 문제를 VAR

분석을 하였지만, 어떤 경로로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

는지에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 및 원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헤도닉 모형은

주택 가격 결정 요인 자체에 주목하며 정책적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고 거시 변수들과의 관계를 본 분석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거

시 변수들 사이의 동태적 관계만을 분석할 뿐 구체적인 정책과 그 효과

를 식별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재정 지출이 주

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택 가격지수만을 종속 변수로 하는 시계열

회귀 모형과 S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정 지출과 주택 가

격의 직접적인 관계를 생각하기 어렵지만, 유동성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정부 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거시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SVAR 분석에서는 재정

지출과 이자율, 유동성 지표(M2)를 포함하여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 분석하였다.

제 3 장 2000년대 이후 주택시장과 재정 지출

관련 사실들

이 장은 2000년대 주택 가격 증가 패턴과 주요 거시 변수들의 흐름을

보이며 각 변수가 주택 가격 증가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본

다. 연구의 목적이 재정 지출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것으로 재정 지출 성향이 정부별 정치적 의사 결정2)에 의해 결정되

2) 재정 지출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Blanchar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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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분석 기간인 2000년대를 정부별 네 기간(정부 1~정

부 4)으로 분리한다. 2000년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

1(2003.3~2008.2), 정부 2(2008.3~2013.2), 정부 3(2013.3~2017.4), 정부

4(2017.5~2019.12)로 정의한다.

제 1 절 2000년대 주택 가격지수

그림 1: 주택 가격지수

<그림 1>은 2000년대 KB 주택 가격지수로 서울, 전국의 주택, 아파트

가격지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국 주택, 아파트 가격지수는 2000년대에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그러나 서울 주택 및 아파트 가격지수는 정부 1,

정부 4시기에 급증하였다. 세부적으로 정부 1시기 후반기에 급증하였고

정부 2, 정부 3시기에 안정, 약 내림세를 보이다 정부 4시기에 다시 급증

Perotti(2002)을 비롯한 논문에서 추론 가능하며 본 연구의 4장을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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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요약하면, 전국 주택과 아파트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

이지만, 서울의 주택과 아파트 가격은 정부 1, 정부 4시기에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 1과 정부 4의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 2 절 재정 지출과 경제 성장

그림 2: 재정 지출 추이

주택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변수는 재정 지출이다.

<그림 2>는 2000년대 재정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GDP 대비 재

정 지출, 이전 지출, 재정 지출 대비 이전 지출의 흐름을 통해 보여준다.

그림 아래 위치한 두 선은 GDP 대비 재정 지출, 이전 지출을 나타낸

다3). 먼저 정부 1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GDP 대비 재정 지출이 증가

하였다. 정부 1은 GDP 대비 재정 지출(G)과 이전 지출(Tr)의 증가 폭이

3)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하방으로 0.13 평행이동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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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은 데 반해 재정 지출 대비 이전 지출의 비중은 급증하였다. 종

합하면 정부 1의 재정 지출은 주로 이전 지출 증가 때문이며 이전 지출

외 재정 지출은 증가

그림 3: 거시 경제적 변동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2의 재정 지출은 정부 전반부에 증가하

였고 후반부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부 2 초기 2008년 금융

위기로 발생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증가

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이전 지출은 GDP 대비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 시기 재정 지출 대비 이전 지출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종합적

으로 정부 2는 재정 지출은 거시 경제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늘였지

만, 이전 지출 증가는 크게 늘지 않으며 주로 정부의 직접 지출이 주로

증가하였다. 정부 3은 GDP 대비 재정 지출이 약간 감소하는 반면, 이전

지출은 오히려 약한 증가세를 보인다. 재정 지출 대비 재정 지출도 상당

히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이것으로 볼 때 정부 3은 재정 지출의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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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출보다는 이전 지출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지막으로 정부 4시기 GDP 대비 재정 지출은 다시 급증한다. 그러나

GDP 대비 이전 지출은 재정 지출만큼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재

정 지출 대비 이전 지출 비중은 이전 시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 4는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전 지출도 증

가했지만, 재정 지출 중 이전 지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약간

감소한다.

<그림 3>은 GDP, 재정 지출, 이전 지출의 로그 1계 차분 값으로 각

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GDP, 재정 지출, 이전

지출 모두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1 초반에 이전

지출이 많이 증가한 후 정부 1 말기에 감소한다. 정부 4시기 재정 지출

과 이전 지출의 성장률이 증가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는 것이 특징

이다.

결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이전 정부 대비 급증한 시기인 정부 1, 정부

4시기에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재정 지출 증가가 꼽힐 수 있다. 한편, 경제 성장은 2000년대 이

후로 꾸준히 감소해 왔기 때문에 경제 성장으로는 2000년대 주택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 3 절 유동성과 이자율

다음으로 2000년대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야 할 수 있다. 먼저 <그림 4>는 유동성(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을 보여준다. 주택 가격이 증가했던 정부 1, 정부 4시기에 전년 대비 유

동성 증가율이 상승하였다. 정부 1시기에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했고 정

부 4시기도 유동성 증가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 4시기에 전 정

부 대비 저성장이 본격화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4시기의 유동성 증가율

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유동

성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 보이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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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동성(M2) 전년 대비 증가율

부 3시기에도 유동성 증가율은 높아졌다.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성 증가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2000년대 이자율은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그림 5>는 2000년대

가계 대출 이자율의 변화이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2010년대 중반 남유럽 위기를 겪으며 이자율은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정부 1시기의 후반부

에 이자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정부 4시기의 이자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

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던 정부 2, 정부 3시기에 이자율이 오히려 감소

한다. 따라서 이자율 감소와 차입 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

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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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계 대출 이자율

제 4 절 정부별 부동산 정책 기조

다음으로 정부별 부동산 정책 기조의 차이로 주택 가격 상승을 설명

할 수 있다. 정부 1, 정부 4는 규제 강화, 정부 2, 정부 3은 규제 완화 기

조를 보였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 규제를 강화한 시기의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고 자가 보유율이 낮으므로 투기에 의한 거

품이라 판단하였고 공급증가를 통한 해결보다는 규제를 통한 과수요 억

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정부 2, 정부 3은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

때문에 자가 보유 비율은 다른 선진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주택 가격은 공급증가를 통해 충분히 억제될 수 있다고 보고 규제를 완

화하였다. 정부 3에서는 규제 완화 및 공급증가를 통해 오히려 경기 부

양을 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표 1>은 정부별 부동산 정책의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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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크게 수요와 공급 관련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와 같은 직접적인 정책과 DTI, LTV 같은 대출 규제 정책에 대

한 차이도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 정책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제 5 절 주택 공급과 민간의 기대 반응

정부 1

(2003~2007)

정부 2

(2008~2012)

정부 3

(2003~2017 초)

정부 4

(2017~2019)
기조 규제강화 규제완화 규제완화 규제강화

주요정책

수요

직접

정책

투기지역

지정 확대

투기지역

완화/해제
규제지역 확대

버블세븐 지정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분양권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단기 보유

양도중과세 완화
양도세,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DTI, LTV

대출규제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DTI적용

일시적 해제

LTV, DTI

규제 완화

신 DTI, DSR

대출규제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조건 완화
공유형 모기지 확대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보금자리론 완화
공시가격 인상 통한

보유세 강화

공급

직접

정책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공급 재건축 연한 완화 수도권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분양권 전매 제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도입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조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정

지출

2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약 100조
4대강 등 SOC 이전 지출 비중 증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약 50조

정부지출 및 이전

지출 증가
총재정 지출 증가

표 1: 정부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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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택 인허가(전국, 민간, 서울시)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과 시장의 기대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민

간의 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예상하는 변수로 주택 인허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는 전국, 서울 주택, 민간 인허가 실적4)이다. 전체적

인 흐름은 전국과 서울 모두 유사하다. 정부 1은 이전 시기에 비해 감소

하였고 정부 2, 정부 3시기에 증가한 후 정부 4시기에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7>는 전국,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 준공량을 보여준다. 아파트 준

공은 인허가와 비교했을 때 약 3~5년 정도 이후 시간을 두고 유사한 형

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감소로 정부 1과 정부 2시기에 아파

트 준공이 감소했지만, 정부 3시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이 증가

하였다. 정부 4초기까지 준공이 늘었지만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8>은 전국, 수도권, 서울의 주택 준공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패턴은 아파트 준공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인허가가 감소할 때 민간에

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 신호로 받아들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켰을 수 있

으며 준공이 감소할 때 단기적인 주택 공급이 감소하여 주택 가격이 상

승했을 수 있다.

4) 서울 인허가는 비교를 위해 3을 곱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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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파트 준공(전국, 수도권, 서울)

그림 8: 주택 준공(전국, 수도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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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과 데이터

이 장에서는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명한다. 먼저 이중 차분(Difference-in-Difference)과 유사한 방

법을 이용하여 정부별 재정 지출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고, SVAR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 경제적인 변동 안에서 재

정 지출이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명한다.

제 1 절 정부별 이질적인 재정 지출 효과 분석

그림 9: 일반적인 이중 차분 모형과 시계열 이중 차분 모형의 차이

정부별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 지출 변수화 정부 더미를 교차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모형을 이용한

다. 이중 차분 모형과 유사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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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통제 집단이 없으며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이중 차분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패널 분석에서 이중 차분법의 일반적인 회귀 식

은 it     × it  it이며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

9>의 첫 번째 그래프와 같다. 이 회귀 식에 의하면 종속 변수 it는 처

치-통제 그룹 간 차이()와 시간에 따른 변화(), 통제 변수(it)에 따

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때 모든 변수는 설명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

를 선형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차이와 무관하게 공통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간 효과(time effect)라고

하고 시간과 무관하게 두 집단 사이의 평균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처치 효과(treatment effect)이다. 이때 두 변수 사이의 비선형적인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서  ×와 같은 두 변수의 교차 항을 추가로 회귀 식

에 포함하는데 그룹()과 시간()에 따른 평균적인 효과에 특정 시점

()에 처치-통제 집단()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차분법을 이용한 일반적인 정책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 처치-통제집단의 차이가 추가로 나타나는 것이 정책의 결과 때

문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이 논문의 회귀 분석은 패널 데이터가 아닌 변수들의 시계열에

따른 관계를 변수 간 교차 항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교차 항은 재정 지출()과 정부 더미()
이다. 다른 변수가 적절히 통제되었을 때 먼저 재정 지출에 의한 선형

효과는 시간에 따른 재정 지출의 변화가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추정한다. 정부 더미는 특정 시기 정부에 통제 가능한 변

수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에 따른 고정 효과를 추정한다. 이 두 변수의

교차 항은 특정 시기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전 기간을 통해 추정한 평균적

인 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또

한 특정 정부의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더 높이는 이유가 정부 정책과

유동성의 차이라는 것을 분석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지수만을 종속 변수

로 하는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재정 지출 및 기타 변수가 주택 가격지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회귀 분석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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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B에서 제공하는 주택 가격지수(서울, 아파트)이다. 는 정부 1

에서 정부 4까지 정부 더미를 나타내며 는 재정 지출 또는 이전 지출.

와 가 곱해진 교차 항은 당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전

재정 지출 및 이전 지출이 현재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인다. 재

정 지출에 시차 변수를 이용한 이유는 재정 지출이 바로 주택 가격을 상

승시키기보다는 민간으로 환류되어 민간의 소득과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

택 가격을 높이는 정책 시차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는 기타 통제 변

수로 가계 대출금리, 실질 GNI, M2, 연도별 서울 주택 인허가, 연도별

서울 아파트 준공을 이용한다.

분석 기간을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이용한 것은 ⅰ 대표성 및 정책

적 관심사, ⅱ 투기 관련성, ⅲ 기술적인 내성성(역의 인과관계) 때문

이다. 먼저, 대표성 측면에서 서울은 수도이며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국 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논할 때 대표

성을 갖는다. 또한, 주택 가격 급등과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서울의 아파

트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가

격을 종속 변수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가

격은 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재정

지출에 의한 유동성 증가가 투기자본으로 활용되어 주택 가격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거시 변수들과의 역의 인과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 때문이다.

거시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시장의 금융 제약을

완화해 유동성을 확장하거나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산가치 변

동으로 가계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주택 가격보

다는 더 미시적인 변수인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내생성이 없는 변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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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단위 변수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전국보다

는 서울을, 전체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종속 변수로 선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

였고 주요 분석 단위로 정부별 더미 변수를 이용하였다. 정부별 재정 지

출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한 것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지출에

정부별로 다르게 일어났으며 주택 가격을 증가시키는 효과 역시 정부별

다르게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종속 변수는 제공되는

주택 가격지수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이용하였다. 실질 GNI는 장기적

인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가계 소득에 대한 정보를 닮고 있으므로 통

제 변수로 이용한다. 한국은행의 계절조정 실질 GNI 데이터는 분기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분기별 자료를 분기의 마지막 달 값이라 가정하고 그

사잇값을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얻는다. 가계 대출

금리는 이자율이 상승할 때 가계의 차입비용이 증가하여 주택 가격 상승

이 억제될 것이라는 이론, 실증적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의 신규

기준 가계 대출 금리를 이용한다. 가계 대출 금리를 실질화하지 않은 이

유는 실질화하기 위하여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해야 하는데 월

별 인플레이션율 자료를 얻을 수 없고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자산의 분산

투자로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명목 이자율도 자체적으로

대출 가격에 영향을 주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는 연도별 서울 주택 인허가 수, 연도

별 서울 아파트 준공 수를 이용한다. 준공 수는 현재 공급되는 주택 수

를 통제하며 인허가 수는 인허가 후 준공까지 4~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변수 또는 장기 공급 변수로 활

용된다. 주택 전체보다는 아파트 공급량을 변수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허가 수는 서울 주택 자료를 이용한다. 월별 자료가

아닌 연도별 자료를 활용한 것은 데이터의 한계뿐 아니라 가계가 주택

공급량을 매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 시점의 전, 후의 평균적

인 양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허가 수는 표본 연도 전체기간, 준공

수는 2005년 이후 자료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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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설명변

수로 총 재정 지출, 이전 지출, 유동성 변수 M2를 이용한다. 설명변수로

M2를 이용한 것은 시장 유동성이 많아질 때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는 선

행연구들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재정 지출이 주로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택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가격 관련 선행연

구에서 주로 이용하는 M1보다 M2를 선택한 것은 재정 지출에 따른 유

동성 증가와 주택 가격 증가를 분석하기 위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M1은 지급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지만 M2는 이자 소득

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증가

했을 때 가계가 증가한 자산을 M1이 아닌 단기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다

주택 수요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과 유동성, 주택 수

요로 이어지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M2가 더 적절하다. 재정 지출 및

이전 지출 변수는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서 얻었으며 이전 지출은

가계 경상 이전, 비영리 기구 경상 이전, 보조금의 합으로 정의한다.

이자율과 계절 조정되지 않은 변수는 x11 필터로 조정한다. 주택 가

격지수, 실질 GNI 변수와의 일관성을 위해 재정변수와 유동성 변수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선형보간법을 통해 얻은 값으로 나누어

실질화한다. 이자율을 제외한 변수는 로그를 취해 회귀 분석 계수를 탄

력성 개념으로 변환한다.

제 2 절 구조벡터 자기 회귀 모형 분석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주택 가격과 거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

하기 이용하는 S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 지출과 유동성, 주택 가격

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거시 변수들 사이의 장기적 균형

을 나타내는 공적분 관계를 제거한 VECM 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

러나 Faust and Leeper(1997)가 지적하였듯이 VECM에서는 변수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조금이라도 잘못 설정하면 모형의 유효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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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식별된 관계가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단기 균형에 의한 관계

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변수들 사이의 장기적 상관관계 때문

에 생기는 문제가 적다. 즉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형

내에서 추정하는 계수들은 장기적인 관계 때문에 도출되었다기보다는 단

기적인 변동과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VECM을 이용하기보다는 SVAR을 이용한다. VAR 모형을 이용하지 않

는 것은 재정 지출과 주택 가격의 관계가 주된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단

기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외생적, 내생적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VAR 모형의 내생변수는 동시적으로 결정된다. t기 변수 1은 변수 2

의 값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변수 2의 값은 변수 1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닫힌 형태로 정리했을 때 오차항들 상관관계를 갖게 되고 외생적

인 충격을 분리하지 못한다. 즉 특정 변수의 오차항이 그 변수의 이번

기 충격에 의한 것인지 다른 변수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 식별하지 못하

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VAR 모형을 이용하는데 각 변수의 외

생적 충격이 다른 오차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거나 미칠 수 없게

하는 제약을 부가한다. 이 제약은 인위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

로 선행연구와의 일관성과 여러 제약을 부가적으로 부가하며 결과를 분

석하여야 한다. 축약형 VAR 모형을 나타낸 추정식이    이
라면 라는 행렬을 곱하였을 때     이 된다. 는 구조

VAR 모형의 오차항으로    ,    이다. 축약형 VAR 모형의

오차항()과 구조 VAR 모형의 오차항() 간의 관계는  이고
  이므로  추정 후 ,  행렬에 적절한 제약을 부가하여

구조충격을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는              인
데 , 는 SVAR의 구조충격이며 , 는 VAR 모형의 오차항으로 외

생성이 식별되지 않는다.  행렬과  행렬을 앞서와 같이 가정하면

  ,   으로 정리되어 외생적인 충격과 그 영향을 식별

할 수 있다.  행렬이 하삼각행렬일 때 촐레츠키 분해를 통해 얻을 수



- 67 -

있고 하삼각행렬이 아니더라도  행렬의 미지수의 개수가 (:
변수의 개수)를 넘지 않으면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축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재정 지출 변수가 가장 외생적

인 변수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먼

저, 재정 지출 변수는 연도별 재정 지출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재정 지

출 계획은 지출 전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출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다. 그뿐 아니라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당기 재정 지출

충격이 외생적인 재정 지출과 조세 충격에 의한 결과, 경기 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세 충격에서 이전된 재정 지출 충

격은 조세 제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과거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

으며, 경기 변동에 의한 효과는 경기 대응적 재정 지출에 의한 결과로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로 전이되기 어려운 충격이다. 경기 대응적 재정

지출은 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증가

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침체를 인식하고, 재정 지출

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기별 분석에서는 경기 대응적 효과가 없다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생적인 재정 지출 충격은 정부별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

한 재정 지출 충격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재정 지출 변수가 단기적으

로 다른 변수에 영향받지 않는 가장 외생적인 변수라고 가정한 것은 월

별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과 조세 충격 및

다른 충격에 의한 거시 경제적인 변동이 반영되기에는 짧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SVAR에서 식별하는 구조적인 충격은 정부의 정책적인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충격이다. 결론적으로, 본 모형의 SVAR에서 식별

하는 재정 지출 충격은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며 이 연구는 이

러한 재정 지출 충격에 따라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다.

이 연구의 SVAR에서 활용되는 변수는 재정변수, 실질 GNI, 이자율,

유동성, 주택 가격지수이다. 사용하는 변수는 앞 절의 회귀 분석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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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5 장 시계열 회귀 분석 결과

제 1 절 재정 지출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비교 대상이 기간을 정해야 한다. 비교 대상이 되는 통

제 기간을 정부 2시기로 이용하였는데 재정 지출과 주택 가격 모두 상대

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귀 분석 결과는 정부 2 시

기 대비 다른 정부에서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었

는지 보여준다. <표 2>는 10개의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중요 변수

를 하나씩 늘여가며 회귀 분석하였는데 변수가 생략되었을 때 발생하는

편향(OVB, omitted Variable bias) 때문이다. 변수를 하나씩 늘여갈 때

설명변수와 주택 가격의 관계가 OVB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방식이 갖는 의의는 주 설명변수인 재정 지출이 가장 외생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OVB는 외생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때문에 생긴다.

주 설명변수와 관련이 있으면서 종속 변수와 관련 있는 변수를 통제하지

않으면 주 설명변수의 계수에 편향이 생긴다. 따라서 주 설명변수와 관

련이 있으면서 종속 변수와도 관련된 변수를 추가로 통제하면 이러한 편

향이 사라진다. 그런데 주 설명변수가 가장 외생적인 변수일 때 추가적

인 변수통제를 통해 주 설명변수의 계수가 사라지게 되면 주 설명변수가

추가로 통제하는 변수에 영향을 미쳐 종속 변수를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재정 지출은 년 단위로 지출 계획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며 다른 거시적인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서 가장 외생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 후 추가적인 변수통제를 하여 재정 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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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Gov1
-0.250

***
(0.015)

-0.218
***

(0.018)

-0.116
***

(0.020)

-27.581
***

(3.758)

-28.429
***

(3.081)

-15.129
***

(2.621)

-10.981
***

(2.511)

-20.763
***

(3.517)

-14.559
***

(2.072)

-49.431
***

(3.526)

Gov3 -0.028*
(0.016)

-0.048
***

(0.017)

-0.113
***

(0.017)

-15.805
***

(5.629)

-9.198*
(4.665)

-8.502
**

(3.553)

-7.141
**

(3.271)

-8.630
***

(2.947)

-10.680
***

(2.680)

-22.091
***

(2.513)

Gov4
0.159
***

(0.018)

0.119
***

(0.022)

0.000
(0.024)

-23.005
***

(6.137)

-32.236
***

(5.123)

-22.925
***

(3.986)

-18.860
***

(3.727)

-21.858
***

(3.540)

-12.117
***

(3.106)

-54.493
***

(5.407)

E
0.134
***

(0.041)

0.083**
(0.037)

-0.038
(0.070)

-0.094
(0.058)

-0.116
***

(0.044)

-0.084
**

(0.041)

-0.060
(0.036)

-0.104
***

(0.033)

-0.016
(0.027)

E(L3)
0.108
***

(0.037)

-0.041
(0.067)

-0.056
(0.055)

-0.023
(0.042)

-0.037
(0.039)

-0.065*
(0.035)

-0.105
***

(0.032)

0.003
(0.027)

E(L6)
0.129
***

(0.035)

-0.052
(0.064)

-0.139*
*

(0.054)

-0.066
(0.041)

-0.079*
*

(0.038)

-0.117*
**

(0.036)

-0.118
***

(0.031)

-0.010
(0.026)

E(L9)
0.116
***

(0.036)

-0.013
(0.067)

-0.108*
(0.056)

0.008
(0.044)

-0.003
(0.040)

-0.042
(0.038)

-0.034
(0.033)

0.023
(0.026)

E(L12)
0.118
***

(0.035)

-0.007
(0.066)

-0.144
**

(0.056)

-0.066
(0.043)

-0.039
(0.040)

-0.030
(0.036)

-0.037
(0.033)

0.018
(0.026)

Gov1*E 0.167**
(0.084)

0.169**
(0.069)

0.147
***

(0.052)

0.098**
(0.049)

0.085
(0.064)

0.109
***

(0.040)

0.007
(0.032)

Gov1*E(L
3)

0.229
***

(0.081)

0.175
***

(0.066)

0.106**
(0.051)

0.082*
(0.047)

0.139**
(0.064)

0.141
***

(0.039)

0.017
(0.032)

Gov1*E(L
6)

0.279
***

(0.077)

0.284
***

(0.063)

0.156
***

(0.050)

0.142
***

(0.046)

0.310
***

(0.064)

0.172
***

(0.037)

0.036
(0.031)

Gov1*E(L
9)

0.204**
(0.079)

0.223
***

(0.064)

0.059
(0.051)

0.039
(0.047)

0.170
***

(0.057)

0.068*
(0.038)

-0.012
(0.030)

Gov1*E(L
12)

0.173**
(0.078)

0.236
***

(0.064)

0.114**
(0.050)

0.061
(0.047)

0.094*
(0.056)

0.072*
(0.038)

-0.008
(0.030)

Gov3
*E

0.136
(0.123)

0.063
(0.101)

0.125
(0.077)

0.084
(0.071)

0.062
(0.064)

0.068
(0.058)

0.015
(0.047)

Gov3
*E(L3)

0.124
(0.121)

0.036
(0.099)

0.036
(0.076)

0.081
(0.070)

0.093
(0.062)

0.135**
(0.057)

0.006
(0.047)

Gov3
*E(L6)

0.116
(0.119)

0.084
(0.097)

0.039
(0.074)

0.073
(0.068)

0.108*
(0.061)

0.135**
(0.056)

-0.008
(0.046)

Gov3
*E(L9)

0.106
(0.120)

0.050
(0.098)

0.005
(0.075)

-0.023
(0.069)

0.015
(0.062)

0.024
(0.056)

-0.033
(0.046)

Gov3
*E(L12)

0.119
(0.119)

0.113
(0.098)

0.117
(0.075)

0.055
(0.069)

0.048
(0.062)

0.043
(0.056)

-0.004
(0.046)

Gov4
*E

0.177
(0.150)

0.214*
(0.123)

0.200**
(0.093)

0.130
(0.087)

0.121
(0.077)

0.089
(0.070)

0.017
(0.056)

Gov4
*E(L3)

0.106
(0.149)

0.130
(0.122)

0.108
(0.093)

0.099
(0.086)

0.129*
(0.077)

0.064
(0.070)

-0.037
(0.056)

Gov4
*E(L6)

0.231
(0.149)

0.284**
(0.122)

0.233**
(0.093)

0.204**
(0.086)

0.248
***

(0.078)

0.132*
(0.070)

-0.008
(0.059)

Gov4
*E(L9)

0.147
(0.193)

0.267*
(0.158)

0.162
(0.121)

0.163
(0.111)

0.201**
(0.099)

0.076
(0.091)

0.033
(0.071)

Gov4
*E(L12)

0.217
(0.204)

0.326*
(0.168)

0.166
(0.128)

0.118
(0.118)

0.130
(0.105)

0.098
(0.096)

0.065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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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재정(이전)지출의 시차 변수가 정부별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다면 재정 지출이 추가로 통제한 변수에 영

향을 미쳐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음을 알 수 있다.

<표 2>의 분석 (1)은 정부 더미만 통제 변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2)

RGNI
0.905
***

(0.096)

1.756
***

(0.105)

1.834
***

(0.097)

1.605
***

(0.110)

0.328*
(0.176)

0.637
***

(0.156)

R
0.131
***

(0.011)

0.122
***

(0.011)

0.100
***

(0.011)

0.082
***

(0.010)

0.019*
(0.010)

House 
Permit 

in Seoul

-0.062
***

(0.011)

-0.079
***

(0.014)

-0.050
***

(0.009)

-0.001
(0.008)

Apt. 
Complet

e
in Seoul

-0.040
***

(0.014)

M2
0.988
***

(0.103)

-0.584
***

(0.169)

M2*Gov1
1.592
***

(0.144)

M2*Gov3 0.74***
(0.109)

M2*Gov4
1.713
***

(0.219)

Constant
4.388**

*
(0.011)

0.887
(1.085)

-10.125
***

(1.697)

8.352**
*

(3.082)

-11.752
***

(3.311)

-48.347
***

(4.089)

-50.818
***

(3.779)

-40.473
***

(4.071)

-26.333
***

(3.992)

0.304
(4.089)

# of 
Obs. 202 202 202 202 202 202 202 180 202 202

표 2: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회귀 분석 결과

괄호 안 표준 오차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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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정 지출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고 (3)은 재정 지출을 3개월 단위로

3개월 전부터 12개월 전까지의 재정 지출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결과이

다. (4)는 재정 지출과 정부 더미를 교차시켜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이

결과는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 별로 다를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5)는 장기적 추세와 경기 변동, 가계의 실질 소득에

관련된 통제 변수로 실질 GNI를 추가하였고 (6)은 가계의 신규대출 이

자율을 통제한 결과이다. (7), (8)은 서울 주택 인허가, 서울 아파트 준공

을 주택 공급 변수로 통제하였다. (9)는 유동성 변수 M2를 포함하였고.

(10)은 M2와 정부 더미의 교차 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고 교차 항으

로 추가하였다.

정부 더미만 통제한 결과 (1)은 앞 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패턴과 일

치한다. 정부 2과 비교했을 때 정부 1의 주택 가격은 낮고 정부 3의 주

택 가격은 정부 2와 비슷하며 정부 4시기의 주택 가격은 다시 증가한다.

이후 분석은 통제 변수 및 설명변수를 추가하는데 각 변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적절한 통제 변수 추가됐을

때 재정 지출의 효과가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2), (3), (4)는 각각 재정

지출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결과이다. (2)의 결과는 재정 지출이 주택 가

격을 높이고, (3)은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높이는 시차가 존재하며,

(4)는 재정 지출의 정부별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로 실질

소득을 통제한 (5)는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

을 보여주는데 주택이 하나의 소비재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 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헤도닉 모형의 결과와 일치한다. (6)부터는 가

계 대출 이자율을 추가로 통제한다. 그러나 이자율이 주택 가격을 낮춘

다는 선행 연구 및 이론적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자율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는 가계 대출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주택 가격이 높아진 시기에 이자율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주

택 가격이 낮아진 시기에 오히려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이자율이 주택 가격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거시 경제

적인 변동 및 조건 변화로 결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시적으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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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Gov1

-0.25
0***

(0.015
)

-0.244
***

(0.017)

-0.203
***

(0.017)

-10.216
***

(2.953)

-17.761
***

(2.223)

-8.080
***

(1.826)

-5.548
***

(1.750)

-9.431
***

(2.486)

-10.754
***

(1.496)

-51.922
***

(3.903)

Gov3

-0.02
8*

(0.016
)

-0.037*
*

(0.019)

-0.092
***

(0.019)

-12.949
***

(4.228)

-3.648
(3.153)

-5.469
**

(2.336)

-3.575
(2.188)

-5.294
***

(1.970)

-7.301
***

(1.792)

-24.640
***

(2.714)

Gov4

0.159
***

(0.018
)

0.144
***

(0.024)

0.056**
(0.027)

-24.956
***

(6.185)

-35.972
***

(4.570)

-25.155
***

(3.494)

-20.983
***

(3.319)

-24.831
***

(3.089)

-8.730
***

(2.929)

-54.297
***

(5.657)

Tr 0.036
(0.039)

0.004
(0.038)

-0.032
(0.071)

-0.082
(0.052)

-0.091
**

(0.038)

-0.068*
(0.036)

-0.057*
(0.030)

-0.119
***

(0.029)

0.004
(0.025)

Tr(L3) 0.018
(0.040)

-0.048
(0.070)

-0.085*
(0.051)

-0.033
(0.038)

-0.049
(0.035)

-0.083
***

(0.032)

-0.123
***

(0.029)

0.003
(0.025)

Tr(L6) 0.032
(0.038)

-0.042
(0.070)

-0.138
***

(0.051)

-0.026
(0.039)

-0.051
(0.036)

-0.094
***

(0.034)

-0.079
***

(0.029)

-0.002
(0.024)

Tr(L9) 0.067*
(0.037)

-0.002
(0.069)

-0.157
***

(0.051)

0.001
(0.040)

-0.014
(0.037)

-0.048
(0.035)

-0.012
(0.030)

0.029
(0.024)

Tr(L12)
0.122
***

(0.034)

0.011
(0.067)

-0.172
***

(0.050)

-0.074*
(0.038)

-0.049
(0.036)

-0.028
(0.030)

-0.030
(0.029)

0.033
(0.023)

Gov1*Tr 0.032
(0.087)

0.066
(0.063)

0.091*
(0.047)

0.054
(0.044)

-0.038
(0.048)

0.125
***

(0.036)

-0.005
(0.030)

Gov1
*Tr(L3)

0.081
(0.088)

0.092
(0.064)

0.024
(0.047)

0.028
(0.044)

0.088*
(0.047)

0.128
***

(0.036)

0.007
(0.030)

Gov1
*Tr(L6)

0.074
(0.086)

0.150**
(0.062)

0.052
(0.047)

0.048
(0.043)

0.130**
*

(0.047)

0.096
***

(0.035)

0.023
(0.028)

Gov1
*Tr(L9)

0.064
(0.084)

0.182
***

(0.062)

0.047
(0.047)

0.042
(0.044)

0.102**
(0.048)

0.049
(0.035)

-0.008
(0.028)

Gov1
*Tr(L12)

0.150*
(0.079)

0.222
***

(0.057)

0.113**
(0.043)

0.052
(0.042)

0.099**
(0.046)

0.041
(0.033)

-0.040
(0.027)

Gov3
*Tr

0.079
(0.143)

-0.013
(0.104)

0.082
(0.077)

0.051
(0.072)

0.034
(0.062)

0.088
(0.057)

-0.036
(0.048)

Gov3
*Tr(L3)

0.108
(0.141)

0.026
(0.102)

0.038
(0.076)

0.055
(0.070)

0.078
(0.060)

0.097*
(0.056)

-0.017
(0.048)

Gov3
*Tr(L6)

0.100
(0.144)

0.063
(0.105)

-0.007
(0.078)

0.016
(0.072)

0.054
(0.062)

0.066
(0.058)

-0.013
(0.047)

Gov3
*Tr(L9)

0.103
(0.147)

0.018
(0.107)

0.013
(0.079)

-0.005
(0.073)

0.026
(0.063)

0.011
(0.059)

-0.051
(0.052)

Gov3
*Tr(L12)

0.125
(0.148)

0046
(0.108)

0.092
(0.080)

0.024
(0.075)

0.019
(0.065)

0.027
(0.060)

-0.034
(0.054)

Gov4
*Tr

0.407*
(0.231)

0.428**
(0.168)

0.372
***

(0.124)

0.293**
(0.116)

0.313
***

(0.099)

0.204**
(0.093)

0.143*
(0.079)

Gov4
*Tr(L3)

0.210
(0.260)

0.233
(0.189)

0.127
(0.140)

0.088
(0.130)

0.151
(0.112)

0.064
(0.104)

0.000
(0.084)

Gov4
*Tr(L6)

0.153
(0.247)

0.224
(0.179)

0.141
(0.133)

0.113
(0.123)

0.175
(0.106)

-0.017
(0.099)

-0.085
(0.082)

Gov4
*Tr(L9)

0.116
(0.196)

0.287**
(0.143)

0.225**
(0.105)

0.236**
(0.098)

0.260
***

(0.084)

0.045
(0.080)

-0.038
(0.065)

Gov4
*Tr(L12)

0.106
(0.202)

0.249*
(0.147)

0.130
(0.109)

0.098
(0.101)

0.084
(0.086)

0.050
(0.081)

-0.015
(0.064)

RGNI 1.360 1.940 1.995 1.866 0.2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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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하락이 가계 대출 비용을 하락시켜 주택 수요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

더라도 거시적으로는 이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7)부터는 주택 공급을 통제하였는데 서울 주택 인허가, 서울 아파트

준공5) 변수는 예상대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킨다.

회귀 분석 결과, 정부별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

1, 정부 4시기에 비교적 크게 일어난다. 정부 1, 정부 4는 재정 지출이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재정 지출의 효과가 유의하게 큰

것을 고려하면 재정 지출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통제 변수를 추가하고 유동성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7)에서 재

정 지출의 계수는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0>의 왼쪽 그래

프는 정부별 이전 지출이 시차에 따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7)의 계수를 보여준다. 회귀 결과 정부 2와 대비한 정부 1, 정부 4의

주택 가격은 재정 지출에 따라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고 정부 3는 비교적

5) 아파트 준공 변수는 2005년부터 활용 가능하므로 (8)에서만 포함한다.

예측한 대로 주택 가격과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다른 변수들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0.107)

***
(0.092)

***
(0.086)

***
(0.096) (0.191) ***

(0.162)

R
0.143
***

(0.012)

0.125
***

(0.011)

0.116
***

(0.010)

0.081
***

(0.010)

0.016
(0.010)

House 
Permit

in Seoul

-0.066
***

(0.012)

-0.078*
**

(0.015)

-0.040
***

(0.010)

0.007
(0.009)

Apt.
Complet

e
in Seoul

-0.055
***

(0.014)

M2
1.131
***

(0.114)

-0.632
***

(0.187)

M2*Gov1
1.728
***

(0.157)

M2*Gov3
0.927
***

(0.160)

M2*Gov4
1.761
***

(0.254)

Constant

4.388
***

(0.011
)

3.493
***

(0.969)

-1.686
(1.240)

7.215
***

(2.488)

-25.351
***

(3.137)

-55.902
***

(3.419)

-56.694
***

(3.166)

-49.673
***

(3.275)

-28.561
***

(3.799)

3.812
(4.228)

# of obs. 202 202 202 202 202 202 202 180 202 202

표 3: 이전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회귀 분석 결과

괄호 안 표준 오차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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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상승하였다. 정부 2, 정부 3시기 재정 지출은 GDP 증가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정부 1, 정부 4 시기는 재정 지출이 많이 증가

하였는데 재정 지출이 많이 증가할수록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정 지출만이 어떤 정부에서든지 부동산 가격을 선형적으로 높

인다면 재정 지출과 정부 더미의 교차 항이 아니라 재정 지출의 계수만

이 유의하게 주택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재정 지출 자체보다는 재정 지출과 정부 더미의 교차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별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 지출이 특정 시기의 경제 환경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 지출

이 어떤 경로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은 재정 지출이 어떤 경로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지 분석한다.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을 자극하게 되는 경로로 관측 가능한 변수는

유동성이 있다. (9), (10) 은 재정 지출이 주로 유동성 경로를 통해 주택

가격을 높이는 것을 보여준다. (10) 결과는 유동성 변수와 정부 더미와

유동성 변수의 교차 항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그 결

과 앞서 주로 분석하였던 정부별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이질

적 영향이 거의 사라지지만 정부 더미, 유동성 교차 항의 계수는 유의하

게 나타난다. 또한 정부 더미와 유동성의 교차 항의 계수의 크기는 정부

1, 정부 4에서 정부 2, 정부 3보다 크다. 정부 더미와 이것은 유동성의

교차 항의 계수가 설명변수로 추가하면 재정 지출은 더는 주택 가격을

설명하는 데 유의하지 않게 되는데 독립변수들 사이의 강한 다중공선성

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것은 OVB(omitted variable bias) 때문에 발생

하는 것으로 재정 지출이 가장 외생적인 변수임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

과 유동성 사이의 관계가 재정 지출 증가에 의한 인과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재정 지출이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로가 있을 때 유동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은 유동성 경로를

포함한 효과를 추정한다. 그러나 만약 유동성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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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면 유동성 변수가 외생적인 변수로 취급되어 재정 지출은 유동

성의 변화를 제외한 주택 가격 상승효과만을 추정한다. 따라서 (10)의

결과는 유동성 효과를 제외한 재정 지출의 주택 가격 상승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는 보조적인 회귀 분석을 통해 재정 지출

이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인다. 시장 내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

서는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더 많이 증가한다. 종속 변

수를 M2, 설명변수를 3달 전 M2와 재정 지출의 교차 항, 3달 전 M1과

재정 지출의 교차 항, 당기 M1과 재정 지출의 교차 항을 이용하였다. 결

과적으로, 재정 지출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데 유동성(M1, M2)이 많을

때 재정 지출에 따른 유동성 증가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정 지출에 따른 유동성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많이 증가한 시기(정부 1, 정부 4)에 재정 지

출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났으며 유동성 경로를 통해 주로

(1) (2) (3) (4) (5) (6)

RGNI 0.103***
(0.039)

0.111***
(0.040)

1.535***
(0.059)

1.540***
(0.058)

1.503***
(0.056)

1.502***
(0.055)

R 0.013***
(0.002)

0.014***
(0.002)

0.047***
(0.010)

0.042***
(0.010)

0.057***
(0.010)

0.052***
(0.010)

Gov1 0.022***
(0.004)

0.021***
(0.004)

-0.096***
(0.009)

-0.101***
(0.009)

-0.094***
(0.010)

-0.101***
(0.010)

Gov3 0.009***
(0.003)

0.009***
(0.003)

0.016
(0.011)

0.011
(0.011)

0.021**
(0.010)

0.017
(0.010)

Gov4 0.004
(0.004)

0.002
(0.004)

0.010
(0.013)

-0.003
(0.014)

0.007
(0.013)

-0.005
(0.014)

TOT 0.002
(0.004)

-0.330
(0.396)

0.033**
(0.013)

-3.363**
(1.293)

0.030**
(0.013)

-3.391***
(1.285)

M2(L3) 1.011***
(0.024)

0.721**
(0.347)

M2(L3)*E 0.011
(0.013)

M1 0.110**
(0.044)

-3.009**
(1.172)

M1*E 0.118***
(0.044)

M1(L3) 0.048
(0.046)

-3.047**
(1.179)

M1(L3)*E 0.117***
(0.044)

Constant -3.914***
(0.739)

4.619
(10.211)

-23.411***
(2.016)

66.439*
(34.269)

-24.158***
(2.138)

66.656*
(34.187)

Observatio
ns 199 199 199 199 202 202

표 4: 재정 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효과

괄호 안 표준 오차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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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0)의 결과는 같은 유동성의 증가에도

주택 가격 상승효과가 정부 1, 정부 4에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는 정부 1, 정부 4시기의 공급억제정책과 시장의 기대에 의한 반응의 차

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주택 가격지수와 관련지으면 정부

1, 정부 4시기는 재정 지출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 효과가

더 컸으며, 이렇게 증가한 유동성은 공급억제 정책 및 시장의 기대 반응

으로 주택 가격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6)할 수 있다.

<표 3>은 종속 변수를 재정 지출이 아닌 이전 지출로 바꾸었을 때의

결과이다. 이전과 같이 <그림 10>의 오른쪽 그래프는 정부별 이전 지출

이 시차에 따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7)의 계수를 보여준

다. 구체적인 값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종속 변수가 재정 지출인

경우와 유사하다. 앞 장에서 보였듯이 이전 지출은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이전 지출 증가가 재정 지출 증가

를 이끌었을 때도 있다. 또한, 비 이전 지출이 이전 지출로 전환되는 모

습을 보이는 시기도 있다. 따라서 이전 지출은 재정 지출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표 3>의 분석은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는 이전 지출은 재정 지출과 정도

는 다르지만,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 지출과 이전 지출 모두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다시 주택 가격을 높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제 2 절 재정 지출이 비 서울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

향

앞 분석에서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서울 아파트 가격

6)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정부별 이질적 효과의 원인은 데이터 및 분석 방

법의 한계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이후 연구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이와 시장의 기대형성에 따른 결과로 보

는 것이 더 일반적인 해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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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을 일으켰다는 분석을 위하여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이용하였다. 이

절에서는 서울 주택 가격, 전국 주택 가격, 서울 아파트 전세금과 같은

다른 범주의 주택 가격지수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결과를 요약하며

앞서 분석한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2000년대 서울 주택 가격은 서울 아

파트 가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종속

변수로 할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결과

는 구체적인 계수 값은 다르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전국 주택 가격

을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것은 재정 지출이 전국 단위의 주택 가격에

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회귀 분석 결과 재정 지출과

유동성 변수는 전국 주택 가격지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을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것은 전세 가

격이 좀 더 거주 목적의 실제 수요 및 가치를 더 잘 반영할 것이기 때문

으로 주택 거래 가격은 수요를 반영하는 실질 가치에 자산으로서의 투자

및 투기 가치까지 반영한다는 것과 비교된다. 분석 결과, 전국 주택 가격

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출과 유동성 효과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을 전

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정 지출과 유동성 증

가로 인한 주택 수요가 전국 주택 가격 또는 전세 가격과 무관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투기적 수요로 사용되어 서울 지역

의 주택 시장에 버블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제 6 장 SVAR 결과

SVAR 분석은 STATA에서 제공하는 SVAR 모형을 이용한다. 방법

론적으로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촐레츠키

분해를 이용한 기본적인 경우의 SVAR 모형을 분석한다. 단기적인 충격

의 확산 경로를 제약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변수의 순서가 중요한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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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가장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거시 변수를 순서

대로 결정한다. 다음 변수는 이자율, 실질GNI, M2, 주택 가격을 순서대

로 이용한다. 재정 지출은 재정 지출과 이전 지출로 나누어 순서대로 분

석한다. 재정 지출의 경우 STATA에서 최적 시차는 HQIC, SBIC는 2

시차를, LR, FPE, AIC는 4시차를 보고하기 때문에 2, 4 시차 결과를 비

교, 분석한다. 재정 지출 대신 이전 지출을 이용할 떄 최적 시차는 SBIC

는 2시차를, HQIC는 3 시차를, LR, FPE, AIC는 4 시차를 보고하므로 2,

3, 4 시차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SVAR을 이용하여 식별한 변수별 단기효과는 다소 일관적이지 않으

며 예상과 반대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재정 지출은 실질 GNI를

증가시키도 하지만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재정 지출은 유동

성을 증가시키며 주택 가격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충격

반응함수 분석 결과도 대체로 예상과 일치한다.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이전 지출이 GNI, M2, 주택 가격지수를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고 이런 성향은 긴 시차를 모형에 포함할수록 상대적으로 잘 드러난다.

E,lag2 E R GNI M2 Index T,lag2 T R GNI M2 Index

E 1 0 0 0 0 T 1 0 0 0 0

R 0.0007 1 0 0 0 R 0.0187 1 0 0 0

GNI -0.000
3

-0.001
8 1 0 0 GNI -0.000

4
-0.002

5 1 0 0

M2 -0.004
3

-0.001
3

-0.108
2 1 0 M2 0.0006 -0.000

9
-0.087

5 1 0

Index 0.0042 0.0003 -0.469
3 0.1245 1 Index 0.005 0.0052 -0.431

3 0.1493 1

E,lag4 E R GNI M2 Index T,lag3 T R GNI M2 Index

E 1 0 0 0 0 T 1 0 0 0 0

R -0.015
4 1 0 0 0 R -0.017

5 1 0 0 0

GNI 0.0002 -0.003
2 1 0 0 GNI 0.0007 -0.005

3 1 0 0

M2 -0.005
4

-0.000
2

-0.134
7 1 0 M2 -0.000

4
-0.000

2
-0.114

9 1 0

Index 0.002 -0.000
5

-0.452
8 0.2401 1 Index 0.0034 0.0034 -0.465 0.2223 1

T,lag4 T R GNI M2 Index

T 1 0 0 0 0

R -0.019
7 1 0 0 0

GNI 0.0009 -0.006
2 1 0 0

M2 -0.001
6

-0.000
8

-0.096
6 1 0

Index 0.0031 0.0033 -0.468
5 0.2569 1

표 5: SVAR 촐레츠키 분해 결과. E는 재정 지출, T는 이전 지출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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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통화량 충격은 이자율을 감소시키고 실질소득 충격은 이자율

을 감소시키는 등 관계를 잘 설명한다. 단지 재정 지출 충격은 예상과

다르게 이자율을 감소7)시키지만 이전 지출 충격은 예상과 같이 이자율

을 증가시킨다.

SVAR을 이용하여 식별한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것은 분석 대상이 월

별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분기 자료를 이용하였

을 경우 2기 시차 분석을 하여 6개월 전의 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월별 자료에서는 4기 시차를 하여도 4개월 전까지의 관계만을

분석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월별 자료를 이용한 SVAR 분석은 단기

적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같은 맥락으로 SVAR은 변수들 사이의

단기 충격 방향을 식별하는데 분석 대상 변수들의 외생적인 충격에 따라

내생 변수들이 조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차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충격 방향을 식별하는 결과와 다르게 충분한 시차를 포함하여 분석

하였을 때는 선행 연구 및 이론적 예측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결론

적으로, SVAR 분석 결과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한 재정 지출 충격이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택 가격을 높인다는 설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7) 그러나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자율 감소 정책

을 병행하였다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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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재정 지출을 lag 2로 분석한 결과

그림 12: 재정 지출을 lag 4로 분석한 결과



- 81 -

그림 13: 이전 지출을 lag 2로 분석한 결과

그림 14: 이전 지출을 lag 3으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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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전 지출을 lag 4으로 분석한 결과

제 7 장 결론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높아져 왔고

그 원인에 관한 연구가 많았지만,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

았고, 재정 지출과 관련된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주택

가격 결정에 있어 정부의 행위 중에서도 재정 지출에 집중하여 주택 가

격 상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시계열 회귀 분석에서는 모

든 설명변수를 동시에 내생변수 취급하는 VAR 모형과는 다르게 주택

가격지수만을 종속 변수로 하였고, 이자율, 실질 GNI와 같은 거시 변수

와 주택 공급 등을 통제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주 설명변수로 재정 지

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주택 가격과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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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수와의 동태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온 SVAR

모형에 재정 지출, 이전 지출 변수를 넣어 정부의 의사 결정에 의해 결

정되는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 지출이 주택 가격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 별로 다르며 주로 그

효과는 유동성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은 유

동성 증가를 불러오는데 기존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재정 지출이 증가

할 때 기존 유동성이 적을 때보다 더 많은 유동성 증가 효과를 불러온

다. 즉 재정 지출에 의한 유동성 레버지지 효과가 유동성이 많을 때 크

게 나타나게 된다. 회귀 분석에서 유동성과 정부 더미 교차 항을 추가로

통제했을 때 재정 지출은 주택 가격지수에 대한 설명력을 잃고 유동성과

정부 더미 교차 항이 주택 가격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재정 지출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효과가 유동성 증가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과 정부 더미 교차 항의 계수는 정부

1, 정부 4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같은 유동성 증가에도 주택 가격 상

승효과가 정부 별다르게 일어났음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는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지수의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시기였

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 정책을 펼쳤던 시기에 부동산 인허가

및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유동성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빠르게 증가한 유도성은 공급 감소와 시장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증

가와 맞물려 주택 가격을 더 빠르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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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최적상속세율: 외부성과 세대 간 이동성의 역할

Optimal Inheritance Tax: Role of

External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제 1 장 서론

정부가 사회, 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사항이지만 어느 세원이 가장 적절한지는 오랜 논쟁

의 대상이었다. 조세는 크게 자본세, 소득세, 소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상속세는 자본세에 관한 논의 일부분으로 연구됐

다. 선행연구들은 자본세가 소득세, 소비세를 비롯한 기타 조세와 비교하

여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각 조세가

가져오는 왜곡 효과를 중심으로 조세의 사회적 적합도를 연구하였다.

초기 조세 연구로 Ramsey(1927)는 소비세만 있는 경우 초과부담으로

인한 효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력성이 큰 재화에 낮은 세율을 부

과한다는 역 탄력성 규칙을 제안했다. 탄력성이 높은 재화는 조세로 인

한 사람들의 선택변화가 크고 왜곡 효과 역시 커지기 때문에 왜곡이 큰

재화에 낮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재화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필수재 소비가 많

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 부담을 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Cor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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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gue(1953)는 여가에는 직접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

동 공급에 대한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가 대신 여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에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비세 연구는 소득세 연구로 확장되었는데 Mirrlees(1971)는 고소득

자에게 영의 한계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소득자에게 높은 한

계세율로 과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

람이 최고의 노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Mirrlees의 연구는 높은 소득을 얻는 사

람에게 높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이념적인 당위성에서 벗어나 조세가 갖

는 왜곡 효과와 사회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전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Feldstein(1999)과 같은 연구는 경제 주체들이 조세에

대해 소득을 감추는 회피행위가 정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

이며 과세에 숨은 비용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왜곡 효과와 효율

성을 강조한 나머지 고소득자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 이전 연구들과 반대

로 Saez(2001)는 사회에 고소득자가 충분히 많고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조세로 인한 왜곡이 크지 않을 것이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최적임을 보였다.

Atkinson and Stiglitz(1976)와 같은 자본 과세 초기 연구들은 자본에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tkinson-Stiglitz 정리에 따르면

정부가 비선형적인 노동 소득세를 정책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

소비와 노동 간에 약 분리 가능한 선호가 있다면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적

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저축)에 대한 과세는 미래 소비에 대한 차별

적 과세이고 경제에 추가적인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Chamley(1986)와 Judd(1985)의 모형은 무한 기를 사는 경제 주체를 가

정하였는데 자본 과세에 의한 왜곡 효과가 시간에 따라 무한대로 늘어나

게 되기 때문에 자본 과세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전통적인 자본 과세 연구는 자본에 대해 과세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

지만 이후 연구들은 자본 과세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1)

정부가 개인의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을 명확히 분리해서 과세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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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은 이를 이용하여 자본 소득을 노동 소득으로 속여 보고할 수 있

는 경우를 분석한 Christiansen and Tuomala(2008)의 연구, (2) 노동능

력에 불확실성이 있고 유동성 제약이 있을 때 정부가 유동성 제약을 완

화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Aiyagari(1995)의 연구, (3) 세대 간 인적자

본을 고려한 모형에서 자본 과세가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Jacobs and Bovenberg(2010)의 연구, (4) 저축에

대한 성향과 노동능력의 상관관계가 있어 저축이 노동능력을 대리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Saez(2002)의 연구들은 자본 과세를

지지한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본 과세 연구 결과와 반대로 현

실의 자본 과세는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 2014년 OECD 평균1)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은 33.6% 이었고 GDP 대비 법인세(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corporates) 비중은 2.8%, 개인의 자본이득

(on capital gain of individuals)은 0.1%, 재산세(taxes on property)는

1.9%로 전체 GDP 대비 4.8%, 전체세수입 대비 14.3%2)를 자본에 대한

과세로 얻었다. 기타 자본 과세까지 포함하면 자본 과세로 이미 상당한

조세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실의 자본 과세

는 양의 최적자본세율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상속세에 관한 연구는 자본세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이었다. 가계의 저

축 행위는 상속 행위와 유사하므로 무한 기를 살며 저축하는 가계는 한

기를 살고 다음 기 자녀에게 상속하는 가계와 유사하다. 매기 가계가 노

동생산성 충격을 받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노동생산성 충격을 받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계가 유동성 제약으로 시점 간 소비 최적화

에 실패하는 것과 부모와 자신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임

의로 빌려올 수 없어 시점 간 최적화에 실패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듯

1) OECD Revenue Statistics
2) 이 비율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의 귀착에 따

라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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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행위는 저축 행위와 유사하므로 최적자본세에 대한 논리 역시 최적

상속세에 관한 논리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저축에 관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고려해야할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상속은 저축과 같이

경제 내 가계들이 일반적이고 폭넓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Piketty 2011)

가 제안한 간접 추정법에 따르면 상속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 약 14% 독일 약 11%, 스웨덴 약 8%로 비교적 낮다

(Piketty(2011), Schinke(2012), Ohlsson, Roine and Waldenstrom(2020)).

또한, 상속은 소수에게 집중된 분포를 보이며 상당수는 상속을 거의 하

지 않는다. Alvaredo, Atkinson, Piketty and Saez(2013)가 정리한 자료

에 따르면 상속자 대상자 중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프랑스는 약

48%, 미국은 약 56%에 달한다. 이처럼 소수에게 집중된 분포는 연구자

에게는 유산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재

분배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상속에 관한 연구는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

가 부족하다. 저축, 소비와 같은 의사 결정 행위는 가계의 평생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위한 자료가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지만,

상속은 평생에 걸쳐 한번 또는 매우 낮은 빈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상속 자체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상

속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긴 시계열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이

슈를 정확히 점검하기 위해서는 상속뿐 아니라 상속인과 상속자의 개인

소득, 인적 정보가 같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속 연구의 어려움이 가중

된다. 현존하는 자료로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Consumer

Finance)와 같이 피조사자의 회고에 의존한 자료가 있지만, 회고 설문이

기 때문에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를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소비

자금융조사는 기존 패널들이 고소득, 부유층의 데이터를 보강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편의 추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소비자금융자료로부터 나온

결과가 실제 상속 결과를 잘 반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세 번째, 상속 동

기는 저축 동기에 비해 일관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저축은 대게 생애

주기(Life-cycle)와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저축으로 많은 부분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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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상속 이론들은 상속 동기에 대해

(1) 이타적(Altruistic): 자녀의 효용을 자신의 효용 일부로 여기는 경우

(2) 자기 만족적(Joy of Giving, Warm-Glow): 상속 자체가 자기만족을

위한 경우 (3) 우연적(Accidental): 상속할 의향은 없었지만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하는 경우 (4) 예비적(Precautionary): 상속할

의향이 없이 노후를 위해 저축했지만 모두 소비하지 못한 경우 (5) 부

자체(Wealth per se): 생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다

죽어서 상속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는 주로 이타적, 자기

만족적 동기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뤄져 왔다. 네 번째, 상속은 상속의 주

체인 부모와 자녀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하기 위하

기 위해 사회 후생 함수를 구성할 때 사회 후생 함수에 부모와 자녀 모

두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저축모형에서 미래의 개인

은 현재의 개인과 같다. 현재의 개인은 미래 상황과 효용을 고려하여 자

신의 최적 선택을 하므로 사회 후생 함수에서는 현재 개인의 효용을 극

대화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저축의 경우와 다르게 상속을 주

는 대상과 받는 대상이 다르다. 부모가 상속하면 그 자체로 부모에게 효

용을 주지만 받는 자녀에게도 부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자녀의 효용까지

도 증가시키는 외부성이 존재한다. 상속 행위는 하나이지만 혜택은 부모

와 자녀 모두가 얻게 된다. Kaplow(2000), Farhi and Werning(2010) 연

구는 외부성을 고려하면 최적상속세율은 음의 값을 갖게 됨을 보였는데

이것은 상속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 후생

함수에 어느 세대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따른 기준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

후생 함수의 정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

속세에 관한 연구는 자본세에 대한 연구보다 어렵고 형평성 측면뿐 아니

라 효율성 측면에서조차 어떤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

리기 어렵다.

한편, Piketty and Saez(2013)는 중첩세대모형을 응용하여 프랑스, 미

국의 최적상속세율이 약 5~60%임을 보였다. 최적 조세는 효율성와 형평

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균형에서 결정되고 이 상충관계는 현실에서 추



- 92 -

정할 수 있는 통계량(충분통계량)으로 표현된다. 최적세율을 노동 소득

세에 대한 노동 소득탄력성과 같은 통계량들의 함수로 간략화하여 도출

하는데 모형의 구조적인 특성과 실증연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간략화 하는 방식의 특징 때문에 시점

간, 혹은 세대 간 생기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충분통계량 방법은 정태적 경제(static

economy) 환경에 국한되어 그 현실적용 범위와 실용성이 떨어진다.

모형에서 사용한 통계량은 노동 소득 탄력성(), 상속 탄력성(), 받
은 상속(), 물려줄 상속(left), 노동 소득()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주

장한 근거는 상속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상속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약 85%, 프랑스는 92%에 달한다.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속을 받지도, 물려줄 자산을 축적하지도

못한다는 정보를 충분통계량으로부터 알 수 있다. 상속 분포의 양극화뿐

아니라 상속 규모 역시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높은 최적상속세

율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Piketty and Saez(2013)의 최적 상속세율은 동태적 환경보다는

정태적 환경에 국한하는 충분통계량 방법을 상속 문제에 적용한다는 문

제가 있다. 사회 후생 함수는 ⅰ t기 부모 세대의 효용만을 포함하며,

ⅱ 자기 만족적으로 상속(warm-glow)을 선택하는 부모를 가정하여 세

대 간 문제보다는 세대 내 빈부 격차와 같은 문제에 국한하는 모습을 보

인다. ⅰ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후생 함수는 부모 세대의 효용만을 포

함한다. 그러나 Farhi and Werning(2010)은 상속이 부모의 효용만이 아

니라 자녀의 효용까지 높이는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사회 후생 함수에 자

녀의 효용을 고려하면 상속에 오히려 보조금(음의 상속세율)을 주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ⅱ는 상속이 자녀의 효용을 고려하는 이타심

에 의한 동기라기보다는 상속 행위 자체가 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자기

만족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Andreoni(1990),

Boar(2020) 외 여러 연구 결과는 상속 행위를 설명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효용을 고려하여 상속한다는 이타심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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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적 상속세율 문제에서 단순히 정태적 문제뿐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세대 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하면서 사

회 후생 함수에 자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타적 상속 동기를 가정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적합하다. 또한, 이타적 상속 동기를 가정했

을 때 세대 간 이동성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상속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Piketty and Saez(2013)의 최적상속세율 모형을 기반으

로 하되, 다음 세대의 이익(상속의 외부성)을 고려하고 더 현실적인 상속

동기(이타심)에 관한 가정들을 도입했을 때 최적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타심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대 간 이동성에 관련

된 사실을 고려한다. 축약형 회귀 분석에서 설명력 있는 변수를 제외한

추정에 변수 누락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생기는 것처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최적상속세율일 수 있다.

먼저 Farhi and Werning(2010)가 주장한 것 같이 사회 후생 함수에서

자녀의 효용을 고려할 경우 최적상속세율은 음이 될 수 있다. 상속은 부

모뿐 아니라 자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 지급이 대

상이 된다. 이 연구에서도 상속의 외부성을 고려했을 때 Piketty의 모형

에서조차 최적상속세율은 음의 값을 갖게 됨을 보인다.

다음으로 이타적 동기와 최근 빈부 격차의 원인이 되는 세대 간 이동

성 문제를 모형에 도입한다. 최근 부의 집중 현상과 관련된 연구는 부의

편중의 원인 중 하나로 계층 사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Krueger는

2013년 위대한 개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에서 세대 간 소득 탄력

성과 지니계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대 간 소

득 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능력이 뚜렷한 관계를 갖게 되고

사회적인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고 이때 사회적 소득 격차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이 변하기 때문에 최적상속세율이

변한다.

1장은 서론으로 최적자본과세 및 최적상속세율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

하며 연구 목적 및 방법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2장은 Piketty and

Saez(2013)의 최적상속세율 모형을 설명하며 3장은 사회 후생 함수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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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세대의 효용이 고려되는 외부성을 고려하였을 때, 4장은 부모의 상속

동기가 이타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대 간 이동성이 도입되면 최적상속

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인다.

제 2 장 Piketty and Saez(2013) 모형

이 절에서는 먼저 Piketty and Saez(2013)의 최적상속세율 도출을 위

한 상속 모형과 특징을 설명한다. Piketty and Saez(2013)의 연구는 여러

확장된 모형을 포함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본 모형을 분석 대상으로 한

다. 기본 모형은 기본적인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을 변형한 충분통계량(Sufficient Statistics)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상속세

율을 도출한다. 충분통계량 방법은 구조 모형과 회귀모형 분석의 사이에

있는 개념으로 구조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구조 모형 일부분을 조세 탄

력성과 같은 통계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 상속세율을 구하

기 위해 충분한 통계량이라는 의미가 있다. 구조 모형은 경제 주체의 행

위 변화와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파악하기 쉽지만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해를 찾기 힘들고 구조를 이루는 파라미터 값들을 추정 또는 캘리브레이

션을 통해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렵고 작위적이기 쉽다. 반면 회귀

모형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조세 변화 등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의

행위 반응을 데이터로 직접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위 동기

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며, 루카스 비판이 지적하였듯이 민간의 기대형성

과 행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충분통계량 방법은 구

조 모형의 장점을 이용하되 일부분을 충분통계량으로 대체하여 이용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고 데이터에서 측정 가능한 통계량을 이용한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Chetty(2009)는 충분통계량을 구조

모형과 회귀모형의 보완적인 분석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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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상속세율은 닫힌 형태(closed form)로 파라미터와 변수들의 함수

로 도출된다. 최적 상속세율에는 파라미터와 변수들은 조세 탄력성(tax

elasticity), 분포적 파라미터(distributional parameters),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가 포함된다.

경제는 균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동태경제에서 한 기는 25~30년

으로 한 세대를 나타낸다. 각 세대의 크기는 1이며 한 세대는 한 기를

살고 퇴장한다. 다음 기에는 다음 세대에 의해 대체3)된다.

경제 내 개인의 소득은 그 이전 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소득(),
자신의 노동 소득(), 정부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는 t기 개인 i

의 임금으로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데 한 경제 내 노동생산성은 확률분

포에 따른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을 선택하여   의 노동 소득

을 얻는다. t-1기 부모가 결정한 t기 자녀를 위한 상속()은 세대 사이

(약 25~30년)에 자본시장에 투입되어 의 이익을 얻어 t기 자녀에게

이 상속된다. 정부는 노동 소득()과 상속소득()에 각각 , 
의 비율로 과세하여 개인에게 이전소득으로 환원한다.

t기 개인(t기 부모이자 t기 자녀)은 예산제약 하에서 자신의 소비()
와 t+1 자녀를 위한 상속  을 결정한다. 이때 효용함수는 소비, 자녀

에 대한 순 상속, 노동의 함수이다.

따라서 개인 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된다.

여기서 자본은 상속에 의한 것만을 의미한다. 은퇴 및 불확실성을 대

비한 예비적 저축은 모형 안에서 포함되어있지 않고 과세에 대한 대상도

3) 일반적인 세대 간 중첩모형은 경제 내에 여러 세대가 있어 각 세대의

선택과 균형을 다루는 문제이지만 Piketty and Saez(2013) 모형은 각 기

는 한 세대의 선택만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중첩 세대 모형이라기보다

는 세대 모형이 가깝다.

 
ma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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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예비적 저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므로 사실상 부모의

노동 소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또한, 사회 내 자본은 상속

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상속에 대한 과세와 일치

하는 개념이다.    ,   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부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균제 상태 정책 변수로 ,  , 을 선택하며 t기 정부

예산제약은    이다. 정부가 보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중치

를 이라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회 후생 함수를 갖게 된다.

또한, 최적상속세율 도출에 앞서 다음과 같은 식들을 정리한다.

ⅰ 먼저 총계변수(aggregate variable; , )에 대한 탄력성은 다음

과 같다.

와 은 상속세 및 노동 소득세에 대한 경제 전체 총 노동 소득 탄

력성을 의미한다. 탄력성은  , 이 아닌 순 조세 개념인 1- , 1-의
변화에 따른 순 조세 탄력성이다.

ⅱ 다음으로 사회적 한계 후생 가중치(Social Marginal Welfare

Weight)를 정의한다. 사회적 한계 후생 가중치는   
 로 정의한

다. 이는 개인의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을 전체 한계효용의 합으로 나눈

것이다. 개인의 한계효용은 앞에서 정의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중치

를 곱한다. 는 개인의 한계 효용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가중치

변수이다. 가난한 개인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부유한 개인에게 더

낮은 가중치를 줌으로써 한 사회가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

는지 나타낼 수 있다. 이 같은 변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정부가

max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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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원의 효용을 같이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낮은 소득

을 지닌 구성원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그 정도는 사회적

규범 또는 정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의해 바

뀔 수 있다.

ⅲ 이 가중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포적 파라미터

(Distributional Parameters)를 정의한다.

물려받은 상속  , 물려줄 상속   , 노동 소득 을 각각 가중 평균

한 값을 전체 단순 평균한 값으로 나눈다. 일반적인 사회적 선호에서 소

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높은 사람에게 더 작은 가중

치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1 미만의 값을 갖게 된다.

최적상속세율 도출을 위해 먼저 식 (2)를 포락선 정리(Envelope

Theorem)를 통해 정리하면 식 (5)가 도출된다.

사회 후생은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식 (3)의 좌항   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제약을    이라고 할 때   이 되도록 예산제약

을  , 에 대해 전미분하면    이 된다. 식 (3)을

이용하여 앞서 전미분한 제약 식을 정리하여 식 (6)을 도출한다.

식 (6)을 에 대하여 정리한 후 식 (5)에 대입한다. 이때 최적화를 위한

1계 조건   
 (단,   일 때)과 사회적 한계 후생 가중치

 
    left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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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에 대한 식을 다시 정리하면  
  로 나타낼 수 있

는데 (물려받은)상속에 대한 개인의 상속세탄력성이다. 식 (7)은 다시 식

(8)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재정리하면 최적상속세율 식 (9)를 도출할

수 있다.

이때 도출된 최적상속세율은 계층별 정치적 최적상속세율(political

optimal inheritance tax by social groups)이다.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

들의 효용만 고려했을 때4)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하는데 그 집단 사람들

에게 가장 좋은 최적 상속세율이다. 데이터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분포

는   left(또는   l) 세 가지이다. 세 가지 분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얻는다.

경제 내에 있는 개인들을 상속소득(물려받은 상속)이 낮은 순으로 정

4) 사회 전체의 효용이 아닌 특정 집단의 효용을 고려하는 방식 때문에

사회 후생 함수가 아니라 계층별 효용함수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7)

   
    l

(8)

   
 

 


 
   

 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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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후 100개 집단으로 분리한다. 각 변수를 구간에 있는 개인의 평균을

구하여 전체평균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경제 내 전체 인구가 10,000명이

라면 하위 1% 집단의 는



  

 

이다.  l, 에 대해서 반복하

면 하위 1% 집단의  ,  l,  값을 얻을 수 있고 100개 집단에 대해 반

복하면 상속소득, 상속, 노동 소득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분포를 최적상속세율 식에 대입하면 상속소득분포에 따른 최적 상

속세율이 도출된다. 이 값들은 각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중치를

주어서 사회적으로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최적 상속세율을 구하는 것

이다. 분포적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이용된 사회적 한계 후생 가중치 
는 각 구간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하도록 해주는 가중치이다. 세대 간 경

제 성장률을 이며  이라고 가정한다.
Piketty and Saez(2013)에서  ,   ,   을 가정하고 미

국과 프랑스의 데이터로부터 변수  ,  l,  값을 얻어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Piketty and Saez(2013)는 미국과 프랑스의 데이터를 근거로 최적상속

세율이 5~6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받은 상속을 기준으로 경제 내

약 7~80%에 달하는 사람들은 상속소득이 거의 없다. <그림 1>에서 받

은 상속을 기준으로 하루 70%정도의 사람들의 최적상속세율이 100%가

아닌 것은 물려받은 상속에 없어도 자수성가형으로 물려줄 상속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받은 상속을 기준으로 상위 2~30%에 있

는 사람들은 받은 상속이 많고 노동 소득이 높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Piketty and Saez(2013)의 최적상속세율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ⅰ 중첩세대모형5)을 충분통계량 접근법을 통해 변형하여 최적상속

세율을 도출하였다.

5) 그러나 경제 내 실제 세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세대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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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iketty and Saez 모형의 최적상속세율

충분통계량 거시모형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고려할 수 있지만, 충분통계

량은 채널 자체보다는 그 결과만을 보여준다. 즉, 조세 제도가 어떻게 개

인의 행위 변화를 일으키는지보다는 행위 변화 크기만을 측정한다. 조세

제도가 거시 총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활용하여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하는 것이다. 충분통계량은 그 자체에서 모형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

해 모형 구조를 간단히 하여 현실에서의 통계량을 대체하는 데 의의가

있다.

ⅱ 개인의 효용을 합할 때 분포적 파라미터를 정의하여 간단한 형태

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효용함수가 주는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ⅲ 공리주의적 사회 후생 함수와 다르게 각 계층이 바라보는 조세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이전 연구가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후생을

더하여 사회 후생 함수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후생 변화에만 집중하였다

면 Piketty and Saez(2013) 연구는 사회 후생이 정부와 사회의 빈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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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결정된다고 보고 분석 대상을 상속 소득을

기준으로 100개 집단으로 분리하여 각 집단이 바라보는 조세에 대한 관

점을 보여주었다.

ⅳ 따라서 최적상속세율 변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후생 변화 자체보

다는 과세제도 변화에 따른 조세 부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 소득

세와 상속세는 총 노동 소득과 총 상속을 변하게 하고 변하는 정도는 충

분통계량을 통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높이면 노동 소득세율

을 낮출 수 있다. 동시에 상속세와 노동 소득세율의 변화는 총 노동 소

득과 총 상속에 영향을 미쳐 세원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통계량의

크기를 고려하여 조세 제도를 결정한다.

제 3 장 상속의 외부성을 도입한 모형

Farhi and Werning (2010)의 연구와 같이 사회 후생 함수에 자녀의

효용함수를 고려하면 사회 후생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회적 한계 후생 가중치를   
  


이라고 가정한다. 이

것은 특정 그룹에 속한 부모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때 자녀에게도 가

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사회 후생 함수에서 자녀 세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 때 부모 세대와 동

일한 정도로 고려하며   일 때 자녀 세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 2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ma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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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와 분모에 
 l
가 더해지는데 기존 최적상속세율이   이기 때

문에 최적상속세율은 더 낮아지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를 그래프로 보이

면 <그림 2>와 같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자녀 세대의 효용을

고려한 결과 최적상속세율은   일 때 약 30% 낮아지고   일 때 음

의 값을 갖는다. 이는 Piketty and Saez(2013) 모형에 직접 외부성 가정

을 추가하여 수정한 것만으로 Farhi and Werning(2010)와 같은 결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외부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상속세율(미국)

   
 

  
 l 




 
     

 l 
 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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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타적 상속 동기와 세대 간 이동성을

도입한 모형

이타적 상속 동기를 가정하여 부모의 효용함수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는 자녀의 순상속 뿐 아니라 자녀의 노동에 의한 순노동 소득을

포함한 순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따라서 만약 자녀의 예상노동 소

득이 감소하면 부모의 최적화 과정에서 상속을 증가시킬 유인을 가진다.

세대 간 이동성을 이 모형에 도입할 경우 자녀의 노동 소득은 자녀의

소득은  으로 결정된다. 부모의 노동 소득 의 는 확정적으로

이전되고 나머지 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부모

는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  이  이라고 예측한다. 자신의

노동 소득과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의 가중 합이다. 만약 사회적 이

동성이 낮아져 가 1에 가깝게 된다면 자녀는 부모의 노동 소득을 그대

로 물려받게 되고 반대로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져 가 0에 가깝게 된다

면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은 사회적인 노동 소득의 기댓값 또는 평균과

일치하게 된다. 즉 부모는 자녀의 노동 소득이 자신의 노동 소득과 사회

평균적인 노동 소득 사이에 있다고 예상하고, 자신의 소득과 사회 평균

소득 어느 것에 가까울지는 사회적 이동성을 나타내는 값의 정도에 따

라 달라진다. 이것을 반영하여 최적상속세율을 2장에서와같이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ma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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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며 이라고 가정한다. 이때 최적상속세율은

Piketty and Saez(2013) 모형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먼저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녀의 노동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 소득세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한다. 노동 소득세의 증가는 자녀의 예상 순 노동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타적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을 부모의 효용함수에 포함할 경우 포함하지 않을 경우보다 최

적상속세율은 높아진다.

두 번째로 사회적 이동성에 따른 최적상속세율 변화 방향이 부모의

노동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져 
가 1에 가까워질수록 평균보다 낮은 노동 소득을 갖는 부모( )는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이 낮아지므로 더 많은 상속 동기를 갖게 되며 최

적상속세율은 높아진다. 반면 평균보다 높은 노동 소득을 갖는 부모

( )는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의 중

요성이 감소하여 최적상속세율은 낮아진다. 이 결과는 이동성이 낮은 사

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낮은 최적상속세율을 지지하며, 부유한 사람들

이 높은 상속세율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직관과는 다소 반대

되는 결과이다. 이는 상대적인 소득 비중의 문제와 세원의 크기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보다 낮은 노동 소득을 가진 부모는 세대

간 이동성이 없는 경우(  ) 자녀의 노동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

한다. 따라서 자녀의 효용에서 노동 소득의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

모가 상속하고 있을 때 상속세를 낮춤으로써 순상속 가치를 높일 유인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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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적 이동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상속세율(미국)

있다. 더불어, 노동 소득의 세원이 상속 소득 세원보다 매우 큰 점을 고

려할 수 있다. 국민 경제의 전체 소득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
 )은

대부분 국가에서 10~1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   이
라고 가정하면, 노동 소득세율을 1%p 높이면 상속세율은 8~9%p 낮출

수 있다. 이동성이 없는 사회(  )가 되어 자녀의 노동 소득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노동 소득세를 약간 높이고 상속

세를 크게 낮춤으로써 자녀의 예상 순소득을 높일 유인이 증가한다. 그

러나 이 설명은 하위 80%도 일정한 상속을 한다는 결론에 근거한 것으

로, 만약 상속이 극단적으로 적어진다면 하위 80% 사람들 역시 상속세

로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이론적 예측과 같이 가 커질수록 평균보다 낮은 노동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상속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최적상속세율이 낮아지지만 평균보

다 높은 노동 소득을 갖는 사람들(약 상위 20%)은 상속의 중요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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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iketty and Saze(2013)의 노동 소득과 가상 노동 소득

아지며 최적상속세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그러나 처음 예측과 달리 그 크기는 크지 않다. 그 이유는 Piketty

and Saez(2013) 모형에서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하기 위한 노동 소득이 현

실의 노동 소득 격차를 잘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받은 상속소득을

기준으로 나열하여 미국 데이터를 100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노동 소득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와 같이 받은 상속이 거의 없는 하위 80%의 평균 노동 소득이

0.93인데 전체평균으로 나눠 일반화한 값이므로 이들의 전체평균 대비

노동 소득은 약 93%에 달한다. 반면 상위 20%의 평균 노동 소득은 1.24

이다. 상위 1% 노동 소득도 1.54에 불과하다. 받은 상속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노동 소득 격차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80%의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은 0.93과 1 사이에서 결정되며 상위

20%의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은 1과 1.24 사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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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상의 노동소득을 이용한 최적 상속세율

대 간 이동성 정도에 따른 자녀의 예상노동 소득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

에 최적 상속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바로잡

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인위적으로 노동 소득을 조정했을 때의 최적

상속세율을 도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하위 80%의 노동 소득을

0.5를 곱하여 더 낮게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상위 20%에 대해서는 인위

적으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때 최적상속세율 변화는 <그림

5>에 잘 드러나 있다. Piketty and Saez(2013) 모형에 세대 간 이동성을

도입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할 때 최적상속세율의 변화 방향은 일치하지

만, 변화 정도는 가상의 노동 소득을 고려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

라서 현실의 노동 소득 격차를 충분히 고려했을 때 사회적 이동성에 메

커니즘에 따른 최적상속세율 변화가 충분히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예측과 같이 평균보다 낮은 노동 소득을 갖는 부모는 세대 간

이동성이 낮아져 가 1에 가까워질수록 상속 동기가 커져 더 높은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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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을 갖게 되고 평균보다 높은 노동 소득을 갖는 부모는 더 낮은

최적상속세율을 갖게 된다. 이 결과는 평균보다 낮은 노동 소득을 갖는

부모가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져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될수록 더 낮은 최

적상속세율을 지지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제 5 장 결론

Piketty and Saez(2013)는 OLG 모형을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결합

하는 충분통계량 방법으로 몇 가지 파라미터와 충분통계량, 상속 및 노

동 소득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정태적

관계를 이용하는 충분통계량 방법의 한계로, 상속이 세대 간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Piketty and Saez(2013)모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좀 더 현실적인

가정들을 추가할 때 최적상속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였다. 먼저

Farhi and Werning(2010)의 모형과 같이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할 때 상

속이 자녀 세대에게 주는 외부성을 고려하여 사회 후생 함수에 자녀의

효용함수를 도입하면 최적상속세율이 음수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 상속 동기를 이타적 동기로 가정하고 자녀의 예상 노동 소득을

효용에 포함하고 세대 간 이동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녀의 예상노동

소득이 높을수록 상속 동기가 감소하며 최적상속세율은 낮아진다. 더불

어 세대 간 이동성이 낮아져 가 커질수록 평균보다 낮은 노동 소득을

갖는 부모는 자녀의 예상노동 소득이 낮아져 상속 동기가 증가하며 최적

상속세율은 감소하고 평균보다 높은 노동 소득을 갖는 부모의 최적상속

세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다소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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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nt research field in Public Finance called New Dynamic Public

Finance goes beyond analyzing the previous static efficiency and

equity and analyzes how the effect of policy and the optimal tax rate

change in a dynamic model when realistic assumptions are introduced.

In the same vein, this doctoral dissertation studied the policy effect of

the corporate income return tax system, the impact of fiscal

expenditure shocks on housing prices, and the optimal inheritance tax

rate considering intergenerational issues in a dynamic model.

Part 1: “The Taxation of Retained Earnings: Neoclassical Theory,

Simulation,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I study the effect of The Reflux Tax on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RTCAE) in South Korea on firms'

investment and dividend payout. The policy goal was to circulate the

economy by facilitating corporate activities in the recession and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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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The policy follows the Keynesian tradition in that it

addresses the lack of effective demand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it is a new type of policy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olicy in that it was a policy to promote business

activities by using firms' incentive system in the short run while

avoiding the fiscal deficit due to fiscal spending or tax cut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evaluated the value of a new type of

policy from various angles. Although it was a new type of policy and

can be expected that similar policies could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research on how and why the policy affects the economy does

not exist. In this study firstly,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it was

analyzed that the change in firms' incentives and behaviors by the

tax to evaluate policy effects at the microeconomic level. In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growing firms increasing their capital

level have more incentive in investment, while grown firms have

more incentive in paying a dividend. After that, it is evaluated

whether the policy could be effective at the macroeconomic level. The

macroeconomic analysis found that the policy could be effective and

have a time lag for the policy to be effective. Finally, it was

cross-analyzed whether the theoretical and simulation results could be

justified in the empirical study using firm-level panel data.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is a policy

lag and that the policy effect was greater in large corporate groups.

Part 2: “Optimal Inheritance Tax: Role of External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Recent studies on the optimal inheritance tax rate argued that the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raised because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s growing in modern societies. However, the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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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concluded that inheritance incomes should not be taxed

because of the problems such as double taxation, hindrance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ax evasion. A recent study by Piketty and

Saez(2013) argued that the optimal inheritance tax rate for the US

and France was about 5~60% through the Sufficient Statistic model.

However, the Sufficient Statistic Approach only focuses on static

problems that consider only intra-generational problems even though

an inheritance is an inter-generational phenomenon. This study shows

how the optimal inheritance tax rate can change when

inter-generational issues are taken into account. First, As Farhi and

Werning(2010) argued, inheritance can have an externality toward the

next generation. Hence, the optimal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lowered when the utilities of the children's generation receiving an

inheritance are considered in the social welfare function. In addition,

in the model with the altruism inheritance motive and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problem, the result showed that the optimal

inheritance tax rate could be changed with social mobility. Recent

studies showed that the altruism inheritance motive is convincing to

explain inheritance activ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is

highlighted to explain the dynamic and static inequality problem.

Part 3: “Fiscal Policy, Liquidity, and Housing Prices”

In general, the fiscal expenditure and housing prices are assumed

irrelevant. However, when looking at Korean data in the 2000s,

housing prices increased when fiscal spending increased, and also

Vector Autoregressiv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upport it.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fiscal spending in the rise of

housing prices. The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fiscal

spending shock raised the housing prices through the liq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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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The fiscal shock caused by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by

the governments raised the liquidity, and the raised liquidity caused a

rise in housing prices. As a result, the fiscal shock caused a bubble

in the housing price as an asset. Next, using the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SVAR), we showed that fiscal expenditure

identified by political decision-making could increase liquidity and

increase housing prices. The order of the variables used in the SVAR

analysis is fiscal expenditure, household loan interest rate, real GNI,

money supply (M2), and house price index.

keywords : New Dynamic Public Finance, Fiscal Policy, Housing

Prices, Optimal Inheritance Tax, Retained Earnings Tax

Student Number : 2018-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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