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연금세제 효과분석

앞서 언급한 대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여부 및 

납입금이 결정되므로 세제혜택이 개인의 연금가입 및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 및 납입액 정도가 정해지는 개인연금의 경우 가

처분 소득과 실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혜택이 연금가입 및 납입의 매우 중요

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변화에 따른 가입자의 반응을 살

펴볼 수 있는 정책 변화로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 조정에 대한 가입자의 반응, 연

금저축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따른 가입자의 반응, 그리고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조건 

변경에 따른 가입자의 반응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조정

과 관련한 가입자의 반응은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 분석이 어렵다. 따

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변경된 연금저축 세제에 따른 가입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1. 총량적 분석

우리나라에서 세금과 관련된 가장 정확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체 납세자의 모집

단 통계량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이다. 연도별 연금저축 세제변화와 연

금저축 납입액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 확대가 근

로소득자의 연금저축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010년 근로자 수는 1,518만 명에서 2011년 1,554만 명으로 36만 명(2.4%) 

증가하였다. 그런데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2010년 189만 명에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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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29만 명(15.1%)이나 증가하였고,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2010년 4.17조 

원에서 5.42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를 볼 때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이

후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세제

혜택 한도 증가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약 15% 증가한 것에 비해 연금저축 납입

액 증가는 약 30%에 이르러, 신규 가입자로 인한 전체 연금저축 납입액 증가보다 기

존 가입자의 납입액 수준 상승으로 인한 전체 납입액 증가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이

후 연금저축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013년까지 꾸준

히 증가하던 연금저축 납입자 수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6만 명(2.5%), 2015년에

는 7만 명(2.8%) 감소하였으며, 납입액은 2014년에 전년 대비 3,483억 원(5.5%), 2015

년에는 847억 원(1.4%) 감소하였다. 

구분 근로소득자 근로자 중 연금저축 납입자 근로자 총 연금저축 납입액

연도 인원 수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률

인원 수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률

총 
납입액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률

2010 1,518 88.2 6.2 189 19.3 11.3 41,771   5,217 14.3
2011 1,554 36.3 2.4 218 28.6 15.1 54,224 12,452 29.8
2012 1,577 22.8 1.5 237 19.6 9.0 61,059   6,835 12.6
2013 1,636 59.1 3.8 241 3.2 1.3 63,880   2,822  4.6
2014 1,669 32.7 2.0 235 -5.9 -2.5 60,398  -3,483 -5.5
2015 1,733 64.6 3.9 228 -6.5 -2.8 59,550    -847 -1.4

<표 Ⅳ-1> 연도별 근로소득자 연금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총액
(단위: 만 명, 억 원,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연금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은 자산가의 경

우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자산을 축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 자산이 많지 않은 

중·저소득층의 경우 은퇴 이후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원으로서 연

금자산 축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축여력을 고려하면 고소득 자산가 계층은 연금자

산을 축적할 여력이 충분한 반면, 중·저소득층은 저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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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를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을 살펴보면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

도 상향은 주로 고소득층 연금저축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납입액 세제

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된 2011년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가입률이 1.04%

로 전년 대비 0.19%p 증가하였으며, 가입자 일인당 평균 납입액은 1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만 원 증가하였다.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계층의 경우 가입률은 64.8%

로 전년 대비 4.3%p 증가하였고, 평균 납입액은 3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만 원 증

가하였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이 기존 세제혜택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추가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납입액 평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제혜택 한도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이들 계층

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저

축 세제혜택이 증가하여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저소득층 연금저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변경된 2014년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0.83%로 전년 대비 0.34%p 감소하였으며, 평균 납입금액은 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만 원 감소하였다.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계층의 경우 가

입률은 64.4%로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고, 평균 납입액은 322만 원으로 전년 대

비 1만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12%의 낮은 세액공제율,21) 세액

공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환기된 효과22)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 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가입률과 납입액 평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로 인해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세액공제로 얻을 수 있는 12%의 무위

험 수익률은 여타 금융상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23)

21) 정원석·강성호(2015)

22) 강성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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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0~4,000 4,000~6,000 6,000~8,000 8,000 초과

연도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2010 0.85 119 11.7 180 33.4 221 50.9 242 60.5 261

2011 1.04 123 11.9 185 34.3 243 52.4 277 64.8 313

2012 1.16 129 11.6 192 34.0 247 52.8 286 66.3 320

2013 1.17 159 10.0 201 31.6 249 51.3 289 65.7 323

2014 0.83  62  7.9 156 28.9 242 49.5 287 64.4 322

2015 0.37  39  6.1 147 25.4 236 47.6 281 63.3 319

<표 Ⅳ-2> 연금세제 변화에 따른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액
(단위: %, 만 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

논의를 정리하면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분석 결과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

도 상향 이후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증가하고,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

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정황상의 증거일 뿐

이고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여타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

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계량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사적연금 

세제 변화가 연금저축 행위에 미친 효과를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기법

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2. 미시적 분석

연금세제 변화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 1~8차(2007~2014년) 자료

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실행하였다. 재정패널 데이터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매해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는 패널

조사 방식으로 구축한 자료로, 표본 유지율 역시 약 80%로 높은 수준이다.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차(2007년)부터 6차(2012년)까

23) 정원석(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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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세제혜택 방식변경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6차(2012

년)부터 8차(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저축·소비에 관한 

성향 혹은 습관 등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추정모형은 고정효

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가. 세제혜택 상향 조정 정책효과

1) 기술통계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차(2007년)부터 6차(2012년)까

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선택 변수로는 연금저축 가입유무와 연금저축 납입액을 저

축행위를 관찰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여타 경제적 변수로는 연간소득, 금융자산, 금

융자산의 변화(저축), 경제활동 여부, 임금근로자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변수

로는 응답자 연령, 연령제곱, 성별,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18세 이하 자녀 수, 배우

자 유무, 교육년수 등을 추정모델에 포함하였다.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정책효과 분석에 앞서 해당기간 동안의 기술통계량을 표에 

제시하였다. 전체는 데이터 전체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최댓값과 최솟값을 의미

한다. 관측치 간(Between)이란 관측기간 내 각 관측치 평균()의 최솟값과 최댓값, 

그리고 표준편차를 표시한 것이다. 관측치 내(Within)란 동일 관측값과 기간 내 평균

과의 차이에서 전체 평균을 고려한 값( 

 )의 최대, 최소, 그리고 표준편차

를 표시한 것이다. 이는 관측치의 기간평균과 관측값의 차이가 전체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N은 기간 내 전체 관측치의 숫자, n은 관측된 id의 숫자, 

그리고 는 관측치들의 평균 관측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금액을 설명하면, 기간 내 전체 관측치 숫자(N)는 30,994명이

다. 기간 중복을 제외한 관측치(n) 수는 8,033명이며, 각 관측치 평균의 최댓값은 

1,200만원, 최솟값은 0원, 그리고 표준편차는 63.3만 원이었다. 따라서 관측치 간 이

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측치의 기간 6년 중 평균관측기간( )은 3.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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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관측치

가입 여부

(가입=1)

전체 0.073353 0.260718 0 1 N=31,669

관측치 간 - 0.179111 0 1 n=8,471

관측치 내 - 0.187509 -0.7599 0.906686 =3.73

연간 납입액

(만원)

전체 21.19567 95.45779 0 1,200 N=30,994

관측치 간 - 63.30585 0 1,200 n=8,033

관측치 내 - 72.60436 -625.47 1,021.196 =3.85

연령

(세)

전체 42.38353 9.522063 15 60 N=31,669

관측치 간 - 10.19138 15 60 n=8,471

관측치 내 - 1.480026 39.38353 45.38353 =3.73

연령제곱

전체 1887.03 803.6254 225 3,600 N=31,669

관측치 간 - 851.5526 225 3,600 n=8,471

관측치 내 - 129.7518 1,544.53 2,216.53 =3.73

성별

(남=1)

전체 0.631848 0.482311 0 1 N=31,669

관측치 간 - 0.496384 0 1 n=8,471

관측치 내 - 0 0.631848 0.631848 =3.73

가구주

(가구주=1)

전체 0.62528 0.484058 0 1 N=31,669

관측치 간 - 0.489096 0 1 n=8,471

관측치 내 - 0.110905 -0.20805 1.458614 =3.73

가구원 수

(명)

전체 3.506647 1.172339 1 9 N=31,669

관측치 간 - 1.128102 1 8 n=8,471

관측치 내 - 0.402615 -0.49335 7.173314 =3.73

18세 이하 

자녀 수

(명)

전체 0.911838 0.969763 0 4 N=34,669

관측치 간 - 0.927341 0 4 n=8,471

관측치 내 - 0.310845 -1.4215 3.411838 =3.73

배우자

유무

(유=1)

전체 0.793205 0.405014 0 1 N=31,669

관측치 간 - 0.403873 0 1 n=8,471

관측치 내 - 0.149179 -0.04013 1.626538 =3.73

<표 Ⅳ-3> 재정패널 1~6차 데이터 요약 

이며, 동일 관측값이 전체 평균을 고려해서 자신의 평균과 떨어져 있는 최솟값은 -625

만 원, 최댓값은 1,021만 원, 그리고 표준편차는 7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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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관측치

교육년수

(년)

전체 13.5128 2.825758 0 20 N=31,669

관측치 간 - 2.890414 0 20 n=8,471

관측치 내 - 0.411272 3.512804 18.0128 =3.73

경활 여부

(경활=1)

전체 0.781585 0.413177 0 1 N=31,669

관측치 간 - 0.353114 0 1 n=8,471

관측치 내 - 0.338652 -0.05175 1.614918 =3.73

급여소득

(만 원)

전체 0.669712 0.470326 0 1 N=26,598

관측치 간 - 0.438565 0 1 n=7,659

관측치 내 - 0.214871 -0.13029 1.469712 =3.47

거주지

(도시=1)

전체 0.943699 0.230506 0 1 N=31,669

관측치 간 - 0.224638 0 1 n=8,471

관측치 내 - 0.061928 0.110366 1.777032 =3.73

금융자산

(만 원)

전체 2,921.199 7,270.87 0 242,212 N=31,669

관측치 간 - 5,944.736 0 150,000 n=8,471

관측치 내 - 4,485.619 -84078.8 193,764.5 =3.73

저축액

(만 원)

전체 1,846.996 2,684.603 -5000 5,000 N=31,669

관측치 간 1,728.451 -1416.67 5,000 n=8,471

관측치 내 2,298.388 -6486.34 8,263.663 =3.73

연간소득

(만 원)

전체 2,967.889 2,770.769 0 75,300 N=31,669

관측치 간 - 2,443.809 0 49,881.83 n=8,471

관측치 내 - 1,268.392 -17319.6 47,443.89 =3.73

2) 추정모형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납입액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이를 설

명하기 위한 변수로는 연령, 연령제곱, 세대주 여부, 18세 이하 자녀 수, 배우자 유무 

등 인구학적 변수를 벡터 X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저축액, 금융자산 규모, 연간소득 

등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금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상

한의 대수값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값이 자연로그

인 경우 추정모형의 계수값은 둘 사이의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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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정책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소득계층은 소득세법 제55

조의 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저소득층, 그리고 5,500만 

원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모델은 소비 및 저축 행태 등 데이터에는 드러나지 않는 관측치의 특성을 고

려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연금저

축 세제혜택 상한 확대의 정책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더미와 세제혜택 상

한의 교차항을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 이하 DID) 항으로 추가하였

다. 먼저 실험군은 국세통계연보상에서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

로 나타난 고소득층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조

군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량분석에서는 소득계층별로 5,500만 원 이하

는 대조군으로 소득계층 더미변수에 0을 부여하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고소득층

은 실험군으로 소득계층 더미변수에 1을 부여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의 대수값

은 세제혜택 상한이 상향 조정된 2011년 이후에는 ln(400), 그리고 2011년 이전에는 

ln(300)이 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세제혜택 상한의 교차항은 고소득층의 세제혜택 

상한 상향 조정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게 된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추정모델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가 연금저축 납입액

의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므로 자연로그를 취한 설명변수인 금융자산, 연간소득, 소득

수준과 세제상한의 교차항의 계수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해당 변수의 탄력성을 

나타내게 된다.

ln 연금저축납입액       ln 저축액   ln 금융자산 
 ln 연간소득   고소득 ln 세제상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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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결과

계량경제학적 모델을 활용한 추정결과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연금저축 납입

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융자산 규모, 연간소득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교육년수, 그리고 저축액 등에 대한 변수는 연금저축액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저축과 세제혜택 상한의 대수값에 대한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저축 상한 확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연금

저축 납입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정한 모델을 이용해 계량분석을 실

시한 후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단계별 소거방식(Stepwise method)으로 추

정모델을 축소시켰으나, 추정된 변수 또는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변하지 않았으

며, 추정된 계수의 값 역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정데이터 중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적은 수준이므로 다른 방법론을 통해 

결과를 검정하기 위해 패널데이터에서 연금저축 미가입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한 Panel Tobit 분석을 실행하였다. Panel Tobit 분석 결과 금융자산 대수값이 클

수록, 개인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상한 상향 조정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

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분식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고정효과모형의 

특성상 추정이 어려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Time invariant variables)의 계

수는 Panel Tobit 분석으로 추정이 가능했는데,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년수가 길수

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연금저축 납입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러한 

납입액과 사회·경제적 특징은 경제학적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24) 고정효과 모형에서 시간 불변한(Time invariant) 변수의 계수값이 추정된 것은 데이터가 

불균형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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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 (2) (3) (4) (5)

연령(2014년)
0.0245 0.0276 0.0322 -0.00117 -0.00029

(1.04) (1.21) (1.42) (-0.26) (-0.06)

연령제곱
-0.00029 -0.00033 -0.00037  - - 

(-1.09) (-1.28) (-1.46)  -  -

가구주 여부(=1)
0.109 0.108 - 0.114  -

(1.85) (1.83) - (1.93)  -

18세 이하 

자녀 수 

0.0126 - - -  -

(0.59)  -  - - - 

배우자 유무(=1)
0.0584 0.0592 0.0599 0.0729 0.0738

(1.28) (1.30) (1.31) (1.64) (1.66)

교육년수(년)
-0.00982 -0.00991 -0.00930 -0.0101 -0.00943

(-0.46) (-0.47) (-0.44) (-0.48) (-0.45)

임금근로자(=1)
0.0353 0.0352 0.0350 0.0349 0.0343

(1.15) (1.15) (1.14) (1.13) (1.11)

도시거주(=1)
-0.134 -0.134  -  - - 

(-1.29) (-1.29)  -  - - 

ln(저축액)
0.000358 0.000377 0.000285  -  -

(0.15) (0.16) (0.12)  -  -

ln(금융자산)
0.0123*** 0.0123*** 0.0122** 0.0125*** 0.0123***

(3.32) (3.31) (3.29) (3.75) (3.68)

ln(개인총 소득)
0.0612*** 0.0610*** 0.0625*** 0.0628*** 0.0648***

(3.48) (3.47) (3.56) (3.59) (3.71)

고소득

*ln(세제상한)

0.0240*** 0.0241*** 0.0240*** 0.0241*** 0.0239***

(3.67) (3.68) (3.67) (3.68) (3.66)

상수
-0.552 -0.595 -0.784 -0.148 -0.138

(-0.96) (-1.05) (-1.40) (-0.43) (-0.41)

관측치 30328 30328 30328 30328 30328

<표 Ⅳ-4> 연금세제 한도 확대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고정효과분석 

주: 괄호안의 숫자는 t-통계량,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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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연령(2014) 
0.0133 0.0108 0.0100 0.00117 0.000980

(1.34) (1.15) (1.08) (0.86) (0.74)

연령제곱
-0.000147 -0.000114 -0.000108 - - 

(-1.25) (-1.05) (-0.99)  - - 

가구주(=1)
-0.0172 -0.0184  - -0.0147 - 

(-0.72) (-0.77)  - (-0.62) - 

18세 이하 자녀 수
-0.00922  -  -  - - 

(-0.74)  -  -  - - 

배우자 유무(=1)
0.0808** 0.0745** 0.0738** 0.0839** 0.0828**

(2.83) (2.73) (2.71) (3.24) (3.20)

교육년수
0.0221*** 0.0221*** 0.0218*** 0.0224*** 0.0223***

(4.82) (4.81) (4.78) (4.95) (4.93)

임금근로자(=1)
0.159*** 0.159*** 0.160*** 0.159*** 0.159***

(7.55) (7.57) (7.60) (7.55) (7.58)

도시거주(=1)
-0.0172 -0.0176  -  - - 

(-0.38) (-0.39)  -  -  -

ln(저축변화)
-0.00231 -0.00232 -0.00222  - - 

(-1.08) (-1.08) (-1.04) - - 

ln(금융자산)
0.0295*** 0.0296*** 0.0298*** 0.0282*** 0.0283***

(10.04) (10.08) (10.14) (10.58) (10.67)

ln(개인총 소득)
0.109*** 0.109*** 0.106*** 0.111*** 0.109***

(8.34) (8.36) (8.42) (8.56) (8.71)

고소득

*ln(세제상한)

0.0863*** 0.0861*** 0.0861*** 0.0858*** 0.0857***

(16.61) (16.59) (16.58) (16.54) (16.53)

상수
-1.424*** -1.382*** -1.365*** -1.237*** -1.220***

(-6.63) (-6.67) (-6.77) (-10.19) (-10.31)

sigma_u
상수

0.707*** 0.707*** 0.707*** 0.707*** 0.707***

(73.42) (73.45) (73.57) (73.47) (73.57)

sigma_e
상수

1.151*** 1.151*** 1.151*** 1.151*** 1.151***

(219.38) (219.39) (219.44) (219.39) (219.45)

관측치 30,328 30,328 30,328 30,328 30,328

<표 Ⅳ-5>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Tobi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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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관측치

가입 여부

(가입=1)

전체 0.063666 0.244165 0 1 N=15,754

관측치 간 - 0.189755 0 1 n=6,198

관측치 내 - 0.150224 -0.603 0.7303 =2.54

연령제곱

전체 21.15158 103.4363 0 1800 N=15,754

관측치 간 - 79.62628 0 1800 n=6,198

관측치 내 - 68.57205 -712.182 1,221.15 =2.54

가구원 수

(명)

전체 43.85477 9.668234 17 60 N=15,754

관측치 간 - 10.15021 17 60 n=6,198

관측치 내 - 0.765475 42.85477 44.85477 =2.54

교육년수

(년)

전체 2,016.71 826.9962 289 3,600 N=15,754

관측치 간 - 861.5753 289 3,600 n=6,198

관측치 내 - 69.19197 1,898.71 2,135.04 =2.54

거주지

(도시=1)

전체 0.604354 0.489004 0 1 N=15,754

관측치 간 - 0.494132 0 1 n=6,198

관측치 내 - 0 0.604354 0.604354 =2.54

<표 Ⅳ-6> 재정패널 6~8차 데이터 요약 

나.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효과

1) 변수선택과 기술통계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6차(2012년)부터 8차(2014년)까

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택 변수로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연

금저축행태를 관찰하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여타 연금저축 행위 추정을 위한 경

제적 변수로는 연간소득, 금융자산, 금융자산 변화(저축), 경제활동 여부, 임금근로자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변수로는 응답자의 연령, 연령제곱, 성별,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18세 이하 자녀 수, 배우자 유무, 교육년수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해당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25) 

25) <표 Ⅳ-6> 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기술통계표 해석에 

관한 설명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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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관측치

연간소득

(만 원)

전체 0.592484 0.491388 0 1 N=15,754

관측치 간 - 0.49184 0 1 n=6,198

관측치 내 - 0.081642 -0.07418 1.259151 =2.54

가구원 수

(명)

전체 3.470039 1.1644 1 8 N=15,754

관측치 간 - 1.134196 1 8 n=6,198

관측치 내 - 0.299318 0.136706 6.803373 =2.54

18세 이하 

자녀 수

(명)

전체 0.827853 0.957921 0 4 N=15,754

관측치 간 - 0.932622 0 4 n=6,198

관측치 내 - 0.200931 -1.17215 2.327853 =2.54

배우자

유무

(유=1)

전체 0.751619 0.432088 0 1 N=15,754

관측치 간 - 0.43539 0 1 n=6,198

관측치 내 - 0.084944 0.084952 1.418285 =2.54

교육년수

(년)

전체 13.78634 2.637579 0 20 N=15,754

관측치 간 - 2.677482 0 20 n=6,198

관측치 내 - 0.158116 5.78634 18.45301 =2.54

경활 여부

(경활=1)

전체 0.949981 0.217991 0 1 N=15,754

관측치 간 - 0.219061 0 1 n=6,198

관측치 내 - 0.118042 0.283314 1.616648 =2.54

급여

소득자

(급여=1)

전체 0.689412 0.462749 0 1 N=15,754

관측치 간 - 0.434681 0 1 n=6,198

관측치 내 - 0.173707 0.022746 1.356079 =2.54

거주지

(도시=1)

전체 0.939317 0.238756 0 1 N=15,754

관측치 간 - 0.228976 0 1 n=6,198

관측치 내 - 0.073095 0.27265 1.605984 =2.54

금융자산

(만 원)

전체 3,400.15 8,122.11 0 230,000 N=15,754

관측치 간 - 7,711.9 0 230,000 n=6,198

관측치 내 - 3,710.34 -61,000 127,000 =2.54

저축액

(만 원)

전체 1,050.42 2,432.8 -5,000 5,000 N=15,754

관측치 간 - 1,953.06 -5,000 5,000 n=6,198

관측치 내 - 1,735.05 -5,616 7,383.76 =2.54

연간소득

(만 원)

전체 3,277.49 3,479.81 0 198,000 N=15,754

관측치 간 - 2,876.40 0 73,466.6 n=6,198

관측치 내 - 1,827.18 -62,189 127,81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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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모형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 효과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이중차분방법

(DID)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이중차분방법에서 실험군(Treatment group)은 

국세통계연보상에서 세액공제 도입 이후 연금저축 납입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난 저소득층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

후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고소득층을 대조군(Control group)으

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에서는 소득수준은 소득수준 더미를 활용하여 

나누었는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활용하여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자는 

실험군으로 분류하여 소득수준 더미에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자는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소득수준 더미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제도변화

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 이후는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1의 값을 부여하고, 2014년 이

전은 세액공제가 도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0의 값을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마

지막으로 소득수준별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소득계층 더미와 세액공제 더미의 

교차항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모델을 이용한 추정결과 나타난 저소득과 세액

공제 교차변수의 계수는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ln연금저축납입액   ln저축액 ln금융자산
ln연간소득 저소득세액공제 

 (2)

3) 추정결과

해당기간 동안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정

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연소득과 연령 그리고 세액공제가 연금저축 납입

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더미와 세액공제 더미 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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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을 더 많이 감소시킨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에 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추정데이터 

중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적은 수준이므로 고정효과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 데이터에서 연금

저축 미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한 Panel Tobit 분석을 실행하였다. Panel 

Tobit 분석 결과 금융자산 대수값이 클수록, 개인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 납입

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

환된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고정효과모형으로는 추

정이 어려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징(Time invariant variables)에 대한 Panel 

Tobit 분석 결과 앞선 연금저축 상한 상향 조정에 대한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연

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년수가 길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연

금저축 납입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의 저축행위와 

관련된 경제학적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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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 (2) (3) (4) (5)

연령(2014)
0.108** 0.101* 0.101* 0.0661*** 0.0662***

(2.67) (2.52) (2.55) (5.52) (5.54)

연령제곱
-0.000478 -0.000379 -0.000386  -  -

(-1.11) (-0.90) (-0.92)  - - 

가구주 여부(=1)
0.0161 0.0174  - 0.0219  -

(0.20) (0.22)  - (0.27)  -

18세 이하 자녀 수
-0.0357  -  - -  -

(-1.07)  -  - - - 

배우자 유무(=1)
0.0553 0.0536 0.0522 0.0641 0.0627

(0.69) (0.67) (0.66) (0.81) (0.80)

교육년수(년)
0.0133 0.0135 0.0135 0.0140 0.0140

(0.45) (0.45) (0.45) (0.47) (0.47)

임금근로자(=1)
0.0715 0.0722 0.0725 0.0721 0.0724

(1.77) (1.79) (1.80) (1.79) (1.80)

도시거주(=1)
0.0147 0.0141  - -  -

(0.15) (0.15)  - -  -

ln(저축액)
0.00402 0.00401 0.00401 -  -

(1.38) (1.38) (1.38) - - 

ln(금융자산)
0.00825 0.00831 0.00828 0.0114** 0.0113**

(1.72) (1.73) (1.73) (2.68) (2.67)

ln(개인총 소득)
0.0752*** 0.0755*** 0.0757*** 0.0761*** 0.0764***

(3.51) (3.53) (3.54) (3.57) (3.59)

저소득*세액공제
-0.128*** -0.128*** -0.128*** -0.127*** -0.127***

(-4.40) (-4.40) (-4.40) (-4.39) (-4.39)

상수
-4.265*** -4.177*** -4.170*** -3.430*** -3.425***

(-4.08) (-4.01) (-4.03) (-5.15) (-5.14)

관측치 20,358 20,358 20,358 20,358 20,358

<표 Ⅳ-7>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신)

주: 괄호안의 숫자는 t-통계량,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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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 (2) (3) (4) (5)

연령(2014)
0.0195 0.0189 0.0175 0.00689*** 0.00648***

(1.66) (1.70) (1.59) (4.30) (4.20)

연령제곱
-0.000147 -0.000139 -0.000128 - - 

(-1.07) (-1.09) (-1.00) - - 

배우자 유무(=1)
-0.0273 -0.0278 - -0.0263 - 

(-0.96) (-0.98) - (-0.94) - 

18세 이하 자녀 수
-0.00260  - - - - 

(-0.17)  -  - - - 

배우자 유무(=1) 
0.0731* 0.0711* 0.0733* 0.0823** 0.0828**

(2.08) (2.15) (2.22) (2.61) (2.63)

교육년수(년)
0.0404*** 0.0404*** 0.0396*** 0.0405*** 0.0402***

(7.17) (7.18) (7.07) (7.27) (7.23)

임금근로자(=1)
0.182*** 0.182*** 0.182*** 0.182*** 0.182***

(7.12) (7.13) (7.14) (7.10) (7.14)

도시거주(=1)
-0.0493 -0.0494 -  -  -

(-1.00) (-1.00) - -  -

ln(저축액)
0.00209 0.00209 0.00219 - - 

(0.81) (0.81) (0.85)  - - 

ln(금융자산)
0.0252*** 0.0252*** 0.0256*** 0.0264*** 0.0267***

(6.91) (6.94) (7.05) (8.11) (8.24)

ln(개인총 소득)
0.211*** 0.211*** 0.206*** 0.210*** 0.206***

(14.73) (14.74) (15.11) (14.75) (15.20)

저소득*세액공제
-0.0818*** -0.0818*** -0.0800*** -0.0817*** -0.0809***

(-4.78) (-4.78) (-4.69) (-4.79) (-4.75)

상수
-2.637*** -2.627*** -2.607*** -2.433*** -2.397***

(-10.38) (-10.65) (-10.92) (-17.68) (-18.14)

sigma_u
상수

0.801*** 0.801*** 0.802*** 0.801*** 0.802***

(70.30) (70.30) (70.38) (70.34) (70.40)

sigma_e
상수

1.096*** 1.096*** 1.096*** 1.096*** 1.096***

(170.57) (170.57) (170.60) (170.58) (170.61)

관측치 20358 20358 20358 20358 20358

<표 Ⅳ-8>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Tobi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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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세제혜택 한도 확대는 세제혜택 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노후자산 적립 필요성 

환기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 등을 일으켜 사적연금자산의 적립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수분별로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11년에 이루어진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상향은 저축여

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저축 증가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후 정부는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금저축

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하

지만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임으로써 재정수입을 증

대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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