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실증분석 

1. 사용자료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재정패널 5차년도 자료이다. 실증분석에 앞서 동 자

료를 가구주 및 가구 중심으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가구수 평균

가구주

연령(12년 기준) (4,527) 50.9세

성더미(남=1) (4,527) 74.4%

혼인더미(기혼=1) (4,527) 69.9%

교육기간 (4,527) 12.2년

취업형태더미(임금=1) (3,768) 67.9%

세제적격 개인연금가입여부 (4,527) 8.0%

세제적격 개인연금액 (361) 247만 원

개인소득(근로+사업) (3,813) 3,286만 원

가구

가구금융자산 (3,597) 3,740만 원

가구원 수 (4,527) 2.7명 

지역더미(시=1) (4,527) 90.4%

<표 Ⅴ-1> 재정패널 가구주 및 가구현황
(단위: 가구)

주: 가구가중치 적용한 가중평균 값 기준임.
자료: 재정패널 5차 원시자료 분석.

가구주의 연령은 12년 기준으로 50.9세였으며, 남성 가구주 비율이 전체의 

74.4%로 분석되었다. 혼인한 가구주 비율은 69.9%, 교육기간은 12.2년으로 나

타나 가구주는 평균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주의 취업형태를 임금과 비임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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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67.9%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개인소득(근로 + 사업)은 연간 3,286

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연간 

3,740만 원 수준, 가구원수는 2.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대부분인 

90.4%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기초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가구가 미가입 가구에 비해 8.4세 정도 낮아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로 조사되었으며, 남성 가구주 비율도 가입가구가 미가

입 가구에 비해 11.9%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률과 개인소득의 경제적 변수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가입가구가 3,010만 원이었으나, 

가입가구는 약 두 배인 5,936만 원으로 분석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제적격 개

인연금의 가입 확률도 높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가구금융자산의 경우 

미가입가구가 3,357만 원이었으나, 가입가구는 7,257만 원으로 분석되어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가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가입할 확률도 높을 것임을 짐작하

게 한다.

구분
미가입　 가입

평균 빈도 평균 빈도

가구주연령(12년 기준) 51.6 (4,165) 43.2 (362)

가구주 남성비율 73.4 (4,165) 85.3 (362)

가구주 혼인률 68.9 (4,165) 81.7 (362)

교육연수 12.0 (4,165) 14.9 (362)

임금근로 취업률 65.5 (3,408) 90.7 (360)

개인소득(근로+사업) 3,010 (3,453) 5,936 (361)

가구금융자산 3,357 (3,244) 7,257 (353)

가구원 수 2.7 (4,165) 3.2 (362)

도시거주율 90.1 (4,165) 94.4 (362)

<표 Ⅴ-2>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여부별 가구주 및 가구의 기초통계
(단위: 세, %, 년, 만 원, 명, 가구)

주: 가구 및 개인조사 자료를 가구주 중심의 가구단위 형태로 변형하여 분석.
자료: 재정패널 5차 원시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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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입여부뿐 아니라 소득계층별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소득분위

가구주
연령
(12년
기준) 

가구주
남성
비율

가구주
혼인율

교육
연수

임금근로 
취업률

개인소득
(근로+사업)

가구자산 가구원 수 
도시

거주율

1분위 59.2 57.0 58.8 9.3 36.1 418.58 2224.92 2.3 79.4

2분위 53.0 58.6 55.2 11.1 61.4 1033.12 2440.52 2.5 88.8

3분위 48.1 57.5 55.6 12.2 72.9 1500.06 2278.08 2.6 89.7

4분위 46.1 66.7 62.1 12.5 65.9 1889.26 2383.54 2.6 91.1

5분위 44.8 81.8 67.8 13.0 70.5 2355.01 3054.82 2.6 94.9

6분위 43.0 90.9 80.2 13.5 70.3 2883.95 2370.50 3.1 90.5

7분위 41.7 90.2 84.8 13.9 76.1 3459.80 2977.54 3.1 93.8

8분위 42.0 91.9 87.3 14.5 80.2 4268.98 3627.70 3.2 92.5

9분위 44.6 93.9 93.5 14.9 72.3 5476.14 4692.57 3.5 90.7

10분위 47.3 97.4 95.1 15.3 80.2 9815.47 9637.38 3.5 97.5

합계 47.1 78.5 73.9 13.0 68.7 3286.46 3717.71 2.9 90.9

<표 Ⅴ-3> 소득분위별 가구주 및 가구의 기초통계
(단위: 세, %, 년, 만 원)

주: 소득분위가 클수록 고소득층임(각 집단은 10%로 구분됨).
자료: 재정패널 5차 원시자료 분석.

연령은 7, 8분위를 중심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저소득층) 또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고소득층)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고령이 될수록 소

득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연령 통계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

과라고 하겠다. 

성별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비율, 교육기간, 취업률, 개인연금가입여부, 개인소득 수준, 가구원 수 모

두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도시

지역에 거주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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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계층 구분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

연금 가입탄력성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특

성상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구주)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소득계층별 납세율과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적 분석에 앞서 설명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소득계층을 OECD에서 구분하

고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중산층(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Ⅴ-4>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납세율은 9.8%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증가

할수록 납세율은 증가하여 전체 납세율은 37.5%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세제적

격 개인연금 가입률은 소득계층별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층 1.1%, 중산층 4.6%, 고소득층 23.4%였다.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층이 

총 개인연금 가입자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 납세율1)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2)

저소득층 9.8 1.1 (2.5)

중산층 33.6 4.6 (23.7)

고소득층 64.1 23.4 (73.8)

전체 37.5 9.4 (100.0)

<표 Ⅴ-4> 소득계층별 납세율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
(단위: %) 

주: 1) 납세율은 각 소득계층별 대상자 중에서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비율.
     2) 가입률은 각 소득계층별 대상자 중에서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자 비율. 단, (  ) 안은 전체 가입

자에서 해당 계층이 차지하는 대비 비율.
     3) 소득계층은 소득(근로 +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4) 소득계층은 OECD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중산층(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구분.

이제 이러한 기초통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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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입결정 요인과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 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과 가입률 변화 추정

가. 개인연금 가입결정요인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분석할 수 있

다.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경우(로짓분석모형, 납부 = 1, 

비납부 = 0)와 개인연금 납부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경우(최소자승법, 

OLS)이다. 전자인 로짓분석은 설명변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자승법(OLS)은 설명변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

의 변화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활용의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

로 최소자승법(OLS)에서는 수준변수 값이 클 경우 자연대수 형태로 전환하여 

분석하므로 여기에서도 수준변수들은 모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독립변수로는 소득과 금융자산의 로그값, 가구원 수, 연령, 연령제곱, 성더미

(남자: 1), 결혼여부더미(기혼: 1), 교육연수, 근로형태더미(임금: 1), 지역더미

(도시: 1)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모형1:

개인연금납입여부     ln 소득   ln 금융자산  가구원수
연령연령제곱성더미결혼더미
교육연수고용형태거주지역

모형2:

ln 개인연금납입액      ln 소득   ln 금융자산  가구원수
연령연령제곱성더미결혼더미
교육연수고용형태거주지역



실증분석 69

설명변수

로짓분석
(모형1)

OLS
(모형2)

계수 S.E, Exp(B) 계수

소득의 로그값 1.458*** (0.134) 4.297 0.303***

금융자산의 로그값 0.301*** (0.053) 1.352 0.147***

가구원수 0.103 (0.068) 1.109 -0.041

연령 0.047 (0.066) 1.048 0.136**

연령제곱 -0.001 (0.001) 0.999 -0.001**

성더미(남자:1) -0.552** (0.220) 0.576 0.209

결혼여부더미(기혼:1) -0.396* (0.234) 0.673 -0.661***

교육연수 0.022 (0.028) 1.022 0.023

근로형태더미(임금:1) 1.421*** (0.207) 4.143 0.053

지역더미(도시:1) -0.190 (0.259) 0.827 -0.417**

상수 -17.710*** (1.559) 0.000 -1.172

<표 Ⅴ-5> 연금가입요인분석(로짓 및 OLS 분석결과)

주: 1) C는 개인연금 납부액(0 포함)이며, ln(C)는 개인연금 납부액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으로 종속변
수임.

     2) 금융자산에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액은 제외됨.
     3) *는 유의수준 10%에서, **는 유의수준 5%에서,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의미.

로짓모델(logit model)을 이용한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모형1)

를 살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자산보유가 많을수록, 여성이고 미혼일수

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우는 유의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정연령까

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가구원 수, 교육수준, 

지역 변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이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확률이 높으

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할 확률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모형2), 로짓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 납부액을 증가시킬 유인이 



70 조사보고서 2014-2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금융자산(개인연금 납

부액 제외)과 개인연금 납부액은 대체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

나, 동 모형에 의하면 두 변수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개인연금 보험료도 금융자산의 한 부분이여서 다른 금융자산을 선택하면 개

인연금 납부는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금융자산을 가질수록 금융지

식에 대한 이해가 클 것이고, 특히 동 집단의 경우 세제혜택이 많은 개인연금

에 추가적으로 들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른 변수들은 

로짓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나.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률 변화 추정

이제 위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행

태 변화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과세체계의 

변화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개인

연금 가입확률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변화

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확률의 변화 정도를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

해 살펴보고자 한다.

로짓분석의 특성상 설명변수인 소득변화가 종속변수인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영

향을 주는 효과는 소득변화에 따른 한계효과 추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최

소자승법(OLS)에 기초한 회귀모형에서는 계수값 자체가 한계효과를 의미하나 로

짓분석에서는 별도의 한계효과를 산출해야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

인연금 납부여부에 대한 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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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한계효과(dy/dx) 표준오차 평균값

소득의 로그값 0.067 0.008 7.853 

자산의 로그값 0.014 0.003 7.286 

가구원 수 0.005 0.004 2.909 

나이 0.002 0.004 46.601 

나이의 제곱 0.000 0.000 2,311.280 

성별*(남자=1) -0.030 0.018 0.803 

결혼여부*(기혼=1) -0.020 0.016 0.761 

교육연수 0.001 0.002 13.204 

고용형태*(급여=1) 0.055 0.007 0.690 

거주지역*(도시=1) -0.009 0.017 0.901 

<표 Ⅴ-6> 개인연금 납부여부의 한계효과 분석 

주: 한계효과는 평균을 중심으로 한 한계효과임(MEM).

한계효과를 고려하여 소득이 1%씩 증가함에 따라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

확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소득(연간 2,574만 원)에서 한계효과는 0.067이

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소득 1% 증가에 따른 개인연금 추가 가입확률은 0.0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 2% 증가 시 0.133%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입변화율이 1% 이상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득변화율은 

소득은 약 17%정도 증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변화율 소득액 가입변화율

0%(초기소득) 2,574 0% (초기치)

1.0% 2,599 0.067%

2.0% 2,625 0.133%

5.0% 2,702 0.328%

10.0% 2,831 0.640%

17.0% 3,011 1.054%

20.0% 3,088 1.224%

<표 Ⅴ-7> 소득변화율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변화율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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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다 현실성을 고려하여 앞에서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고려

하여,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공제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

에 따른 가입률변화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과세체계 변환 시 과세표준소득액 기준으로 한 평균적 소득변화율은 

소득공제 시 1.44%, 세액공제 시 1.61%로 추정되었는데, 이를 앞에서 추정한 

회귀계수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변화율은 각각 0.096%, 0.107%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로 볼 수 있다. 연금과

세체계개편 전에는 소득공제 효과에 의해 개인연금 가입변화가 발생하였다

면, 연금과세 개편으로 세액공제 효과에 의해 개인연금 가입변화가 발생할 것

으로 본다면, 과세체계개편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효과는 약 0.011%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결과는 평균소득을 중심으로 금액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를 고

려한 것이므로 소득계층에 따라 그 한계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앞

서 이론모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액공제로 인해 혜택이 늘어나는 중·저

소득층은 가입률이 증가하고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고소득층은 가입률이 평균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분 과세표준소득액 소득변화율 가입변화율

초기소득 1,876.7 0%(초기소득) 0%(초기치)

소득공제 시(A)
1,903.8

(1,876.7+27.1)
1.44% 0.096%

세액공제 시(B)
1,906.9

(1,876.7+30.2)
1.61% 0.107%

연금과세체계 변화효과
(A‒B)

-3.1 -0.17%p -0.011%p

<표 Ⅴ-8>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변화율 
(단위: 만 원, %, %p)

한편, 이러한 한계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회비용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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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여 세제혜택이 감소함에 따라 수리적 측면에서의 납

부유인이 떨어지기는 하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감소하기는 하

나, 여전히 존재하는 세제혜택과 납부보험료 운용실적의 합산수익률이 다른 

대체금융상품보다 여전히 크다면 가입유인이 감소할 이유는 없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수준

은 최저 0%에서 최대 100%(전액 세액공제)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추정에 의

하면 현행 보험료 유효세율은 13.4%이므로 세액공제방식에 의할 때 12% 세제

혜택에 비해 1.4%p 감소하게 되나, 보험료의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므

로 이와 합산한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수준과 비교하여 적지 않다면, 

이론적으로는 개인연금을 탈퇴할 유인은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5년 이상 유지 조건 등 탈퇴가 자유롭

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기본적으로 충당해 주어야 개인연

금 가입 및 유지에 있어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일

반적으로 조기탈퇴 시 약 4.4%의 추가세율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최소 세액공제액

은 4.4%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익률 등 여타 조건이 다른 금융상품과 같다는 전제 하에 

향후 적용될 세액공제액이 최소한 4.4% 이상이 될 때 노후를 위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12% 세액공제로 평균적인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여지는 있지만, 개인연금 

가입률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없고 또한 탈퇴할 유인도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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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계층별 개인연금가입액 탄력성 추정 및 재정효과 분석

가.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한 개인연금 가입액 탄력성 추정

본 장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의 변화가 개인연금 가입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료에서는 단순히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할 경우 이질성이 존재하는 소득계층 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다.37)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집단별로 

개인연금 가입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납입액을 상위 

25%, 중위수, 하위 25%를 중심으로 하여 분위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

위 25%을 중심으로 실시한 분위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변수는 유의

수준 10%에서 유의미하고 자산 역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위수 50% 기준 

분위회귀 분석 결과의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상위 75% 기준 분위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소득

변수만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세 분위회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형1을 예외로 하면, 개인연금 가입

금액이 다른 세 집단에 대해 각 집단의 개인연금 납부액이 증가할수록 소득

에 대한 개인연금 납부액의 탄력성(회귀계수의 절대값)과 자산에 대한 개인

연금의 탄력성(회귀계수의 절대값)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서는 모형에서 추정될 결과를 중심으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37) 소득수준별로 개인연금 가입금액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가입액의 분산에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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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QR 25 QR 50 QR 75 QR 25 QR 50 QR 75 QR 25 QR 50 QR 75

소득의 
로그값

0.163 0.410*** 0.130* 0.485* 0.347*** 0.134** 0.445** 0.369*** 0.183***

금융자산
의 로그값

0.296*** 0.094** 0.035 0.211** 0.090** 0.033 0.211** 0.094** 0.043**

가구원수 -0.113 -0.037 -0.001 － － － － － －

연령 0.19 0.066 0.005 0.004 0.008 0.003 － － －

연령제곱 -0.002 -0.001 0 － － － － － －

성더미
(남자:1)

0.354 0.089 0.059 0.019 0.129 0.057 － － －

결혼여부
(기혼:1)

-0.579 -0.402 -0.017 -0.588 -0.444 -0.019 － － －

교육연수 0.022 -0.015 0 － － － － － －

근로형태
(임금:1)

-0.035 -0.023 0.121 -0.035 0.01 0.124 － － －

지역
(도시:1)

0.17 -0.204 0.14 － － － － － －

상수 -3.138 0.387 3.981*** -0.571 1.757** 4.139*** -0.591 1.594** 3.937***

<표 Ⅴ-9> 모형별·납부수준별 연금가입 요인분석(Quantile regression)

주: 1) QR 25, QR 50, QR 75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 납부액 수준이 각
각 전체의 25%, 50%, 75%에 존재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분위회귀를 실시했을 때 결과를 의미함.

<표 V-9>의 모형1을 중심으로 각 개인연금 납부 분위별 소득에 대한 개인연

금 납부액 탄력성을 살펴보면, 납부금액 수준이 낮은 계층(하위 25% 계층)은 

통계적으로 유미의 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는 하였지만, 납부금액 수준이 

중간계층(50% 계층)보다는 낮고 고액의 납부계층(상위 25% 계층)에 비해서는 

납부액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개인연금 납부금액이 적은 집

단에서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킬 확률이 중위소득보다는 낮으나 고소득층 보다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연금 납부금액이 중위수 수준인 계층에서는 납부

금액이 적은 집단(하위 25% 계층)과 고액의 납부계층(상위 25% 계층) 보다 납

부액 탄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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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연금 납부액이 적은 계층 혹은 많은 계층

에 비해 납부액이 중간정도인 계층이 정책 변화에 민감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정책변화 시 납입액이 중간정도인 계층의 반응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납부금액이 상위 75%인 계층에서의 소득탄력성은 다른 

집단보다 낮은 납부액 탄력성을 보여, 소득 변화가 있더라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개

인연금 저축액을 변화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모형의 강건성 검증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계수와 최소필요 변수를 중

심으로 수행한 분위회귀분석 결과는 모형2, 모형3과 같다. 분석결과는 모형2

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정리하면, 분위회귀에서 모든 집단에서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 납부액은 양의 탄

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 납부액 규모가 큰 집단일수록 그 

탄력성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는 개인

연금 납부액 규모와 소득수준의 상관도가 높다고 가정하면, 저소득층은 납부

액 탄력성이 높고 고소득층은 납부액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

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최근의 연금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층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

층은 보다 큰 가입유인과 납부액 증가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소득

층은 상대적으로 가입유인이 위축될 것이지만 탄력성이 낮아 그 위축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V-1>은 각 분위별 분위회귀 실행결과를 이용하여 각 분위별로 설명변

수의 계수값(탄력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의 굵은 점선과 그 양

측 주위의 얇은 점선은 최소자승법(OLS)을 실시하였을 때의 계수의 값과 95% 

신뢰구간을 의미하는데, 소득(lnincom)과 금융자산(lnasset)의 경우 일반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 회귀식의 계수값(탄력성)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지 않으므로 평균을 기준으로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해 추정한 계수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값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의 최소자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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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추정값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선은 각 분위별로 해당 변수가 가지는 계수값(탄력

성)을 나타낸 것이고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각 분위별로 추정된 계수값(탄력성)

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소득(lnincom)의 경우 개인연금 납입금액이 아

주 적은 계층에서는 회귀계수값(탄력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

으나 납입금액이 많은 계층에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의 회귀계수값(탄력

성)이 크고 납입금액의 수준이 일정 분위 이상이 되면 다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세제혜택을 통해서 개인연금가입을 증대시키려는 정

책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계층은 개인연금납입액 수준이 중간(혹은 중산

층) 정도임을 뜻한다. 만약 정부의 정책목표가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계층에

게 세제혜택을 주어 개인연금 가입과 가입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부

의 지원은 개인연금가입액이 많지 않으면서 개인연금가입액에 대한 가처분소득 

증가의 탄력성이 높은 그룹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를 소득수준과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앞서 기술통계에서 언급한 

대로 개인연금 가입액과 소득과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림 Ⅴ-1> 개인연금납부액 분위별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값(탄력성) 비교

주: 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한 회귀계수에 대한 내용만을 대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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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재정효과 분석

여기에서는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라 나타날 조세지출 변화효과를 소득계

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최근 연금과세체계 개편은 평균적으로 조세지출을 감소시켜 국가재정 측면에

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금과세 개편의 효과가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면서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증대되

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재정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앞의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형에서 추정된 소

득의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소득변화율에 따른 개인연금 납부액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전체 소득계층별 재정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분위회귀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즉, 분위회귀 모형은 소득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종속변수인 

개인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한 것이므로 소득계층별로 설명하기 위

해서는 개인연금 납부액과 가처분소득 간의 상관성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 납부액과 가처분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연금 가입자

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의 개인연금납입액을 조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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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평균가처분소득 평균가입금액

1 1602.6 170.8

2 3233.9 217.6

3 4244.3 191.2

4 5026.4 209.2

5 5691.1 264.9

6 6294.5 256.2

7 7068.9 273.1

8 8064.9 301.6

9 9376.4 292.5

10 12821.9 311.4

<표 Ⅴ-10> 개인연금 가입자 소득분위별 가입금액
(단위: 만 원)

 

주: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별로 나눈 것임.

<표 V-10>과 <그림 V-2>에서 보듯이 소득수준과 개인연금 가입금액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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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개인연금 가입자의 소득분위와 가입액 간의 관계
(단위: 만 원, 분위) 

     주: 수평축은 가입자의 소득분위이고 수직축은 개인연금 납입액.

개인연금 납부액과 소득의 상관관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각 분위별로 빈도수가 많지 않아 명확한 관계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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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 보험료액수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

에서 두 변수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개인연금 납부액 분위는 소득분위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은 개인연금 가입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분위별로 빈도수가 많지 않아 명확한 관계를 단

언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 보험료액수도 증

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두 변수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료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전체

1분위
빈도 9 3 0 1 13

비율 69.2% 23.1% 0.0% 7.7% 100.0%

2분위
빈도 13 7 1 5 26

비율 50.0% 26.9% 3.8% 19.2% 100.0%

3분위
빈도 32 18 27 4 81

비율 39.5% 22.2% 33.3% 4.9% 100.0%

4분위
빈도 52 54 66 84 256

비율 20.3% 21.1% 25.8% 32.8% 100.0%

전체
빈도 106 82 94 94 376

비율 28.2% 21.8% 25.0% 25.0% 100.0%

<표 Ⅴ-11> 소득과 개인연금보험료의 관계
(단위: 가구, %)

주: 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사업소득으로, 개인연금보험료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해 금액 
서열로 각각 25%범위에서 구분하였음(1분위는 하위 25%, 4분위는 상위 25%의 평균임).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분위회귀 모형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납부액

과 소득 간에는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분위회귀 모형의 특성상 종속변수

인 개인연금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소득

계층별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분위회귀의 계수를 추정

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평균적 납부액을 산출하고, 동 납부액을 기준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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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회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분위회귀를 수행하기 위한 납부액은 서열화되어

야 하므로 납부액의 평균액이 전체 납부액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분석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의 평

균과 서열비율을 산출하면 다음 <표 V-12>와 같다. 이에 의하면 저소득층, 중

산층, 고소득층은 각각 연간 128만 원, 200만 원, 266만 원의 세제적격 개인연

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값의 서열을 비율화하여 살펴보면 

각각 29.6%, 38.4%, 64.9%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
연평균 납부액 

(mean)1)
평균의 

서열비율2) 연평균 소득3)

저소득층 128 29.6  718 ( 755)

중산층 200 38.4 2,778 (2,451)

고소득층 266 64.9 7,117 (6,507)

전체 247 47.0 5,936 (3,286)

<표 Ⅴ-12>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의 평균과 서열비율
(단위: 만 원, %)

주: 1)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간 납부액의 소득계층별 산술평균임(mean).
     2) 평균의 서열비율은 분위회귀를 산출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평균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임.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평균 가입자는 납부금액이 낮은 자에
서 높은 자 순서로 서열화 하였을 때 약 30번째 위치한다는 의미임.

     3) 개인연금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평균소득임. (  )안은 미가입자까지 포함한 전체 소득계층별 
연평균 소득임. 

이제 각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과 서열비율을 활용하여 분

위회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분위회귀 모형과 

해석상 차이는 없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모든 모형

에서 저소득층 소득의 로그값 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계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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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소득의 
로그값

0.424** 0.498*** 0.377*** 0.483** 0.532*** 0.358*** 0.491*** 0.602*** 0.384***

금융자산
의 로그값

0.201*** 0.141** 0.107** 0.189*** 0.136** 0.102*** 0.204*** 0.144*** 0.099**

가구원수 0.009 -0.004 -0.033 － － － － － －

연령 0.085 0.064 0.075 0.004 0.008 0.008 － － －

연령제곱 -0.001 -0.001 -0.001 － － － － － －

성더미
(남자:1)

0.132 0.289 0.113 0.012 0.172 0.139 － － －

결혼여부
(기혼:1)

-0.698 -0.685 -0.431 -0.597 -0.614 -0.502* － － －

교육연수 0.011 0.008 0.001 － － － － － －

근로형태
(임금:1)

0.044 0.104 -0.025 0.059 0.193 0.027 － － －

지역
(도시:1)

-0.378 -0.225 -0.214 － － － － － －

상수 -1.623 -1.358 0.135 -0.321 -0.542 1.533** -0.815 -1.096 1.404*

<표 Ⅴ-13> 모형별·소득계층별 연금가입 요인분석(Quantile regression)

이제 분위회귀 계수와 소득계층별 특성을 이용하여 연금과세의 재정효과를 살

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금세제 개편 이전의 개인연금 가입액을 기준으로 연금과세 개편으로 인

한 가처분 소득액 변화를 고려하여 소득변화율을 산출한다. 여기서 소득변화율을 

고려하는 이유는 분위회귀 모형에서 산출한 회귀계수(탄력성)를 활용하기 위함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소득변화율이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경

우의 소득계층별 재정효과를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응용하여 국세통계

연보 상 도출된 소득변화율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날 재정효과에 대해 

대해서도 분석한다.

둘째, 연금과세 개편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될 가처분소득의 변화와 이로 인

한 개인연금 납부액 변화를 통해 납부액 변화율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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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금과세 개편 전후의 평균소득액과 납부액 변화분을 각 분위별로 산출하

여 각 분위별 소득변화 및 납부액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넷째, 재정효과 산출을 위해 모든 가입자의 납부액 변화를 합산하여 연금과세 

개편에 따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산출방법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서는 분위회귀 모형1에서 추정한 분

위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재정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연금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소득(가구주의 근로 +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718만 원, 중산층 2,778만 원, 고소득층 7,117만 원으로 조

사되었다. 여기서의 소득계층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 기준에 의한 

소득계층 구분이며, 이들 중 개인연금 납부액이 존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것이다. 한편, OECD 기준에 의한 소득계층 구분은 상대적 방식이므로 최

저생계비 기준에 의한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저소득층과 구분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므로 국세통계연보상 

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세제 개편으로 모든 소득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동일하게 

1%씩 증가한다고 가정 할 때(여기서는 소득변화율 1%) 개인연금 납부액과 

재정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에 의하면, 소득이 1% 증가할 

때 개인연금 납부액은 각 집단별 계수인 탄력성만큼 증가하여 저소득층은 

0.424%, 중산층은 0.498%, 고소득층은 0.377%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를 근거로 개인연금 1인당 연간 납부액 변화는 저소득층 0.54만 원, 중

산층 1.00만 원, 고소득층은 1.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

기에 대상자38) 수를 적용하면, 소득계층별 연간 총납부액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439백만 원, 중산층은 7,615백만 원, 고소

득층은 24,083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8) 대상자 수는 국세통계연보(2012)에서 조사된 개인연금 납부자 3,247천 명을 본 연
구에서 산출한 소득계층별 납부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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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득변화율(가정) 1.00% 1.00% 1.00%

소득의 로그값 계수1) 0.424 0.498 0.377 

개정전평균소득(만 원) 718 2,778 7,117

개정전개인연금평균납부액(만 원) 128 200 266

개인연금납부액변화율 0.424% 0.498% 0.377%

평균소득변화액(만 원) 7.18 27.78 71.17

개인연금납부액변화액(만 원) 0.54 1.00 1.00

대상자수(천 명)2) 81 765 2,402 

총납부액변화액(백만 원) 439 7,615 24,083

<표 Ⅴ-14> 소득계층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변화 효과(모형1 기준)
(단위: 만 원 ,백만 원, %)

주: 1) 소득의 로그값 계수는 분위회귀 모형에서 분위 25%, 50%, 75%의 회귀 계수를 각각 저소득층, 중
산층, 고소득층의 평균적 회귀계수 값으로 가정함.

     2) 대상자 수는 국세통계연보(2012)에서 조사된 개인연금 납부자 3,247천 명을 본 연구에서 산출한 
소득계층별 납부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이제 연금과세체계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재정효과(조세지출 효과)를 살

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재정효과는 소득공제 시 조세지출과 세액공제 시 조세

지출의 차이로서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조세지출이 증가(감소)하면 세

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에 의하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연금과세체계 변화는 전체적으로 

조세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국가재정은 63,549백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소득공제율에 비

해 세액공제율이 커서 조세지출이 증가하여 재정효과는 △7,513백만 원, △

72,779백만 원 정도 감소하며, 고소득층은 세액공제율의 적용으로 조세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효과는 △143,842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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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득
공제

소득공제율(유효세율)1) 4.80% 7.30% 14.30%

조세지출액(백만 원)2) 4,974 111,621 913,297

조세지출액 계(백만 원) 1,029,892

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12.00% 12.00% 12.00%

조세지출액(백만 원)3) 12,487 184,401 769,455

조세지출액 계(백만 원) 966,343

개정효과(백만 원)4) -7,513 -72,779 143,842

개정효과 계(백만 원) 63,549

<표 Ⅴ-15> 소득계층별 재정(조세지출) 효과(모형1 기준)
(단위: 만 원 ,백만 원, %)

주: 1) 소득공제율은 제2장의 ‘<표 Ⅱ-12> 소득유형별 유효세율’에서 과세표준소득 구간인 3천만 원 이
하(저소득), 3천만 원초 과~6천만 원 이하(중산층), 6천만 원 초과소득 집단(고소득층)의 유효세
율을 활용함. 단 고소득층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2) 조세지출액(소득공제)=개정전개인연금평균납부액×대상자수×소득공제율
      3) 조세지출액(세액공제)=(개정전개인연금평균납부액+개인연금납부액변화액)×대상자수×세액공제율
      4) 개정효과 = 조세지출액(소득공제)-조세지출액(세액공제)
      5) 기본 가정은 위 분석내용과 동일함.

정리하면, 동일한 소득변화율을 모든 계층에 적용할 경우에 탄력성 효과에 

의해 개인연금 납부액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중산층에서의 납부액변

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위당 납부액변화율이 중

산층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표 V-3>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개인연금 

가입자 수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총 납부액 변화와 이로 

인한 조세지출 변화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 모형에 의한 최종적인 세제개편 효과는 고소득

층의 규모의 효과로 인해 조세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은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가 나타나 소득재분배 효

과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모형 2, 3에 대해서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모형 1과 비

교할 때 해석상 큰 차이는 없으나, 모형 2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소득

탄력성계수(소득의 로그값 계수)가 모형 1에 비해 크고, 모형 3에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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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에서 소득탄력성 계수가 모형 1에 비해 커서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해석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39)

그러나, 동 분석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소득이 1% 증가하는 것

을 가정한 분석이므로 현실적인 연금과세체계 개편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다

음에서는 현행 연금과세체계 개편방향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시 조세지출 효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으로 

인해 소득변화율은 저소득층 2.55%, 중산층 0.57%, 고소득층 -0.10%로 산출되

었다. 동 소득변화율은 각 소득계층과 제2장에서 구분한 과세표준소득 구간

인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소득 집단과 근

사하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의 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소

득변화율은 제2장에서 분석한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

천만 원 초과소득 집단의 소득변화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소득변화율의 영향을 받아 값이 변화하는 연금납부액변화율, 평균소

득변화액, 개인연금납부액 변화액, 총납부액 변화액, 조세지출 변화액을 제외

한 나머지 변수는 앞의 표에서 제시한 값과 일치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표를 

구성하면 다음 <표 V-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모형별로 조세지출 변화가 달리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과 중산층에서는 조세지출이 증가(가처분소득 증가)하고, 고소득층에서는 조세지

출이 감소(가처분소득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1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연금세법 개정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총 세제지원 액은 각각 75

억9천 5백만 원, 723억 9천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소득층은 

1,470억 7백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과세체계 변화로 인해 과

세형평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총조세지출 감소액은 670억 2

천 2백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9) 동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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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득변화율 2.55% 0.57% -0.10%

연금납부액변화율
(%)

모형1 1.082% 0.286% -0.036%

모형2 1.232% 0.305% -0.034%

모형3 1.252% 0.346% -0.037%

평균소득변화액(만 원) 18.31 15.95 -6.78

개인연금납부액
변화액(만 원)

모형1 1.38 0.57 -0.10

모형2 1.58 0.61 -0.09

모형3 1.60 0.69 -0.10

총납부액변화액
(백만 원)

모형1(3,197) 1,121 4,372 -2,295

모형2(3,767) 1,277 4,670 -2,179

모형3(4,245) 1,298 5,285 -2,337

개정효과
(백만 원)

모형1(67,022) -7,595 -72,390 147,007

모형2(66,954) -7,614 -72,426 146,993

모형3(66,896) -7,616 -72,500 147,012

<표 Ⅴ-16>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지출 효과(모형1~3 기준)
(단위: 만 원,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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