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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충격의 전파
1)이 태 헌*

본고는 감세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성․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득세법과 사회보장제도에 부합하도록 평균한계소득세율(AMTR)을 구성하고
서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외생적인 세법 변경 사례를 식별하였다. AMTR의 1%p 인하가
성․연령별로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AMTR 충격의 대리변수
를 사용하여 Proxy-SVARs(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연령그룹별로 상이한 실업률 충격반응이 도출되었다. 특히,
15～29세 연령그룹은 타 연령그룹에 비해 강하고 유의한 반응을 얻었는데, 남성 15～29
세 연령그룹은 전체 남성 대비 약 4.8배, 여성 15～29세 연령그룹은 전체 여성 대비 약
1.9배에 달하는 충격반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방법(quantitativeaccounting)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한계세율 인하 정책의
실업률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주제어: 인구구조 변화, 재정정책, 감세, 실업률, Proxy-SVARs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2, E6, H3, J2

Ⅰ.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명목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재
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2009년 2월, 미국은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제정으로 향후 10년간 약
8,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ARRA는
크게 연방정부의 지출 증대(substantial investment, protecting vulnerable, state
fiscal relief) 및 감세(business tax incentive, making work pay tax cut)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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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계급의 변화 양상(1996～2009)

1996
과세표준
(만 원)
1,000 이하
4,000 이하
8,000 이하
8,000 초과

세율
(%)
10
20
30
40

2002
과세표준
(만 원)
1,000 이하
4,000 이하
8,000 이하
8,000 초과

세율
(%)
9
18
27
36

2005
과세표준
(만 원)
1,000 이하
4,000 이하
8,000 이하
8,000 초과

세율
(%)
8
17
26
35

2008
과세표준
(만 원)
1,200 이하
4,600 이하
8,800 이하
8,800 초과

세율
(%)
8
17
26
35

2009
과세표준
(만 원)
1,200 이하
4,600 이하
8,800 이하
8,800 초과

세율
(%)
6
16
25
35

로 나뉘며, 이 중 감세정책은 전체 지출의 약 1/3을 차지하도록 구성되었다.
Romer and Bernstein(2009)은 ARRA의 시행 2년 후인 2010년 4/4분기까지 세부
정책별로 보존 또는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의 수와 실질GDP의 예상 효
과를 제시하였는데, ARRA의 시행 이후 경기부양 정책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에서 활발히 일어났던 것에 반해 학계에서는 노동시장보다는
GDP, 소비 등 총수요 측면의 파급효과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표 1>
은 IMF 금융위기 직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996～2009년간 한국의 소득
세율과 과세표준계급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한국의 조세정책은 세부담 경감
및 근로의욕 고취, 과세형평 등의 이유로 대체로 감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조세정책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보다는 GDP, 소비 등 총수요
측면의 파급효과에 더욱 집중되었다.1)
감세정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한다. 첫째, 감세를 통
한 가처분소득 증가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도
록 유도하며, 이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감
세는 한계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노동과 여가 사이의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를 일으켜 근로시간 또는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생산이 증대되도록 유도한
다. Barro and Redlick(2011)은 조세승수가 세입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총수요 효
과보다 평균한계소득세율(Average Marginal income Tax Rate, 이하 AMTR)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여가와 노동 사이의 대체효과에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음
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감세를 통한 총수요 증대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노동과 여가 사이의 대체효과에 대해서
1) 전승훈․홍인기(2008, 2009), 이태석(201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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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선행연구 및 본고와의 비교

Mertens and Montiel Ferraro and Fiori(2020)
본고
Olea(2018)
서술적 접근방법(Narrative approach) 및 Proxy-SVARs 사용
and Romer(2010)의 서술적 접근방법으로 외생적인 세법 변경 사례를 식별
공통점 ․Romer
하고 이를 AMTR 충격의 대리변수로서 사용
․Proxy-SVARs를 통해 AMTR의 인하 충격이 실업률을 낮춤을 보임
대상으로 분석
․연령별 조세 충격 정도와 ․한국을
․노동시장의
성별 분류를
인센티브 효과가 다름에 추가하여 성․연령별
충
착안, 노동시장을 연령별 격반응 도출
구분하여 분석
충격반응의 차
․연령별
충격반응 차이를 ․성․연령별
차이점 ․노동시장 전체 분석
이를
토
대로
고령화가 감
토대로 고령화가 감세정 세정책의 실업률
책의 실업률 감소효과를 과를 남녀 모두에서감소효
지속
지속 약화시킴을 도출
약화시
킴
을
도출
․경제주체 연령별 정책 시 ․경제주체 성․연령별 정
사점 도출
책 시사점 도출

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한국에서의 조세와 노동시장 간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감세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Mertens and Montiel Olea(2018)과 Ferraro and Fiori(2020)가 있으며 주요 내용
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정책효과의 올바른 추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외생적 충
격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Barro and Redlick(2011)의 결
과를 토대로 Romer and Romer(2009, 2010)의 서술적 접근(narrative approach)과
Mertens and Ravn(2013)의 Proxy-SVARs(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
방법을 사용하여 AMTR의 외생적 충격을 식별하였고, 이를 통해 감세정책의 외
생적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Mertens and Montiel Olea
(2018)는 AMTR의 인하가 실업률을 낮춤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시장 전
체를 분석한 반면 Ferraro and Fiori(2020)는 연령별로 조세 충격 정도와 인센티
브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감세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AMTR 인하의 실업률 감소효과는 연령이 낮을
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며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현상은 결국 AMTR 인하의
실업률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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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erraro and Fiori(2020)의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구분이 결여되
어 있어 조세 충격에 대한 실업률 반응을 성․연령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았
다는 한계점이 있다. 동일 연령대라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 간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변화로 인한 AMTR 변화 정도는 두 성별 간 다르게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시장노동 및 가계 내 생산(home
production) 등의 시간배분 결정과 관련한 가족경제학 연구에 의하면 구성원들은
가계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자신의 시간을 배분하는데,
비교우위는 자신의 경제활동 임금수준과 가계 내 생산의 효율성 등을 통해 결정
된다.2)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아 임금수준이 높
고 가계 내 생산 측면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남성은 시장경제 활동에 여성은 가계 내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
다. 조세제도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 간 비교우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감세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연령별 분석과 함께 성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Ferraro and Fiori(2020)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세법
변경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성․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조세의 변화가 전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연령별
로 조세 충격에 대한 실업률의 반응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같은 조세
제도하에서도 인구구조가 변함에 따라 전체 실업률의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급격
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조세 인하의 전체 실업률 감소효과에 어
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량적 분석방법(quantitativeaccounting)을 사용하였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한계세율 인하를 통해 실업률 감
소를 도모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남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조세 충격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15～
29세 연령그룹의 인구구조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15～29세 연령그룹과 타 연령그룹 간 실업률 충격반응의 편차
가 작고 또한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에 대한 40대 연령그룹의 충격반응 기여도가
약 30%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실업률 감소효과의 약
화가 완만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Becker(1965, 1981), Gronau(1973, 197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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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한국의 인구구조와 경제활동 참여 양
상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Ⅲ절에서는 한국의 성․연령별 AMTR 구성방
법과 도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Ⅳ절에서는 Proxy-SVARs를 통한 성․연령별
실증분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Ⅴ절에서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세율인하
재정정책의 실업률 감소효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으며, Ⅵ절에서는 결론 및 시
사점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세법 변경 사례 및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 관한 설
명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Ⅱ. 한국의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 참여 양상 변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 붐과 경제발전 과정에 동반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베이비 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한국은
인구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누리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6.5%의 높은 실질성장률을 달성하였다.3)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현
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9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연령구간(15～64세)
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완전히 이탈하게 되어 장차 숙련도 높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한국의 합계출
산율은 1983년 이래로 인구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로는 월드뱅크 조사 대상 217개국 중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4) 2020년에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까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5) 이번 절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 경제활
동참가율의 성․연령별 변화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다.6)
3) 한국의 베이비 붐은 통상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출산억제 정책이 본격화하기 직
전인 1963년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1955년도 출생자가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하는 1970년 이
후의 기간에 대해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계산함(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템).
4) 201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18임(World Bank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2021).
5) 2020년 주민등록 기준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임(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0).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별 데이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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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연령그룹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그림 1>은 1980～2018년의 성․연령그룹별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분포
와 성별 평균연령을 나타낸 것이다.7) 분석연령은 편의를 위해 Young(15～29세),
Prime(30～49세) 및 Old(50세 이상)의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전체 성별의 경제
활동인구는 1980년 1,443만 1,000명 수준에서 2018년 2,789만 5,330명 수준으로 지
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Young 그룹의
경제활동인구 비율(labor force share)은 1980년 약 35% 수준에서 2000년과 2018
년에 각각 24%, 1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Prime 그룹은 1980년
약 48%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 약 55% 수준까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증가하
<그림 1> 성․연령그룹별 경제활동인구분포 및 성별 평균연령(1980～20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데이터.
7) 경제활동인구 평균연령은  ≡ ∑ ×  로 계산하였다. 이때 A={15～29, 30～39,
40～49, 50～59, 60+}는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그룹을, ={25, 35, 45, 55, 65}는 각 연령그룹
의 중간 값을 뜻한다. 또한  는 경제활동인구 중 각 연령그룹의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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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2018년에는 약 45% 수준을 보였다. Old 그룹
은 1980년에 약 18% 수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증
가하여 2000년에는 23%, 2018년에는 39% 수준을 보였다. 성별 간 연령그룹별 경
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이는 대체로 비슷하나 연령그룹별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 Young 그룹은 남성보다 평균 7%p 비중이 높았으며 반대로 여성 Prime 그
룹은 남성보다 평균 7%p 비중이 낮았다. Old 그룹은 성별 비중 차이가 거의 존
재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
하여 모든 성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 성․연령그룹별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그림 2>는 1980～2018년의 성․연령그룹별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
낸 것이다. 분석연령은 마찬가지로 Young(15～29세), Prime(30～49세) 및
<그림 2> 성․연령그룹별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1980～20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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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50세

이상)의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먼저 실업률은 모든 성별에서 공통적
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1980년부터 1997년까지는 대
체로 실업률이 감소 추세였으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1998～1999년까지 이례
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후 Prime 그룹과 Old 그룹에서는 대체로 실업
률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Young 그룹은 2010년 초반 이후로 대체로 상승하는 모
습을 보였다. 성별 간 특징으로는 각 연령그룹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였으며 남성의 실업률 변동이 여성보다 더욱 컸음을 들 수 있다. 다
음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Young 그룹에서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
였음에 반해 다른 연령그룹에서는 대체로 변화 추이가 미미하였으며 평균적으로
는 약 7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여성은 모든 연령그룹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980년에 평균 43% 수준에서 2018년에는 약 53% 수
준으로 10%p 가까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다음으로 남성은 Prime-Old-Young 그룹 순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Prime-Young-Old 순으로 높았는데, 이는
병역과 교육 등의 이유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늦게 참여하고 Prime 그
룹의 여성은 결혼 및 출산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Ⅲ. 한국의 성․연령별 AMTR
감세정책은 한계세율 인하를 통해 노동과 여가 사이의 대체효과를 일으켜 생
산의 증대효과를 유발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조세 변화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평균한계소득세율(Average Marginal income Tax Rates:
AMTR)을 추정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8)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조
세 및 사회보장제도가 다르며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Barro and Sahasakul(1983)의 방법을 참조하여 한국의 성․연령별
AMTR을 도출한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9)
8) Joines(1981), Seater(1985), Barro and Sahasakul(1983, 1986) 등 참조.
9) 본고에서 비중 있게 참조하고 있는 Barro and Redlick(2011), Mertens and Montiel
Olea(2018), Ferraro and Fiori(2020) 등은 Barro and Sahasakul(1986)의 방법을 따라 다음
과 같이 AMTR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먼저 임금, 자영업, 합명회사(partnership), 소규모 법
인(S-corporation)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근로소득 개념으로 NBER-TAXSIM을 통해
개인별 한계소득세율과 한계급여세율을 추정하였다. 이후 개인별 한계소득세율과 한계급여

이태헌

59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의 합으로 구성된다.10)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
득과세표준이라 하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적용
하여 결정된다. 이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거처 결정세액을 도출하며 가산세와
기 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된
다.11) 그러나 연구자가 개별 경제주체의 소득 세목과 과세표준, 각종 공제 및 세
액감면 내역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방법으
로 성․연령별 AMTR을 도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
고서에서 1980～2018년까지 성/연령/임금계층별 근로자 수를 얻을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임금계층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총수입금액)을
얻는다 가정하고, 각 연도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성․연령별 근로
소득금액 계층을 도출하였다.12)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소득항목 중 근로소득
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없기 때문
에 본고는 2015～2018년의 국세청 국세통계를 참조하여 성․연령별 근로소득금
액 계층을 종합소득금액 계층으로 변환하였다.13)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
공제를 비롯한 별도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등은 없는 것을 가정하여 ‘종
합소득금액’이 곧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도록, ‘산출세액’이 곧 ‘납부세액’이 되도
록 단순화하였다. AMTR은 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기본세율(한계세율)을 과세
표준계층의 근로자 수로 가중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세율을 경제주체 그룹별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으로 가중평균하여 평균한
계개인소득세율(Average Marginal Individual Income Tax Rate: AMIITR)과 평균한계급
여세율(Average Marginal Payroll Tax Rate: AMPTR)을 도출한 뒤 이를 합하여 경제주
체 그룹별 AMTR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용데이터가 부족하고 소득세법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세율 도출 시 지나치게 많은 가정이 산식에 포함되게 되어 본
고는 Barro and Sahasakul(1983)과 같이 소득세법만으로 AMTR을 도출하였다.
10) 각 소득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등을 제하면 항목별 ‘소득금액’이
도출되며 이를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임.
11) 소득세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제4조, 제14조, 제15조 참조.
1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월 임금총액은 ‘월 급여(정액+초과급여)’와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12’를 합산한 총액이며 본고에서는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총수입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2008년 이전의 자료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0～1991), 임금구
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2～2007)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3) 2015년도 이후 ‘국세통계- 3.1.8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Ⅱ’을 통해 성․연령
별로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 간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비율을 평균하여 계층 변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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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한계세율   ×      
    
∑     

여기서,    ,    ,   ,   

(1)

<그림 3>은 1980～2018년까지 한국의 성․연령별 AMTR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AMTR(실선)은 남성의 AMTR(긴 점선)과 근접한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의
유사한 움직임을 갖는 반면 여성의 AMTR(짧은 점선)은 남성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의 AMTR이 남성보다 낮은 현상은 여성
노동인구가 남성에 비해 저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 또한 전체 AMTR과 남성 AMTR이 근접하여 움직이는 현상은 여성의 취업
자 수가 남성에 비해 적음에 기인하여 발생한다.14) 그리고 남성과 달리 여성의
<그림 3> 성․연령별 AMTR: 1980～2018

14)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남성 근로자 수가 여성보
다 확연히 많다. 남성 전체 근로자 수는 여성에 비해 1980년에는 1.62배, 2018년에는 1.34
배 많았다. 여성 근로자 수가 남성을 앞서는 경우는 2002～2018년간 29세 이하 연령그룹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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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TR이 대체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갖는 것은 한계세율을 낮추는 세법 변경 시
여성이 직면하는 한계세율 인하효과가 크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율
인하효과가 작은 저임금계층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9세 이하 연령그룹이 타 연령그룹 대비 가
장 낮은 AMTR 수준을 보였다. 또한 남성 60세 이상 연령그룹의 AMTR은 타
연령그룹과는 달리 198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
였는데, 이는 60세 이상 연령그룹에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임금계층의 근로자 비
중이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한계세율이 낮은 저임금계층의 근로자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결과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60세 이상 남성 근로
자의 최저 및 최고 임금계층 종사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최저임금계층에
0%, 최고임금계층에 약 12.3%의 근로자가 종사하였으나 2018년에는 최저임금계
층에 약 3%, 최고임금계층에 약 3.3%의 근로자가 종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퇴직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재취업 시에는 퇴직 전보다 더욱 낮은 수준의 임금
을 받는 현상에 기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Ⅳ. Proxy-SVARs 실증분석
SVARs(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은 변수 간 피드백 효과를 허용
하여 관심 변수의 동시적 인과관계와 함께 미래의 충격반응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수의 거시경제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조세정책과
관련한 SVARs 연구 중 대표적으로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정책 시차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한 단기제약(short-run restriction)을,
Mountford and Uhlig(2009)은 사전적 단기제약 조건과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호제약(sign restriction)을 부과하여 조세승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에
서 도출된 조세승수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15) SVARs가 갖는 장점과 편
리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구조모형 충격의 올바른 식별을 위해 어떠한 제
약조건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고는 AMTR 충격에 대
한 실업률의 동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Mertens and Montiel Olea(2018),
Ferraro and Fiori(2020) 등에서 사용된 Proxy-SVARs를 시행하였다. Proxy15)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조세승수가 1을 넘지 않음을 도출했음에 반해 Mountford
and Uhlig(2009)는 조세승수가 최대 3 이상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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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Rs는 모형 내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생적 정보를 사용하여 무리한 식별제약
없이 구조모형을 도출하게 해 준다.16) 이를 위해 먼저 Romer and Romer(2010)
의 서술적 접근방법으로 외생적인 세법 변경 사례를 식별하였으며, 이를 AMTR
충격의 대리변수로서 Proxy-SVARs에 적용하였다. AMTR의 구조적 충격은
VAR 분석의 요구 기준(criteria)인 ① 현재 및 과거 정보하에서의 비예측성
(unpredictable), ② 타 변수 구조모형 충격과의 비상관성(uncorrelated), ③ 현재
의 충격이 미래 조세정책에 관한 정보가 되지 않을 것(unanticipated) 기준을 충
족함을 가정하였다.
1. 외생적 세법 변경 사례의 식별

Romer and Romer(2009, 2010)는 세법 변경사유를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 현재
경제상황과 상대적으로 외생적인 세법 변경을 식별하는 서술적 접근방법을 소개
하였다. 이들은 세법 변경의 내생적 범주로, ① 정부 지출 변화에 대한 대응과 ②
정부 지출 외에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응을, 외생적 범주로 ③ 승계된 재정적자(과거 경제상황 및 재정 결정의 결과)
에 대한 대응과 ④ 장기적 목표달성(성장률, 공정성, 정치철학 등)을 위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본문과 제정․개정 이유를 활
용하여 1980～2018년간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계층, 기본세율, 근로소득공제 등이
변경된 17번의 사례를 대상으로 소득세법의 제․개정 이유를 분석하여 현재 경
제상황과 상대적으로 외생적인 사유로 세법 변경이 이루어진 9건의 사례를 도출
하였다.17) 소득세법 변경 내용과 제정․개정 이유, 그리고 외생적 세법 변경 사
16) 전통적인 VAR 모형에서 충격반응함수 도출 시 촐레스키 분해(직교화)를 이용하는 경우
모형 내 변수 간 ordering 문제가 발생하며, Blanchard and Perotti(2002), Mountford and
Uhlig(2009)와 같이 사전적 단기제약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제약에 따라 그 결과도 제한적
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형에 비해 Proxy-SVARs 모형은 대리변수가 갖는 특
징(관심변수와는 동시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기타 변수와는 존재하지 않음)을 활용하여
단기제약 또는 부호제약과 같은 무리한 가정 없이 구조모형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책변수 충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생성 문제를 외생적 대리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방법의 자세한 설명은 2항 참조.
17) 세법 변경 이유 중 ‘물가상승’, ‘근로 및 사업의욕고취’, ‘임금․소득 수준 상승’, ‘부동산시장
안정 및 건설경기 진작’, ‘부동산투기 차단’, ‘국내 경기 활성화’, ‘소비진작 기대’, ‘주택거래
활성화 및 주택전세시장 안정’ 등과 같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표
현이 명시된 경우는 내생적인 사유로 변경된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제외
한 총 9건의 사례를 외생적 세법 변동 사례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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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식별방법은 부록의 <표 A.1>로 정리하였다. 도출된 9건의 외생적 변경 사
례들은 세법 제․개정부터 시행까지 모두 1년 이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행
시차로 인한 예상효과(anticipation effect)는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하였다.18) ‘t’년
도의 외생적 세법 변경이 AMTR에 미친 영향은 ‘t-1’년도의 소득수준하에서 ‘t’년
도 개정세법과 ‘t-1’년도 개정 전 세법에 따른 AMTR을 각각 도출한 뒤, 두
AMTR의 차로서 계산하였다.
<표 3>～<표 5>는 외생적 세법 변경 사례가 성․연령별 AMTR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9번의 외생적 세법 변경은 대체로 한계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었으며 전 연령계층(1)의 부호는 각 연령계층((2)～(6))의 부호와 대체
로 일치하였다. 다만 <표 4>에서 1995년도에 남성이 모두 음의 값을 가진 것에
반해 <표 5>에서 여성은 해당연도에 모두 양의 값을 가졌다. 이는 1994년도 세
법상에 6개의 과세표준계급이 존재하던 것을 1995년도 세법 개정 시 4개로 단순
화하는 과정에서 최저 한계세율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남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저소득 직종에 많이 종사하던 여성들은 종합적으로 세율인상 효
<표 3> 외생적 세법 변경이 AMTR에 미친 영향: 전 성별

Year

1989
1991
1994
1995
1996
1997
2002
2009
2010

Aggregate
(1)
-3.21
-2.54
-1.55
-2.12
-0.45
-0.69
-2.63
-0.82
-0.72

Impact on AMTRs(Both Sex, %p)
15～29 30～39 40～49 50～59
(2)
(3)
(4)
(5)
-2.68
-3.82
-3.60
-3.53
-2.62
-1.99
-2.15
-2.32
-1.68
-2.01
-2.48
-1.60
0.17
-3.35
-2.62
-1.98
-0.01
-0.30
-0.54
-0.70
-0.75
-0.05
-0.73
-0.75
-1.30
-2.19
-2.04
-1.90
-0.76
-0.10
-0.84
-0.86
-0.64
-0.79
-0.71
-0.62

60+
(6)
-3.69
-2.75
-1.35
-1.30
-0.30
-0.83
-1.60
-0.95
-0.43

18) Mertens and Ravn(2012), Mertens and Montiel Olea(2018), Ferraro and Fiori(2020) 등은
세법 변경의 예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제․개정부터 시행까지 1년 이내로 소요된 사례를
식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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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생적 세법 변경이 AMTR에 미친 영향: 남성

Year

1989
1991
1994
1995
1996
1997
2002
2009
2010

Aggregate
(1)
-3.34
-2.34
-1.88
-3.14
-0.61
-0.69
-3.08
-0.82
-0.78

15～29
(2)
-3.15
-3.11
-2.50
-0.98
-0.01
-1.04
-2.10
-0.68
-0.77

Impact on AMTRs(Male, %p)
30～39 40～49
(3)
(4)
-3.35
-3.87
-2.60
-1.93
-2.08
-2.17
-2.85
-3.48
-0.33
-0.90
-0.61
-0.46
-2.25
-2.19
0.01
-0.83
-0.85
-0.76

50～59
(5)
-3.91
-1.96
-2.64
-2.65
-0.52
-0.76
-2.03
-0.81
-0.68

60+
(6)
-3.93
-4.24
-1.54
-2.16
-0.36
-0.75
-1.49
-0.86
-0.48

<표 5> 외생적 세법 변경이 AMTR에 미친 영향: 여성

Year

1989
1991
1994
1995
1996
1997
2002
2009
2010

Aggregate
(1)
-2.95
-2.96
-0.83
0.43
-0.05
-0.70
-1.60
-0.82
-0.60

Impact on AMTRs(Female, %p)
15～29 30～39 40～49 50～59
(2)
(3)
(4)
(5)
-2.77
-2.6
-2.80
-2.54
-2.85
-2.74
-2.86
-3.68
-0.76
-1.68
-0.73
-0.64
2.17
0.92
0.73
1.35
-0.00
-0.09
-0.10
-0.07
-0.55
-0.54
-0.54
-0.99
-1.69
-1.89
-1.81
-1.66
-0.96
-0.88
-0.88
-1.00
-0.50
-0.64
-0.52
-0.42

60+
(6)
-2.87
-2.84
-0.38
2.15
-0.06
-1.13
-1.55
-1.34
-0.26

과를 겪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 3>의 전 성별 자료에서 1995년도 15～29세
연령계층(2)이 양의 값을 갖는 이유는 해당 연령계층에서 최저 한계세율을 적용
받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에 비해 더욱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여성
보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법 변경이 AMTR에 미친 영향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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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2. Proxy-SVARs의 추정

이번 항에서는 Mertens and Ravn(2013)의 Proxy-SVARs과 본 연구에서의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고에서 사용된 축약모형은 다음과 같다.
  
       
 
   
   
     
   
 
 
   


  



    


  





 



(2)

이때 는 상수,   은  -1의 시차를 갖는 다항식행렬이며,  는 VAR의 시
차길이로서 AIC, HQIC 결과에 따라 Ferraro and Fiori(2020)와 같은 ‘2기’로 부여
하였다. 분석기간은 1980～2018년이며,  ,  ,  는 각각
성․연령별 AMTR,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이다.  은 Ⅲ절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소득세법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그리고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도출
하였으며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는 통제변수로서 경기와 통화정책, 정부 재정, 조세제도 간 피드백을 고려하도록
Ferraro and Fiori(2020)과 동일하게 ‘일인당 실질 GDP(로그)’, ‘연평균 실질
KOSPI 지수(로그)’, ‘콜금리’, ‘일인당 실질 정부지출(로그)’, ‘성․연령별 평균세
율’, ‘일인당 실질 중앙정부부채 성장률(로그차분)’의 6개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해
당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콜
금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식 (2)의 축약모형 오차가 구조모형 충격의 선형조합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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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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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서 식별해야 하는 부분이다. AMTR 충격의 대리변수인  는 다음
의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4)
(5)

         ≠ 


   

  f or  ≤  ≤ 

이는 대리변수  가 AMTR 구조충격  와는 동시기적 상관관계가 존재
하며 AMTR 외 다른 변수의 구조 충격과는 동시기적 상관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 세법 변경이 일어난 때에는 <표 3>～<표 5>의 값을, 그
외의 기간에는 ‘0’을 부여하여 이를 성․연령별 AMTR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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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면, 식 (3)～(5)를 통해 식 (6)～(7)을 도출할 수 있다(이때  은 0이
아닌 스칼라,  는 비특이 행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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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기적으로  에 1단위의 효과를 준다고 가정하면,

     가 되며 식 (7)에 의해  전체를 도출할 수 있다. 도출

한  을 통하여 AMTR 충격에 대한 타 변수들의 충격반응을 얻을 수 있다.
  





 









3. 세율 충격의 총 효과

이번 항에서는 AMTR 충격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보겠다. 총인구 대비 취업자 수는 아래와 같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AMTR 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은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또는 두 변수 모두의 반응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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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그림 6>은 AMTR의 1%p 인하 충격에 대한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반응을 각 성별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공통
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은 일부를 제외하곤 68% 구간에서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비해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유의한 충격반응이 나타났다.
Meghir and Phillips(2010) 등 다수의 미시노동 분야 연구에서 노동공급 변동이
노동시장의 외연적인 진입과 퇴출(extensive margin)에 의해 발생됨을 설명함에
반해 본고에서는 Ferraro and Fiori(2020)와 마찬가지로 한계세율 인하 충격이 경
제활동참가율에 유의한 충격반응을 주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Ferraro and
Fiori(2020)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총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장기간 인구 추
세에 영향을 받는 낮은 빈도의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이 세율 충
격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1980～2018년간 평균적으로 경제활동인
<그림 4> AMTR 인하 충격에 대한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 전 성별

주: <그림 4>～<그림 6>은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체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공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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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MTR 인하 충격에 대한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 남성

주: <그림 4>～<그림 6>은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체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공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구의 약 60%를 남성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4>～<그림 5>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유의하고 강한 실업률의 충격반응은 충격 1
기 후에 나타났다. <그림 4>의 충격 1기 후 실업률 반응은 약 -0.38%p로 이는
AMTR의 1%p 감소 충격이 2018년 경제활동인구(전체 성별) 기준으로 약 11만
명의 고용이 일어난 것과 같은 효과이다.19) <그림 5>의 충격 1기 후 실업률 충
격반응은 약 -0.35%p로 이는 2018년 남성 경제활동인구 기준 약 6만 명의 고용
이 일어난 것과 같은 효과이다. <그림 6>에서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 반응은 남성에 비해 더욱 강하고 유의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가장 강한 반응은 충격 1기 후에 약 -0.58%p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여성 경
제활동인구 기준 약 7만 명의 고용이 일어난 것과 같은 효과이다. AMTR의 표준
편차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약 2.6～3%p 수준으로, 분석에서 사용한 AMTR의
1%p 인하 충격이 비현실적인 사건은 아니며,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한계세율 인
19) Ferraro and Fiori(2020)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하고 유의한 반응은 1기에 나타났으며,
전 성별 실업률의 감소효과는 약 0.7%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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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MTR 인하 충격에 대한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 여성

주: <그림 4>～<그림 6>은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체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공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하 충격이 전체 실업률에 실질적으로 유의하고 강한 영향을 끼침을 나타낸다.
4. 세율 충격이 연령별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이번 항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실업률 충격반응에 연령그룹별 경제활동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다. 전체 실업률은 연령그
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실업률을 사용하여 식 (8)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이
때 a는 연령그룹의 척도이며 본고는 ‘15～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의 총 5개 연령그룹을 구성하였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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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표본평균값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표본평균값
전 성별
남성
여성


 
 ∼ 


 
 ∼ 


 
 ∼ 


 
 ∼ 


 
 

0.244
0.216
0.284

0.265
0.290
0.228

0.240
0.244
0.234

0.161
0.162
0.159

0.091
0.088
0.094

조세 충격에 대한 전체 실업률의 충격반응에 연령그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실업률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연령그
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표 6>과 같은 표본평균값(상수)을 갖는다 가정하고
식 (9)와 같이 가상의 전체 실업률을 각 성별로 도출하였다.20)
 
    ≡ ∑  
 
 ×      ∑     

(9)

이후 성별 가상 실업률 변수  를 Proxy-SVARs에 대입하여 가상의 충격반
응을 도출하고, 실제 실업률 데이터 충격반응과 가상 실업률 데이터 충격반응을
비교하였다. 충격반응의 비교 결과는 <그림 7>～<그림 9>와 같다.
<그림 7>～<그림 9>에서 공통적으로 실제 실업률 충격반응(원형 마커 실선)과
가상 실업률 충격반응(삼각형 마커 실선)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9>의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는 두 충격반응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방향성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세율 충격에 대한 전체 실업률의 반응은 남성과 여성 모
두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아닌 연령별 실업률에 의해 대부분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Ferraro and Fiori(2020)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경제활동참
가율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인구 추세에 영향을 받는 낮은 빈도의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일시적인 한계세율 충격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실업률의 충격반응은 각 연령그룹 실업률 충격반응의 가중평균으
로서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이때  는 초기 충격 후 시차이며 각 연령그
룹별 실업률 충격반응의 가중치는  이다.
  





  ≈ ∑  
 
 ×  

20) FLFS는 Fixed Labor Force Shares를 뜻함.

(10)

이태헌

71

<그림 7> 실제 실업률 데이터와 가상 실업률 데이터의 충격반응 비교: 전 성별

주: <그림 7>～<그림 9>는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체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과 삼각형 마커 실선은 각각 실제 실업
률 데이터 및 가상 실업률 데이터의 점 추정치를 나타내며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
공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그림 8> 실제 실업률 데이터와 가상 실업률 데이터의 충격반응 비교: 남성

주: <그림 7>～<그림 9>는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체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과 삼각형 마커 실선은 각각 실제 실업
률 데이터 및 가상 실업률 데이터의 점 추정치를 나타내며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
공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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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제 실업률 데이터와 가상 실업률 데이터의 충격반응 비교: 여성

주: <그림 7>～<그림 9>는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체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충격반응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과 삼각형 마커 실선은 각각 실제 실업
률 데이터 및 가상 실업률 데이터의 점 추정치를 나타내며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
공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연령그룹별 충격반응    가 모두 동일하다면 ∑    이므로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  는 각 연령그룹의 경제활동인구 비율과는 무관하게
    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가 연령그룹별로 다르다면   
는 연령그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경제활동인구의 연
령구성 변화는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성․연령별
실업률 충격반응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0>～<그림 12>는 Proxy-SVARs 모형에 성․연령별 변수(AMTR, 대
리변수,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평균세율)를 대입하여 도출한 성․연령별 실업
률 충격반응이다. <그림 4>～<그림 5>의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과 마찬가지로
<그림 10>～<그림 11>의 연령별 실업률 충격반응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전체 성별 및 남성의 모든 연령그룹에서 가장 강한 충격반응은 충격 1
기 후에 나타났다. 특히 패널 B의 29세 이하 그룹 충격반응은 각각 -1.71%p,
-1.70%p로 이는 <그림 10>～<그림 11>의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패널 A) 대비
약 4.5, 4.8배에 해당한다. 그 외의 연령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유의성이
낮은 충격반응이 도출되었다. 전체 성별 및 남성의 연령별 충격반응은 30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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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변화가 미미한 L자 혹은 U자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령별로 노동 공
급의 기간 간 대체효과가 상이하고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동공급탄력성이
증가함을 설명하는 다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한계세율 인하의 실업률 감소
<그림 10> AMTR 인하 충격에 대한 연령별 실업률의 충격반응: 전 성별

주: <그림 10>～<그림 12>는 연령별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실업률의 충격반응을 각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공
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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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MTR 인하 충격에 대한 연령별 실업률의 충격반응: 남성

주: <그림 10>～<그림 12>는 연령별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실업률의 충격반응을 각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공
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효과는 젊은 세대일수록 크게 나타남을 뜻한다.21)
21) Rios-Rull(1996), Gomme et al.(2005), Hansen and Imrohoroglu(2009), Meghir and
Phillips(2010), Jaimovich, Pruitt, and Siu(2013), Karabarbounis(2016), Ferrière and
Navarro(2018), Zidar(201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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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MTR 인하 충격에 대한 연령별 실업률의 충격반응: 여성

주: <그림 10>～<그림 12>는 연령별 AMTR 1%p 인하 충격에 대한 실업률의 충격반응을 각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 마커 실선은 점 추정치를, 일점쇄선과 파선은 각각 68% 및
95% 유의구간을 나타낸다. 각 유의구간은 Newey and West(1987)의 HAC-robust 오차공
분산행렬 및 Montiel Olea, Stock, and Watson(2017)의 Delta-method로 계산되었다.

<그림 12>에서 여성의 각 연령그룹은 남성보다 더욱 장기적으로 유의한 충격
반응을 보였다. 60세 이상 연령그룹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충격반응은 충격 3기
후에 나타났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29세 이하 연령그룹(패널 B)의 충격반응이
가장 강했다(-0.82%p). 이는 패널 A의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 대비 약 1.9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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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그 외 연령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충격반응이 약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15～29세 연령그룹과 타 연령그룹 간의 충격반응 차이 정도가 적었다. 40대 연령
그룹의 충격반응은 15～29세 연령그룹 다음으로 크게 도출되었으며 40대 연령그
룹의 충격반응을 제외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L자 혹은 U
자 형태의 충격반응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실업률 충격반
응에 시차가 나타나는 현상과 40대 여성 그룹에서 비교적 강한 충격반응이 도출
된 원인에 대해 본고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으나 <그림 2>의 성별 경제
활동참가율을 토대로 여성 충격반응의 시차를 해석하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
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한계세율 인하로 인한 노동수요 증가 시 고용의 기회
를 남성보다 늦게 제공받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Kimmel and Connelly
(2007)의 결과를 토대로, 40대 연령그룹 자녀들의 연령이 대체로 10대임을 감안
할 때 자녀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 교육비의 지출은 점차 증가하고 가계
내 생산이나 자녀 양육에 요구되는 시간투입의 수준이 점차 줄어들어 한계세율
인하 충격이 30대 여성보다 40대 여성에게 더욱 큰 실업률 감소효과를 주었다
해석할 수 있다.22)

Ⅴ. 인구구조와 세율인하 효과의 변화
이번 절에서는 Ⅳ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계세율 인
하 정책의 실업률 감소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량적 분석방법(quantitativeaccounting)으로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충격반응이 각 연
령그룹 충격반응의 가중평균이 되도록 수식을 구성하고 매해 각 연령 그룹의 정
보를 대입하여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실업률 감소효과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22) Gomme et al.(2005)는 1962～2000년 동안의 CPS March Supplement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기변동 대비 노동시간 변동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U자 형태로
나타나고,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변동성이 컸으나 35～44세 그룹에서는 여성의 변동성이
더욱 컸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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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에 대한 연령그룹별 기여도 추정

먼저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에 대한 각 연령그룹별 기여도를 식 (11)과 같이
추정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연령그룹별 충격반응의 통계적 유의
성을 고려하여 전체 성별과 남성의 기여도 추정 결과는 충격 0～1기를, 여성은
충격 2～3기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11)

   
  ∑     
  ≡ 
 
 ×
  

제시된 h기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갖는 연령계층은 남녀 모두에서 15～29세였
으며 전체 성별 및 남성의 경우 15～29세 계층 기여도가 약 63～76%로 여성에
비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15～49세까지의 비중은 전 성별 및 남성의 경우
약 90%, 여성의 경우에는 약 88%에 육박하였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구성이 연령별 기여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 모든 연령그룹에서 1/5로 동일하다 가정하고 식 (12)
와 같이 가상의 연령별 기여도  를 추정하였다.23) 추정 결과는 <표
8>과 같다.






   


(12)

    
  
 
≡ × 


  

<표 7>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

h(충격 후 시차)
∼ 
 

∼ 
 

∼ 
 

∼ 
 





전 성별

0
0.761
0.018
0.125
0.076
0.021

1
0.691
0.081
0.119
0.081
0.028

23) FLFS는 Fixed Labor Force Shares를 뜻함.

0
0.657
0.168
0.081
0.060
0.035

남성

1
0.625
0.184
0.080
0.068
0.043

2
0.457
0.190
0.233
0.072
0.049

여성

3
0.445
0.193
0.236
0.09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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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에 대한 가상의 연령별 기여도

h(충격 후 시차)
∼  
 

∼  
 

∼  
 

∼  
 

 



전 성별

0
0.708
0.015
0.118
0.107
0.052

1
0.638
0.069
0.112
0.113
0.069

0
0.645
0.123
0.070
0.078
0.084

남성

1
0.607
0.134
0.069
0.088
0.103

2
0.366
0.189
0.226
0.103
0.117

여성

3
0.358
0.194
0.231
0.129
0.088

<표 8>에서도 <표 7>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기여도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
계층은 15～29세였으며 전 성별 및 남성의 기여도가 여성에 비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15～49세까지의 비중은 전 성별 및 남성의 경우 약 81～84%, 여성의
경우에 약 78%로 도출되어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구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표 7>과 비교 시 15～49세 그룹에 약 6～10%p의 비중 감소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2018년간 15～49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연평균 약 75%임에
반해 식 (12)에서는 이를 60%로 간주하여 해당 연령의 충격반응을 과소 반영했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고려하여 연령그룹별 기
여도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연령별 충격반응의 분해 및 연령별 실업률의 세율탄력성
추정

이번에는 성․연령별 실업률 충격반응    를 성․연령별 ① 평균 실업
률, ② 평균 AMTR, 그리고 ③ 실업률의 세율탄력성으로 분해하여 식 (13)과 같
이 성․연령별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  ≡ 
 
×
×

  × 



  
  

 

(13)

,
는 성․연령별 실업률과 AMTR의 평균을,  는 성․연령별 실
업률의 세율탄력성을 나타낸다.  는 AMTR,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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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로그 변환 후 Proxy-SVARs를 실시하여 도출된 충격반응 값을 사용하였
다. 요약통계량은 <표 9>～<표 11>과 같다.
근로자의 이직 및 생애주기별 실업률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평균실업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단조적으
로 감소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다.24) 평균AMTR은 남
<표 9> 연령그룹별 평균 경제활동인구 비율, 실업률, AMTR의 요약통계량: 전 성별

연령그룹
평균경제활동인구 비율
평균실업률
평균AMTR
평균UNR/평균AMTR

15+ 15～29 30～39 40～49 50～59 60+
1
0.244 0.265 0.240 0.161 0.091
3.448 7.332 2.777 2.165 1.934 1.130
15.312 11.755 16.613 17.320 16.285 15.162
0.225 0.624 0.167 0.125 0.119 0.074

<표 10> 연령그룹별 평균 경제활동인구 비율, 실업률, AMTR의 요약통계량: 남성

연령그룹
평균경제활동인구 비율
평균실업률
평균AMTR
평균UNR/평균AMTR

15+ 15～29 30～39 40～49 50～59 60+
1
0.216 0.290 0.244 0.162 0.088
3.932 8.605 3.184 2.567 2.496 1.488
17.161 13.325 17.506 19.151 17.980 16.151
0.229 0.646 0.182 0.134 0.139 0.092

<표 11> 연령그룹별 평균 경제활동인구 비율, 실업률, AMTR의 요약통계량: 여성

연령그룹
평균경제활동인구 비율
평균실업률
평균AMTR
평균UNR/평균AMTR

15+ 15～29 30～39 40～49 50～59 60+
1
0.284 0.228 0.234 0.159 0.094
2.713 5.917 1.975 1.527 1.099 0.659
11.544 10.371 12.565 11.421 11.093 10.416
0.235 0.571 0.157 0.134 0.099 0.063

24) Jovanovic(1979), Chéron, Hairault, and Langot(2013), Esteban-Pretel and Fujimoto(2014),
Papageorgiou(2014), Gervais et al.(2016), Menzio, Telyukova, and Visschers(2016)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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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령별 실업률의 세율탄력성: 전 성별

연령그룹
충격0기 탄력성
충격1기 후 탄력성

15+
1.133
1.698

15～29
1.824
2.838

30～39
0.163
1.288

40～49
1.273
2.406

50～59
0.470
1.830

60+
0.877
0.828

50～59
0.244
1.464

60+
1.632
1.472

50～59
1.749
2.307

60+
1.601
1.245

<표 13> 연령별 실업률의 세율탄력성: 남성

연령그룹
충격0기 탄력성
충격1기 후 탄력성

15+
1.368
1.862

15～29
1.992
2.497

30～39
1.527
2.368

40～49
1.314
1.857

<표 14> 연령별 실업률의 세율탄력성: 여성

연령그룹
충격2기 후 탄력성
충격3기 후 탄력성

15+
1.207
1.257

15～29
1.015
1.095

30～39
1.659
1.889

40～49
2.388
2.883

<표 15> 성․연령별 충격반응 분해를 통해 도출한 연령별 기여도

h(충격 후 시차)
∼ 
′ 

∼ 
′ 

∼ 
′ 

∼ 
′ 


′ 


전 성별

0
0.822
0.021
0.113
0.027
0.017

1
0.718
0.095
0.120
0.058
0.009

0
0.661
0.192
0.102
0.013
0.031

남성

1
0.602
0.216
0.105
0.057
0.021

2
0.490
0.177
0.223
0.082
0.028

여성

3
0.468
0.178
0.238
0.096
0.019

성의 경우 40대-50대-30대-60대 이상-20대 이하 순으로, 여성은 30대-40대-50대60대 이상-20대 이하 순으로 높았다. 여성은 소득수준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모든 연령그룹에서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AMTR 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별 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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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았다. 평균AMTR 대비 평균실업률 비율은 평균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대체로 단조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12>～<표 14>는 성․연령별 실업률의 세율탄력성 값이다. 세율탄력성은
AMTR,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평균세율을 로그 변환 후 Proxy-SVARs를
실시하여 도출한 충격반응의 값이다. 남성의 경우 15～29, 30～39세 연령그룹이,
여성의 경우 40～49세 연령그룹이 상대적으로 큰 탄력성 값을 가졌다. <표 15>
는 식 (15)에 의해 도출된 성․연령별 기여도이며 대체로 <표 7>와 유사하게 도
출되었다. 가장 높은 기여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15～29세 연령그룹에서 나
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높은 수준을 보였다. 15～29세 연령그룹 다음으
로는 남성은 30～39세 연령그룹에서, 여성은 40～49세 그룹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3. 인구구조 변화와 세율인하 정책효과의 관계

이번 항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세율인하 정책의 실업
률 감소효과에 성․연령별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추정하였다. 먼저 식 (13)을
변형하여 식 (14)와 같이 가상의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을 성별로 도출하였다.25)
비교를 위해  와  대신 평균값(  , 
 )을 대입하여 인구구조
의 변화( )만을 허용한 충격반응 결과도 <그림 13>～<그림 15>에 함께 제시
하였다.
 

 







 

(14)

  



     ≡ ∑ 
     ×  ×   

 

<그림 13>～<그림 15>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실업률의 가상 충격반응을
성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그림 14>는 전체 성별 및 남성의
h=0 및 h=1기에 대한 가상 충격반응을 나타냈으며 두 기간 충격반응의 패턴은
유사하였다. 실선( 및  대입) 및 점선(  및 
 대입) 모두
에서 분석의 시작점이자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한 1980년
대 초반에 강한 충격반응이 나타났으며 이후로 실선 및 점선 모두에서 실업률
 

 

25) AC-adj는 Age Composition adjusted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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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체 실업률의 충격반응: 전 성별

주: <그림 13>～<그림 15>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AMTR의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
체 실업률의 가상 충격반응을 성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식 (14)와 같이 연령별 실
업률과 AMTR에 실제 시계열 데이터를 대입한 결과는 실선으로, 비교를 위해 평균값을 대
입한 결과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원형 마커는 ‘h=0’(여성의 경우 ‘h=2’)의 충격반응
을, 다이아몬드 마커는 ‘h=1’(여성의 경우 ‘h=3’)의 충격반응을 나타낸다.

충격반응의 전반적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조세 충격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15～29세 연령그룹의 인구구조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실선의 충격반응은 점선에 비해 변동이 컸는데,
특히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전체 실업률이 1997년도에 약 2.6%
의 수준에서 1998～1999년에는 약 6～7%까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실선
충격반응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비율( )만을 변
수로 간주한 점선의 충격반응 역시 마지막 관찰연도인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 비추어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세율인하 정책이 도모하는
실업률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15>는 여성의 h=2 및 h=3기 가상 실업률 충격반응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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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체 실업률의 충격반응: 남성

주: <그림 13>～<그림 15>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AMTR의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
체 실업률의 가상 충격반응을 성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식 (14)와 같이 연령별 실
업률과 AMTR에 실제 시계열 데이터를 대입한 결과는 실선으로, 비교를 위해 평균값을 대
입한 결과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원형 마커는 ‘h=0’(여성의 경우 ‘h=2’)의 충격반응
을, 다이아몬드 마커는 ‘h=1’(여성의 경우 ‘h=3’)의 충격반응을 나타낸다.

으며 역시 두 기간 충격반응의 패턴은 유사하였다. 점선의 충격반응은 감소 추세
이기는 하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하며 실선의 충격반응은 1980
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로
는 대체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비
율, 그리고 세율탄력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80～2018년간 경제활
동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모든 연령그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이는
여성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표 7> 및 <표
15>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15～29세 연령그룹 기여도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남성 15～29세 연령그룹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여성보다 더욱 빠르
게 감소하며 감세정책의 실업률 감소효과 약화가 여성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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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체 실업률의 충격반응: 여성

주: <그림 13>～<그림 15>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AMTR의 1%p 인하 충격에 대한 전
체 실업률의 가상 충격반응을 성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식 (14)와 같이 연령별 실
업률과 AMTR에 실제 시계열 데이터를 대입한 결과는 실선으로, 비교를 위해 평균값을 대
입한 결과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원형 마커는 ‘h=0’(여성의 경우 ‘h=2’)의 충격반응
을, 다이아몬드 마커는 ‘h=1’(여성의 경우 ‘h=3’)의 충격반응을 나타낸다.

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붐 세대는 2000년 이후로 주로 40대 이상 연령그룹에
해당되는데, 40～50대 연령그룹의 세율탄력성( )과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에 대
한 기여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높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감세정
책의 실업률 감소효과 약화가 종합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디게 진행되었다.
식 (14)는 실업률의 세율탄력성이 연령별로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시간에서
일정하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세율탄력성( )이 인구구조( ) 변화
를 상쇄한다면 <그림 13>～<그림 15>에서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률 충
격반응의 감소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7>과 <표 15>에서 15～29세 연령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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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은 모든 성별에서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 기여도가 가장 크며, 또한 <그림 1>
에서 15～29세 연령그룹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이 1980년 이후로 하락 추
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 다소 낮아진 환경인 1986～2018년에서
의 성․연령별 세율탄력성  ′ 을 새로 도출하고, 새로운 세율탄력성 
′
이  의 하락을 상쇄할 만큼 기존의 세율탄력성(
)보다 커지는지,
또한 새로운 실업률 충격반응( ′ )은 <그림 13>～<그림 15>의 충격반응
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26) 분석 결과 <표 16>과 같이 새 표본기간
(1986～2018년)의 15～29세 연령그룹 세율탄력성 (
′ )은 모든 성별 및 모
든 h기에서 전체 표본기간(1980～2018년)의 세율탄력성( 
)보다 오히려 작
게 도출되었다. 그리고 전체 실업률의 충격반응에서 15～29세 연령그룹의 기여
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새로 도출한 실업률 충격반응
( ′ )은 전체 표본기간의 실업률 충격반응( )보다 더 작게 도출되
었다.27) 또한  ′ 와 
간에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반응 감
소 정도에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세율탄력성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변화를 상쇄하지 않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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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6>   ∼   (1980～2018년) 및   ∼   (1986～2018년) 비교

실업률의
전 성별
남성
여성
세율탄력성
표본기간 1980～2018 1986～2018 1980～2018 1986～2018 1980～2018 1986～2018
h=0(여성: h=2) 1.824
1.380
1.992
1.659
1.015
0.909
h=1(여성: h=3) 2.838
2.179
2.497
2.256
1.095
1.014
26) Ferraro and Fiori(2020)은 데이터 전체기간(1961～2012년)의 실업률 충격반응 결과와
Young 그룹(16～34세)의 labor force shares가 평균 이상이었던 1970～2002년의 실업률 충
격반응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관측기간이 짧아 분석의 강건성
이 유지되는 최대 범위인 초기 6년을 제외한 1986～2018년의 기간을 임의로 선정하여 전
체기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27) 초기 6년을 제외한  ′ 은  보다 h=0 및 h=1에서 전체 성별의 경우 평균적
으로 약 0.10%p, 0.18%p 작게,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0.04%p, 0.16%p 작게 도출되었
다. 여성은 h=2 및 h=3에서 평균적으로 약 0.06%p 작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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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현상은 강건함을 확인하였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감세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성․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소득세법과 사회보장제도에 부합하도록 평균한계
소득세율(AMTR)을 구성하고 서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외생적인 세법 변경 사례
를 식별하였다. AMTR의 1%p 인하가 성․연령별로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분석하기 위해 AMTR 충격의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Proxy-SVARs를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실업률 충격반응이 연령그룹별로 상이
하게 도출되었다. 특히 15～29세 연령그룹은 타 연령그룹에 비해 강하고 유의한
반응을 얻었는데, 남성 15～29세 연령그룹은 전체 연령그룹 대비 4.8배, 여성
15～29세 연령그룹은 전체 연령그룹 대비 1.9배에 달하는 충격반응을 얻었다. 충
격반응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15～29세 연령그룹을 제외
하면 다른 연령그룹 간의 충격반응 차이는 미미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
구구조의 변화가 감세정책의 실업률 감소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정량적
분석방법(Quantitative-account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감세정책의 실업률 감소효과를 지속적으
로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전체 실업률의
충격반응에 가장 큰 기여도를 갖는 15～29세 연령그룹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의 인구구성 변화가 조세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의
미를 가짐을 나타낸다. 한계세율 인하로 기대되는 실업률의 감소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연령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연령그룹별로 차별화된 세율인하 정책, 특히 15～29세 연령그룹의 세액부담을 더
욱 완화하는 정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기존 정책 대비 더욱 큰 실업률 감소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별로 소득수준과 인적자본 축적 정
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인하는 연령별로 상이한 인센티브 효과를 야기
한다. 그러나 연령별로 한계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에 세액공제나 보조금지급 등의 형태로 15～29세 연령그룹의 세액부담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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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한다면 전체 실업률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약 43% 수준에서 2018년 현재 약 53%로 약 10%p 수
준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남성보다는 약 20%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15～29세 연령그룹과 타 연령
그룹 간 실업률 감소효과의 편차가 크지 않고 전체 실업률 충격반응에 대한 40
대 이상 연령그룹의 기여도가 남성보다 높았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
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실업률 감소효과 약화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여
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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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도
1982

1983

1989

1991
1993
1994

<표 A.1> 세법 변경 사례와 변경 이유(1980～2018)

변경 내용

주요 변경 이유
-적정한 담세율에 의한 근로 및 투자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의욕 고취,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풍
-전반적(중산층 이하) 세부담 경감
토 조성, 세부담의 공평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약 2% 인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실질
2. 근로소득공제를 정액공제제도에서 체감적 정 세부담 균형 유지, 물가상승으로 인
률공제제도로 개선
한 명목소득 증가분의 과세 폭 조절,
납세 편의 도모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전반적 세부담 경감, 누진구조 완화
-근로 및 사업의욕 고취, 자진신고 납
(과세표준: 기존 17 → 16단계로 축소, 한계세 세풍토 조성, 납세편의도모
율: 기존 6～60%→6～55% 조정)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
2.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인 -기업 재무구조개선 유도,
상 조정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중산층 이하 세부담 경감
제제도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정책
(과세표준: 기존 16 → 8단계로 축소, 한계세 -공지원
율: 기존 6～55%→5～50%로 조정)
-소득계층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2. 공제제도 강화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조정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전반적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기존 8 →5단계로 축소, 한계세율: -소득종류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기존 5～50% 범위와 동일)
-성실납세 유도, 납세편의 도모
2. 공제제도 강화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조정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임금수준의 전반적 상승, 소득계층
-중산층 이하 세부담 경감
구조 변화, 정부의 임금안정화시책
(과세표준: 기존 5 →6단계로 늘림, 한계세율: 감안
기존 5～50% 범위와 동일)
-소득종류 간․계층 간 세부담 형평
2. 공제제도 강화
-납세편의 도모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사업자 및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상 보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함
(한계세율: 기존 5～50%→5～45%로 조정)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2. 공제제도 강화
납
세
편
의 증진
-근로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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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계속

변경 내용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상 보완
(과세표준: 기존 6 → 4단계로 축소, 한계세
1995 율: 기존 5～45%→10～40%로 조정)
2. 공제수준 상향 조정
3. 소득세 과세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
납부제도로 전환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과세표준계급기준 상향
1996 (기존 1,000만 원 이하～6,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8,000만 원 초과)
2. 공제제도 조정
1997 1. 공제수준 상향 조정
1999
2002
2004
2005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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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이유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완화
-과세자료 양성화 유도
-납세편의 증진 및 자율적인 성실납
부 풍토 조성
-세부담 경감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도모, 근로소
득자 세부담 경감
-납세편의 도모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일환,
1. 근로소득공제 수준 상향 조정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2.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소득세율 수준으로 인 -과세표준 현실화, 성실신고 유도
하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건설경기의
진작, 납세편의 증진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근로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세부담 경감
(한계세율: 기존 10～40% → 9～36%로 조정)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2. 공제수준 상향 조정
1. 공제수준 상향 조정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2. 단기보유, 미등기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 세제지원 확대, 과세형평 도모
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부동산투기 차단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세부담 경감
-국내 경기 활성화, 소비진작 기대
(한계세율: 기존 9～36%→8～35%로 조정) -세원투명성 제고
2. 공제제도 강화: 공제수준 상향 조정
-납세편의 도모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계급기준 상향
-향후 물가상승 및 근로자의 봉급․
(기존 1,000만 원 이하～8,000만 원 초과 → 소득수준 상승 고려
1,200만 원 이하～8,800만 원 초과)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세부담 경감
민층 세부담 경감
(한계세율: 기존 8～35%→6～35%로 조정) -중산․서
-제도
미비
점 개선․보완
2. 소득공제제도 개편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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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표 A.1> 계속

변경 내용
주요 변경 이유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서민층 세부담 경감
-세부담 경감
활성화
2010 (2, 3번째 과세표준의 세율을 1%씩 낮춤) -기부문화
-과세
형
평성
제고
2. 근로소득공제 개편
-제도
미비
점
개선․보완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
1.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개선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소득자 과세 강화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전세시장 안
최고세율적용 과세표준 하향 조정)
2014 2. (근로소득
정
공제 개편
-기부활성화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과세 형평성, 세원 투명성 제고
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고려
주: <표 A.1>은 1980～2018년 동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가 변경
되었던 17회의 사례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과 변경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변경 이유 중
‘물가상승’, ‘근로 및 사업의욕 고취’, ‘임금․소득수준 상승’, ‘부동산시장 안정 및 건설경기
진작’, ‘부동산투기 차단’, ‘국내 경기 활성화’, ‘소비진작 기대’, ‘주택거래 활성화 및 주택전
세시장 안정’ 등과 같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표현이 명시된 경우
는 Romer and Romer(2010)의 분류방법에 따라 내생적 사유로 세법이 변경되었음을 가정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제외한 총 9건의 사례를 외생적 세법 변경 사례로 간주하
였다. <표 A.1>에서 내생적 세법 변경 사유는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외생적 세법 변경연도
는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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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변수의 정의 및 데이터 출처

변수명
정의 및 데이터 출처
연령그룹별 경제활 5개 연령그룹(15～29, 30～39, 40～49, 50～59, 60+)별 경제활동인구 수
동인구 수, 1980,
2000, 201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63～2018)
∑ 종합소득한계세율 ×  
  
∑ 

AMTR,
1980～2018년

Proxy

여기서, s=sex, a=age, group, b=bracket, t=year
도출방법:
1.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상 임금계층을 소득세법상 ‘근
로총수입금액’ 계층으로 간주함.
2. 근로총수입금액 계층 각각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
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계층’을 도출함.
3. 국세통계-3.1.8로 성․연령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근로소득금액 비율
도출(2015～2018 자료 평균) 후 근로소득금액계층을 ‘종합소득금액계
층’으로 변환
4. 종합소득금액계층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상 기본세율(한계세율)을 해
당 계층의 근로자 수로 가중평균하여 성․연령별 AMTR 도출
자료:
1. 소득세법(1980～2018).
2. 고용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0～1991),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1992～200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2018).
3. 국세청, 국세통계 3.1.8: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Ⅱ
(2015～2018).
도출방법:
1. 소득세법 제정․개정문을 참조하여 외생적 세법 제․개정 사례 식별
-총 9회(1989, 1991, 1994, 1995, 1996, 1997, 2002, 2009, 2010)
2. 세법변경 직전 연도의 소득분배 상태(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하에
서 변경 연도 세법으로 도출한 AMTR과 변경 전 세법으로 도출한
AMTR의 차이를 성․연령별로 도출
3. 그 외의 연도는 0을 부여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정․개정문(1980～2018)
2. AMTR 출처

92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충격의 전파
<표 A.2> 계속

변수명

정의 및 데이터 출처

성․연령별 실업률
도출방법: 연평균 실업률이 0으로 집계됨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기 및 월 자료를 평균하여 연 자료 도출
URATE,
-1980～1982년: 분기 평균실업률 자료 사용
1980～2018년
-1983～2014년: 월평균(구직기간 1주 기준) 실업률 자료 사용
-2015～2018년: 월평균(구직기간 4주 기준) 실업률 자료 사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PRATE,
1980～201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URATE과 동일 자료 사용)
Labor force share,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1980～201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URATE과 동일 자료 사용)
도출방법: Ln[(Nominal GDP/Population)*(100/GDP deflator)]
(log) Real GDP
per capita,
자료:
1980～2018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1.1 연간지표(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16.6.2 추계인구
도출방법: KOSPI*(100/GDP deflator)]
(log) Real KOSPI 출처:
index,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1.2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연평균KOSPI
1980～2018년
지수)
10.1.1 연간지표(GDP 디플레이터)
Call rate,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20. 8
1980～2018년
도출방법: Ln[(GOV Spending/Population)*(100/GDP deflator)]
(log) Real GOV
Spending per
출처:
capita,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1.1 연간지표(GDP 디플레이터)
1980～2018년
10.8.2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16.6.2 추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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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계속

변수명
Avg Tax Rate,
1980～2018년

성․연령별 평균세율

정의 및 데이터 출처
종합소득세
∑  × 
종합소득금액

∑ 





도출방법:   
여기서, s=sex, a=age group, b=bracket, t=year
자료: AMTR 출처와 같음.
도출방법: Δ Ln[(C_GOV debt/Population)*(100/GDP deflator)]
출처:
1. 기획재정부, 국가채무에 관한 총 계산서(1980～1990),
Δ(log) Real C_GOV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1991～2006),
debt per capita,
국가채무관리보고서(2007～2018)
1980～2018년
주: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 기준.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함.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부담행위.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1.1 연간지표(GDP 디플레이터)
16.6.2 추계인구
성․연령별 실업률의 세율탄력성

도출방법: AMTR, URATE, PRATE, Avg Tax Rate을 로그변환하여
Proxy-SVARs에 대입․도출한 IRF 값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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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in South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Transmission
of Tax Shocks
28)Tae

Heon Le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ax reduction policy on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by gender and age groups. The Average Marginal Tax Rates
(AMTRs) were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Korea’s Income Tax Act and
social security system, and cases of exogenous tax law changes were identified
with a narrative approach. To analyze how a 1% point reduction in AMTRs
affects the unemployment rate by gender and age groups, Proxy-SVARs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 were conducted using proxy variables of
AMTRs’ shock. Results show distinctive shock responses of the unemployment
rate according to age groups in both males and females. In particular, the 15～29
age group received strong and significant shock response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with the male 15～29 age group receiving about 4.8 times more shock
responses than that of total male and the female 15～29 age group receiving
about 1.9 times more shock responses than that of total female. Based on these
results, the quantitative-accounting approach confirms that demographic changes
caused by lower birth rates and population aging continue to weaken the
unemployment reduction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 redu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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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SVARs
JEL Classification: E2, E6, H3, J2
Keywords

* 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E-mail: th_lee@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