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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많은 나라
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재정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5년 1월 1일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 · 시행하였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거래 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
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해당 결제정보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매출로 국세청에 전송
되는 제도이다1).
정부는 1999년부터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
준을 상당 부분 양성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소비지출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거래의 비중이 적지 않아 정부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
다.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이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조세
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등의 제도를 추가로 마련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
수증가맹점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2).
이러한 세제혜택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현금
영수증제도 자체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실질적으로 양성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있으나
현금영수증제도 자체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신용
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자영사
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기준금액
을 넘길 시 동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인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
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현
1) <Figure A.1>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결제정보가 국세청에 전송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
보되는 사업자이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이러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
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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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이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
당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소비자 측면에서 현금영수증제도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소비자가 소득공제에 반응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이는 곧 자영사업자
의 소득으로 인식되어 이들의 과세표준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현금영수증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현금영수증제도의 목적
이 달성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대부분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
므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대
비 결정세액인 유효세율의 차이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소
비자들이 동 제도의 소득공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반응이 자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얼마나 양성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탈세 및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된 이전의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분석 자료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
다. 제Ⅴ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현금영수증 사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
로써 현금영수증제도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며 본 제도와 관련된 시사점
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 선행연구
현금영수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도 탈세방지를 위한 노력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와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다음
으로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소개하며 본 연구의 차별성을 논의하고
자 한다.
Allingham and Sandmo (1972)의 탈세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당시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던 탈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 중 하나로서 이후 많은 실증적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이들은 소득 과소 신고를 통한 탈세 여부 및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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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및 미신고 소득에 대한 벌금의 비율, 그리고 감사 확률을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소득세율이 높아질 경우 소득효과와 대
체효과가 함께 나타나 탈세의 정도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을 보였고, 미신고 소득에 대한 벌금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감사 확률이 높아질 경
우 탈세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벌금의 비율 혹은 감사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탈세를 방지하는 좋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Soos (1990)는 자영사업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사업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9개국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각 나라의 행
정적 역량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도입해야하고, 이는 넓은 범위의
자영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Gordon (1990)은 독점기업을 상정하여 현금결제 시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방법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출세액 탈루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탈세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거나 감사 확률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탈세가 줄어드는 반면, 매출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여 높아진 세율에 대응하거나
현금결제에 대한 할인을 늘려 탈세를 늘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였다.
추가로 탈세에 대한 책임을 벌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탈
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piro (1996)는 지하경제규모 추정을 위한 지표로 현금수요를 사용할 것을 제안
하였고 세율이 높을수록 현금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현금을 사용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현금수요를 추
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지하경제규모를 검증하였다.
Morse et al. (2009)은 중소규모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하여
탈세 주체, 탈세 항목, 탈세 이유 및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
면 자영사업자는 매출을 과소 신고하고 세무대리인 또한 정확한 보고를 회피하게끔
유도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탈세를 하는 이유는 세제의
형평성이나 세법의 복잡함 때문이 아닌, 낮은 적발 가능성과 약한 처벌의 정도, 그
리고 동종업계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고 조세순응과 정책처방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Benshalom (2012)은 현금거래는 포착하기 어려워 탈세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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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친
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현금거래로 인한 비용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입
안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
하며 하나의 방법으로 현금인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피구현금세(Pigovian cash tax)
를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였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언 외(2007)는 자영사
업자의 사업소득 탈세 및 여러 조세회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자영사업자가 현금할인의 방법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매출
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이 완전
히 보편화될 때까지는 해당 소득공제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연식(2008)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 중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동 제도는 소득 종류 간 과세가 불공평하고, 과소비를 조장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모든 소득자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각 소비수단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
였다.
송헌재 · 성명재(2012)는 미시적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
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동 제도로 근로자의 조세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저소득층과 함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역시 확대되고 있어 소득공제의 소
득재분배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식하였다. 동 제도의 주된
목적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이고 해당 목적 측면에서 이미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개편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때는 동 연구의 분석 결과
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를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종학
(2005)은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도입 당시의 문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시스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효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신용카드 가맹비용의 증가와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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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
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영심 · 박규현(2009)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의 네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
세표준 양성화 효과보다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
급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둘째, 소규모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
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한다.
넷째, 현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시 가입월별로 차등 부과하여 가입기간에 비해 과도
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 가입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법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김재진(2012)은 현금영수증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주고
있는 과세특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및
자진발급제도로 인해 소액결제 발급건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과다해진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
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남령(2016)은 이중차이분석법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납세에 실효적 효
과를 미쳤는지 평가하였다. 그는 업태를 구분하여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판매업을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업태들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
여 단순 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통해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판매업의 납부세
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놓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주요 대상
이 소매업이나 소비자상대업종인 만큼 현재의 현금영수증제도가 유의미한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하였다.
이태석 외(2017)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였다. 동 제도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2009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제도
의 일몰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금영수
증사업자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단가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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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측면에서는 소득세 세액공제 조항에 일몰규정을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제제도의 경제적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하영 외(2017)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편익으로 양성화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추
가세입을 추정하고, 동 제도의 비용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혜택으
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정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 가정한 시
나리오에 따라 B/C ratio가 3∼6.4로 추정되어 현금영수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보았다.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는 실증연구가 아닌
제도를 소개하고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경우 합리적인 가정 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주체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
용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Ⅲ. 제도 및 운용 현황
1.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
되었고 2004년 9월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도입 · 시행되었
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고하지 않는
현금거래와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
래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현행 제도 상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준은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이들은 거래당사자의 발급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은 도입초기 5천 원 이상의 현금결제
로 한정되었으나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건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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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상의 현금결제로 확대되었다.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기준은 10만 원 이상(2014년 7월 1일 이전
에는 30만 원 이상)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어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이 포착하지 못했던 현금거래의 경우 현금영수
증이 발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소득으로 드러나며 곧 이들의 종합소득세와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Table 1>은 발급금액 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총액을 요약한 결과
이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3)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증
가하였다가 감소하고 있으나 발급총액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과
2015년의 발급건수는 각각 약 52억 건, 50억 건이며 발급총액은 2011년의 경우 약
81조 원으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의 발급총액은 약 97조 원에 이른다.
발급금액의 규모별로 발급건수를 살펴보면 1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의 발급건수
가 발급금액 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이다. 2014년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의 발급건수가 2013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이 기존 30만 원에
서 10만 원으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발급금액 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총액은 50만 원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30%의 비중을 보인다. 이는 발급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지속 확대4)에 따른 결과로 보인
다. 1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의 발급건수 비율은 80% 이상이나 발급총액 상 차지
하는 비중은 2011년 약 34%에서 지속 감소하여 2015년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
다.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의 발급총액의 크기가 나머지 규모의 발급총액의 것
보다 현저히 작은 이유는 학원과 전문직의 건당 평균 발급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
이다. 학원의 건당 평균 발급금액은 30만 원 내외이며 전문직의 건당 평균 발급금
액은 50만 원 내외이다.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30만 원 미만, 전문직의 현금영
수증 발급은 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의 현금영수
증 발급총액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5).

3) 본 연구의 분석 기간 설정에 대한 설명은 제Ⅳ장 분석 자료 및 방법에 기술하였다.
4)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으로 먼저 변호사업, 회계사업(사업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보건업),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 산후조리업(기타)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종으로 추가되었고, 이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다.
5) <Table A.1>에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총액, 건당 평균 발급금액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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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규모의 발급건수 및 발급총액의 비중은 계속해서 변하는 데 반해 1만 원 이
상 3만원 미만의 발급건수 비중과 발급총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7%, 7%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발급건수와 발급총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금영수
증 발급을 위한 기준 금액이 대략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6).

<Table 1>

Number of Cash Receipt Issuance by Transaction Amount

Number of Issuance
(million cases)

2011

2012

2013

2014

2015

Less than ￦1,000

417

406

380

359

357

￦1,000∼￦2,999

1,654

1,702

1,688

1,649

1,236

￦3,000∼￦4,999

718

734

748

726

1,002

￦5,000∼￦9,999

924

911

906

918

941

￦10,000∼￦29,999

958

977

984

1,002

967

￦30,000∼￦49,999

261

266

262

262

256

￦50,000∼￦99,999

154

156

153

161

162

￦100,000∼￦299,999

78

80

78

89

94

￦300,000∼￦499,999

11

11

12

13

14

￦500,000 or more

12

13

14

16

18

Total

5,187

5,257

5,227

5,193

5,046

2011

2012

2013

2014

2015

Issued Amount
(billion won)

Less than ￦1,000

251

249

235

223

221

￦1,000∼￦2,999

3,167

3,314

3,297

3,174

2,111

￦3,000∼￦4,999

2,680

2,764

2,777

2,724

4,014

￦5,000∼￦9,999

6,096

6,060

6,045

6,117

6,621

￦10,000∼￦29,999

15,846

16,462

16,825

17,157

16,409

￦30,000∼￦49,999

9,320

9,429

9,437

9,435

9,237

￦50,000∼￦99,999

9,832

9,773

9,859

10,370

10,460

￦100,000∼￦299,999

11,281

11,286

11,780

13,206

13,945

￦300,000∼￦499,999

3,714

3,742

4,051

4,638

4,985

￦500,000 or more

18,704

19,310

21,209

24,903

28,543

Total

80,890

82,389

85,515

91,946

96,546

Source: National Tax Statistics 9-9-3 Number of Cash Receipt Issuance Ⅰ(Region, Industry,
Amount of Transaction, National Tax Service(NTS).

6) <Figure A.2>는 분석 기간의 처음인 2011년과 마지막인 2015년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발급총액의 발급
금액 규모에 따른 차이 및 절대 크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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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근로자의 조세부
담 경감을 위해 1999년 9월 도입되었다. 정부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중점 추진하였고 상당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소비지출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2003년 이후 신
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도 정체를 보임에 따라 2003년 12월 세법개정 이후 현금영
수증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였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기준금액인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과 직불/선
불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구성된
다. 2013년 이후 근로자가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사용금액과 신
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소득공제금액을 결정할 시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
로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있다.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소득공제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각 소비수단별 소득공제율을 곱한 뒤 모두 더하여 1단계 금액을 산출한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과 최저사용금액을 비교하여 2단계 금액을 산출한다. 마지막
으로 2단계 금액과 공제한도액을 비교하여 공제한도액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최
종 소득공제금액이 결정된다. <Table 2>에 현행 제도의 각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액, 추가 공제액에 대하여 정리하였다7).
이렇듯 제도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근로자가 직
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그 중 특정 소비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금액만을 분리하는
것, 즉, 근로자들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만을 분리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금액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Ⅳ장에 제시하였다8).

7) <Table A.2>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변천과정을 요약 정리하였다. 현행 제도의 더 구체적인 소득
공제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검색일: 2017년 11월 1일)
http://www.nts.go.kr/tax/tax_24.asp?cinfo_key=MINF5520160215104532&menu_a=2400&menu_b=100&
menu_c=300&flag=24
8) 본 연구의 제Ⅳ장에 제시한 방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추정하는 방안이며 실제
계산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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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st

□ 1 stage: ①＋②＋③＋④
①: (Traditional markets usage amount) × 30%
②: (Public transportation usage amount) × 30%
③: (Debit/prepaid card, cash receipt amount) × 30%
* (Debit/prepaid card, cash receipt amount) − (①＋②)
④: (Credit card amount) × 15%
* (Credit card amount) − (①＋②＋③)
□ 2nd stage: [Amount of 1st stage]－⑤
⑤: Minimum usage amount ≦ Credit card amount
→ Minimum usage amount × 15%
Minimum usage amount > Credit card amount
→ Credit card amount × 15%
＋ (Minimum usage amount－ Credit card amount) × 30%
rd

nd

□ 3 stage: Compare the 2 stage amount with the limit of deduction amount
* Limit of deduction amount: Min[3 million won, wage × 20%]
□ Extra deduction: ①＋②
* Each of the limit of ① and ② is 1 million won.

<Table 3>에 동 제도를 통해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과 총 소득공제금액을
정리하였다. 연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약 860
만 명이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공제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전체
약 2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었다.

<Table 3>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Statistics

Year

Taxpayers

Amount (100 million won)

2011

6,739,692

128,280

2012

7,246,023

148,870

2013

7,645,693

166,428

2014

8,252,634

191,941

2015

8,564,504

206,474

Source: National Tax Statistics 4-2-1 Year-end Settlement of Wage and Salary Income Ⅰ
(Total), 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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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정패널
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구축한 패널 데이터로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조세정책
과 복지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 ·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
로 조사하고 있으며 가구원 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재정패널은 가구원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조사하고
있어 동 자료를 이용하면 개인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알 수 있다9). 또한 조사대
상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집하여 각 근로자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그
리고 결정세액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현
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재정패널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위
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유인이 있는지,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발급받으려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이들의 반응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얼마나 양성화하는
지를 추정하는 데 매우 적절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1년(5차년도)부터 2015년(9차년도)까지로 5개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의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에서 25%로, 공제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2010년(4차년도)
이후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패널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
제금액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각각의 사용금액이 나뉘어 조
사된 것이 2011년 이후이며 현재 가용한 자료가 2015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분
석 기간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설정하였다10).
재정패널 상 연도별 1인당 평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2012년(6차년도) 이전에
는 약 340만 원, 2013년(7차년도) 이후에는 약 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
전과 2013년 이후의 1인당 평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조
사 대상의 변경에 기인한다. 2012년까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사대상은 현금영수
9) 재정패널은 “작년 한 해 동안 귀하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연간 총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으로 현
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10) 2010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합쳐진 전체카드 사용금액만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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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발급을 위해 국세청에 등록한 가구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부터 가구원
조사 응답자 전체로 조사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근로자이지만 현
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들이 현금영수증 사
용금액을 0원으로 보고함에 따라 2013년 이후의 평균사용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2013년 이
후의 1인당 평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2012년 이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누락되지 않은 근로자의 횡단면
가중치 합이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자 수의 절반 정도였으나 2013년 이후 그 차이가
약 30%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11).

2. 분석 방법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소비자 입장에서 추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근로자들이 누리는 세금절감의 효과가
이들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현
금영수증제도로 인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
로소득대비 결정세액(이하 유효세율)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유효세율의 차이(이하 세율차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구원자료에 포함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
료에 포함된 근로소득세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원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에 대한 총 소득공제금액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이 가운데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만을 따로 분리해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자료의 신용
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카드(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
액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을 추정하였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 중 동 초과분에 현금영
수증 사용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
11) 재정패널의 횡단면가중치는 동일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개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로 추
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구가 총 몇 명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
면 전체 인구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체 근로자이며 이들의 수는 국세통계연보
에 제시되어있다. 따라서 표본인 재정패널 내 근로자의 횡단면가중치 합을 모집단인 국세통계연보 내 근
로자 수와 비교하여 표본설정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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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저사용금액의 초과여부는 카드사용금액을 이용하여 판단하였고 카드사용금액
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다시 판
단하였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에서는 다른 모든 부분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우선한다고 가정하고 추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것보다 높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하여야 소
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
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추정 과정은 <Figure 1>
에 순서도12)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1> Process of the Estimation for the Cash Receipt Deduction Amount

Does credit card usage
exceed minimum usage?

N

Does the sum of
credit card usage and cash
receipt usage exceed
the minimum?

Y

Multiply the
(excess) cash
receipt amount
by deduction rate

N

No cash receipt
deduction

Y

Y

Is there
cash receipt usage
in excess?

Calculated cash
receipt deduction
amount

Source: Jo et al. (2017)
12) 조하영 · 고은비 · 송헌재(2017) p.164에서 인용

N

No cash receipt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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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의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자료의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공제금액을 더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적용되
기 전의 과세표준을 구하였다. 이후 동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세액(  ′ )13)을 추정하여
유효세율(  ′ )14)을 구하였다. 이에 원 자료의 유효세율(   )을 빼서 최종적
인 세율차이(   )를 산출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지 알기 어렵다. 그 중에
서도 특정 결제수단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소비자가 직접 산출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특정 결제수단의 사용금액(본 연
구에서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본인의 세율에 어느 정도의 영
향을 주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다만 소득공제로 인하여 본인의 유효세율이 낮
아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가정하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세율차이
를 설명변수로 적용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세율차이는 그 자체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전 유효세율에서 현금영수증 소
득공제 후 유효세율을 차감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이에 따라 변수의 내생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 도
구변수모형(Fixed Effect Instrumental Variable Model)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로 수
행하였고 세율차이에 대한 도구변수로써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금액과 현금영수
증 소득공제로 인해 한계세율이 바뀌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적용하였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세율차이에도 영향
을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그 자체가 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
에 총급여액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해당 소득공제금액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15). 또한 동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달라져 한계세율이
바뀌면 소득공제 전의 유효세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13) 과세표준에 각 과세표준별 한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다.
14) 여기서  는 근로소득금액이다.
15)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인 4.5%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부담)이
며,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금액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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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1st Stage Estimation Result of Fixed Effect IV

Deduction Amount for National Pension Premium

0.007*
(0.004)

Change in Marginal Tax Rate Dummy

***

2.16

(0.41)
Wage (million won)

-0.03
(0.07)

Wage Square (million won)

0.00003
(0.0004)

Regular Worker Dummy

0.58
(0.50)

Years of Schooling

-0.14
(0.21)

Age

-0.21
(0.34)

Married Dummy

2.08

**

(0.86)
Household Head Dummy

-0.30
(0.74)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10
(0.29)

Constant

14.62
(12.18)

Number of Workers

1,651

Number of Observations
***

**

4,110
*

Notes: 1)
p < 0.01,
p < 0.05, p < 0.1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clustered by pid.
3)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estimation, but they are not reported.

이에 따라 세율차이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나타난다16). 즉, 한계세율이

16) 한계세율이 달라지면 과세표준이 많이 차이 나지 않아도 이들의 산출세액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100만 원인 사람(A)과 1,200만 원인 사람(B), 그리고 1,300만 원인 사람(C)은 과세표
준이 100만 원씩 차이나지만 A와 B의 경우 산출세액 계산 시 같은 세율(6%)이 적용되어 각각 66만 원,
72만 원으로 6만 원의 차이가 난다. 반면, C의 경우 한계세율이 달라(과세표준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한계세율은 15%) 산출세액이 87만 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B의 산출세액보다
15만 원이 크다. 즉, C가 A, B와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었다면 산출세액이 B와 비교했을 때 6만 원만
차이가 났을 것이지만 다른 과세표준 구간에 있어 15만 원이 차이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결정세액도 달라지고 본 연구의 유효세율(결정세액/근로소득금액) 또한
달라지며 최종적으로 세율차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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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율차이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의 본인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한계세율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한계세율이 바뀌는지의 여부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이를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금액과 함께 도
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만 과세표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한계세율 변화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하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조절한다고 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구
변수 또한 유효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 <Table 4>에 정리한 고
정효과 도구변수모형 1단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금액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한계세율이 바뀌는 경우 그에 따라 세율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종속변수인  는 소비자들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이며 설명변수  는 앞서 설
명한 방식으로 산출한 세율차이이다. 이외에 현금영수증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연수, 나이, 결혼여부, 가구주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도 설명변수  로 포함하여 다른 조건들을 통제하였을 때 세율차이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한계효과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현금영수증 사용에 미치는 효과인 동시에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은 결국 자영사
업자의 소득을 드러나게 할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미
치는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추정에 사용한 변수들의 연도별 기초통계량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17).

17) <Table 5>에 제시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약 450만 원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
에 제Ⅵ장 제1절에 설명한 평균값과는 차이가 있다. 즉, <Table 5>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을 사용하였어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의 합이 최저사용금액보다 작
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상태의 평균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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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riable

Descriptive Statistics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Cash Receipt Usage

446.38

473.96

443.11

454.86

424.86

448.14

(10 thousand won)

(421.78)

(498.36)

(502.77)

(526.90)

(484.80)

(491.19)

77.79

82.51

109.18

109.08

105.16

97.97

(10 thousand won)

(70.62)

(80.95)

(99.21)

(98.28)

(97.49)

(92.00)

Effective Tax Rate

2.75

2.85

2.98

2.80

2.62

2.80

(2.91)

(2.73)

(2.72)

(3.43)

(3.30)

(3.06)

Differences in the

0.28

0.28

0.41

0.45

0.45

0.38

Effective Tax Rate

(0.32)

(0.28)

(0.79)

(0.43)

(0.45)

(0.50)

Marginal Tax Rate

11.22

11.23

11.78

13.39

13.18

12.26

(%)

(5.62)

(5.44)

(5.35)

(5.87)

(5.81)

(5.71)

Wage

4,724

4,738

4,807

4,694

4,572

4,702

(10 thousand won)

(2,494)

(2,235)

(2,242)

(2,416)

(2,364)

(2,351)

Regular Worker

99.11%

97.85%

99.00%

98.27%

98.48%

98.52%

-

-

-

-

-

-

14.86

14.83

14.87

14.77

14.72

14.80

(2.29)

(2.27)

(2.20)

(2.21)

(2.34)

(2.26)

41.07

41.38

42.02

42.56

42.67

42.01

(8.32)

(9.02)

(8.90)

(8.88)

(9.28)

(8.93)

83.01%

82.51%

83.31%

82.20%

80.11%

82.14%

-

-

-

-

-

-

73.41%

71.23%

72.40%

70.12%

65.00%

70.17%

-

-

-

-

-

-

3.56

3.55

3.49

3.45

3.40

3.48

(1.10)

(1.05)

(1.11)

(1.13)

(1.10)

(1.10)

677

789

797

927

920

4,110

Cash Receipt Deduction

(%)

Years of Schooling
Age
Married
Household Hea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Number of Observations

Notes: 1) Each value is average value.
2) Standard deviations are in parentheses.
Sourc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Ⅴ. 분석 결과
소비자들의 행태 분석 결과, 이들은 유효세율을 낮추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더
발급받을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 정리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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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하여 현금영수
증을 연간 약 34만 원 더 발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최종소비과정에서 기존에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을 사용하였어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증
을 발급받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이고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은 자영사업자의 소득으
로 포착되어 곧 이들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최종소비자인 근
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이러한 과정으로 자영사업자
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현금영수증제도가 과세표준 양
성화에 이 정도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한 고정효과 도구변수모형 분석 결과
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평균적으로 약
116만 원 더 발급받는다고 나타났다19). 이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보
다 큰 값이다.
두 분석의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여러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소비자
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하나의 가
능성으로 생각하였다. 이들은 동 소득공제에 한도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 현금영
수증 사용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해당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세
금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른 공제제도에 좀 더 신경을 썼
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혜택을 비
교하여 두 소비수단의 사용 비중을 조정했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비교할
때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고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우선 신용카드를 최저
사용금액만큼 사용하고 소득공제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후 상대적으로 적은
1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전에 이미 면세가 되어있는 사람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효세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현금영수증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에는 과세표준이 0인 표본, 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의
소득공제를 통해 면세되는 사람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세액감면,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
어 면세되는 표본이 약 15%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해 보았으나
분석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19) 도구변수로 사용한 더미변수의 구체적인 분포는 <Table A.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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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사용하여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함으로써 소득
공제혜택을 극대화 할 유인이 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
드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금영수증제도를 포함한 소득세제가 변하고
신용카드혜택도 시간에 따라 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에 반응하여 현금영수증 사
용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면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와 고정효과

<Table 6>

Estimation of the Cash Receipt Usage Amount
Fixed Effect
*

Difference in Tax Rate (0.1%p)

116.33***

(19.36)

(20.06)

7.62

Wage Square (million won)
Regular Worker Dummy
Years of Schooling
Age
Married Dummy
Household Head Dummy
Number of Household Members
Constant
Number of Workers
Number of Observations
***

34.48

***

Wage (million won)

**

*

Fixed Effect IV

8.01

(2.78)

(7.67)

-0.03

-0.02

(0.02)

(0.04)

66.18**

14.83

(33.40)

(45.30)

4.09

17.65

(17.95)

(18.32)

-24.79

0.004

(19.96)

(37.20)

96.46

-79.99

(63.93)

(89.21)

10.19

44.30

(72.44)

(67.76)

8.97

17.55

(13.59)

(32.52)

856.53

-704.25

(1004.29)

(1196.23)

1,651

1,651

4,110

4,110

Notes: 1)
p < 0.01,
p < 0.05, p < 0.1.
2) Difference in tax rate is the difference in the effective tax rate before and after the
cash receipt deduction.
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clustered by pid.
4)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estimation, but they are not reported.
5) The unit of cash receipt is 10 thousand won.
6) Hansen J statistic: 0.6075 (H0: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are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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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모형 분석 결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비자
의 반응이 타고난 성향에 크게 의존한다면 두 모형의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론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계세율이 변하는 소비자들을 더미변수로 정의하여 도구변
수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지적 처치효과(local treatment effect)가
분석 결과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고정효과 도구변수모형
분석 결과는 과세표준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에 있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보다 크게
반영되어 전체 소비자의 행태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도구변수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고정효과
도구변수모형 분석 결과는 도구변수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Ⅵ. 결론
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
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제도의 보완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추가
로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부분
을 추가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였다. 본 연
구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
준 양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
화하는 데 양( )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34만 원 더 발급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설명변수인 세율차이 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한 고정효과 도구변수모형 분석에 의하면 이 금
액은 116만 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현재 설계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이 정도 수준의 범위에서 양성화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여러 관련 제도를 마련하
여 소비자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 그
러나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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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제도의 소기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
두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소비자임
을 인식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동 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 기존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실증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헌이라고 여겨진다. 비록 현재의 연구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더 사용하
게 하는지 정확히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현
금영수증제도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내생성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
하였다는 한계가 남아있다.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향후 더욱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아서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가 소비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의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소비자 관점에서 현금영수증제도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만큼 향후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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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igure A.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Flow Chart

Buy in cash and provide mobile phone number, cash receipt card, or ID
Request approval
Approve issuance
Issue a cash receipt
Send transaction records
Store data in database
Give transaction data for year-end tax settlement
Look up transaction records on the website

Source: Annual Report 2013, 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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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ash Receipt Issuance by Industry

Number of Issuances
(million cases)

2011

2012

2013

2014

2015

Retail

3,297

3,371

3,318

3,263

3,128

Food Services

440

416

395

398

390

Accomodation

20

20

20

16

15

Medical Practice

141

130

118

115

107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7

6

6

8

9

Professional

5

5

4

5

5

Issued Amount
(billion won)
Average Amount per Issue
(won)

Services

117

112

109

105

102

Others

1,162

1,197

1,256

1,283

1,290

Total

5,187

5,257

5,227

5,193

5,046

2011

2012

2013

2014

2015

Retail

32,360

32,457

32,220

32,896

34,085

Food Services

7,598

7,537

7,264

7,557

7,508

Accommodation

716

716

743

917

918

Medical Practice

4,948

5,096

5,616

6,184

6,315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1,759

1,923

2,002

2,157

2,448

Professional

2,510

2,598

2,629

2,716

3,207

Services

4,968

5,073

5,450

6,178

8,432

Others

26,031

26,990

29,591

33,342

33,633

Total

80,890

82,389

85,515

91,946

96,546

2011

2012

2013

2014

2015

Retail

9,815

9,629

9,710

10,082

10,897

Food Services

17,280

18,131

18,388

19,009

19,264

Accommodation

36,041

35,778

38,118

56,252

60,645

Medical Practice

35,188

39,126

47,419

53,920

59,285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257,527

297,596

318,528

277,339

285,556

Professional

557,507

545,515

607,977

497,569

639,379

Services

42,528

45,247

49,870

58,927

82,356

Others

22,400

22,545

23,557

25,981

26,063

Note: Average amount per Issue = Issued Amount∕Number of Issuances
Sources: National Tax Statistics 9-9-3 Number of Cash Receipt Issuance Ⅰ(Region, Industry,
Amount of Transaction), NTS,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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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 Number of Cash Receipt Issuance by Amount of Transaction (2011, 2015)

Note: Left hand side is number of transactions and Right hand side is amount of transactions.
Source: National Tax Statistics 9-9-3 Number of Cash Receipt Issuance Ⅰ(Region, Industry,
Amount of Transaction), NTS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Table A.2>

125

Historical Changes of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Start

Deduction
Rate

Limit of Deduction

Minimum
Usage

End

1999.9

10%

Min[3 million won, 10% of wage]

10% of wage

2002

2001.1

20%

Min[5 million won 20% of wage]

〃

〃

1)

2002.12

20%(30% )

〃

〃

2005

2003.12

20%

〃

〃

〃

2004.12

〃

〃

15% of wage

〃

2005.12

15%

〃

〃

2007

2008.1

20%

〃

20% of wage

2009

2010.1
2012.1

2)

20%(25% )
3)

20%(30% )
4)

2013.1

15%(30% )

2015.1

5)

Min[3 million won, 20% of wage]

25% of wage

2011

6]

〃

2014

7]

Min[3 million won＋γ , 20% of wage]

〃

〃

〃

〃

2016

〃

2018

Min[3 million won＋β , 20% of wage]

15%(30%＋α )

2017.1

8)

Depending on wage

〃

Notes: 1) Deduction rate of debit card usage.
2) Deduction rate of debit/prepaid/check card usage, electronic payment usage, digital
cash usage.
3) note 2) ＋ Deduction rate of traditional markets usage.
4) note 3) ＋ Deduction rate of transportation, cash receipt usage.
5) α: Additional deduction for increase in debit card usage.
6) β: Additional deduction for min[30% of traditional markets usage, amount of
excess of limit] if amount of deduction exceeds the limit.
7) γ: Additional deduction for min[30% of traditional markets and public
transportation usage, amount of excess of limit] if amount of deduction exceeds
the limit.
8) See the limit of <Table 2>.
Source: Kim (2016)

<Table A.3>

Distribution of Difference in Marginal Tax Rate

Difference in
Marginal Tax Rate (%p)

Frequency

Rate (%)

0

3,970

96.59

0.09

138

3.36

0.11

2

0.05

Total

4,110

100

Note: Marginal tax rates of income tax of Korea consist of 6%, 15%, 24%, 35% 38%, 40%,
42% depending on level of income as o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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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Cash Receipt System
on Preventing Tax Evasion
from Consumers’ Perspective
*

Eunbi Ko · Heonjae Song

**
20)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the cash receipt system on preventing tax evasion
by analyzing consumers’ behavior about the income tax deduction for cash receipt.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onsumers ask self-employed to issue the cash
receipt by 340∼1,160 thousand KRW in order to reduce their effective income tax
rate by 0.1%p which is defined by the ratio of labor income tax to yearly wage.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supportive evidence that the cash receipt system
is effectively working in preventing tax evasion of the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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