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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재정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패널조사는 전국의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소득이 있는 가구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기
본 현황, 가계 지출, 자산 및 부채, 소득공제현황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13개년도에 걸친 조사 자료
의 구축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그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연구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공유
하고자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조세, 재정, 복지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는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본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재정패널조사가 조세·재정 관련 학술 연구의 활성화와 관
련 정책 개발 및 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재진

프로그램
시간

내용
1세션
사회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1-1

복지와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지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토론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2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 관계 종단연구
발표자: 이경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교수
토론자: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3

고령자 가구의 자산효과 변화 연구
발표자: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자: 김행종 세명대학교 도시경제부동산학과 교수

1-4

가계부채의 유형화 및 이행의 확률과 영향요인
발표자: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호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세션

13:30~15:00

사회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2-1

Estimation of Latent Preference for Desirable Tax Rate of Taxpayers
발표자: 김병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토론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2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의 결정요인 연구
발표자: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토론자: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이사

2-3

Analyzing Causal Effects of Political Attitudes on Welfare Preferences Using a Fixed
Effect Model with Instrument Variable
발표자: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4

탈빈곤 경험이 재분배선호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민보람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15:00~15:10

휴식

3세션
사회자: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1

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발표자: 이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2

Card or cash? Evidence regarding consumers’ VAT compliance
발표자: 김영록 간사이대학교 포스트닥터, 만홍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토론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3-3

부모의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표자: 주현정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
토론자: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3-4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비에 관한 연구: 출생시기 코호트와 거주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표자: 손용진 부산노인건강센터 자문위원
토론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15:10~16:40

4세션
사회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1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발표자: 신상화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토론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2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발표자: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토론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요인분해
발표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4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액이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손혜림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고은비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토론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6:40~16:50

휴식

대학원생논문경진대회 수상논문 발표 세션
사회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우수상

부동산 조세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택매각과 주택
증여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석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장려상

개인연금을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산정의 설계는 적절한가? -기초연금의 개인연금 구축효과를
중심으로발표자: 최재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장려상

첫째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발표자: 김지형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16:50~17:00

※ 자세한 사항은 재정패널 홈페이지(www.kipf.re.kr/pane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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