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논문 공모 >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하여 세금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되어
야하고 이를 위해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조세․재정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정보로 활용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주기로 재정패널조사를 실시하여 패널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모집단
으로 정의하고 이 중에서 약 5,600여개의 가구와 약 7,000여명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을 원표본
으로 선정하여 12차년도(2018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외공개를 위한 12차년도 자
료구축 작업 및 13차년도(2019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와 성과공유를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재정패널 1

위하여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연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현재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
들의 창의적인 논문을 모집하여 우수한 논문에 대해 시상하고자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연구자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연구에 무궁한 발전과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 유 찬

<별지>

1. 재정패널조사 개요

□ 조사목적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정부지출의 불
합리성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개선

□ 조사대상
○

가구 :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 중 2008년 구축된 5,014가구와 2009년에 구축된
620가구 및 원표본 가구에서 파생된 분가가구

○ 가구원 : 원표본 가구와 분가가구에 속하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 조사 성공률
원표본 가구 조사 성공률 : 72.6% (4,090 가구, 12차년도)

□ 소득 증빙서류 수집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소득 및 지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가구원 개인의 소
득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서류,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
고서류를 제출 받아 자료화하고 있으며, 12차년도 기준 전체 가구의 41.4%의 제출이 완료됨.
근로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66.3% 수준임.

2. 주요 조사 내용

가구 설문지

가구원 설문지

가구 기본 현황

경제활동

↓

주택,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 자동차 보유현황

↓

연금/보험소득

↓

↓

가계지출현황

연간 소득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 이전소득

보험관련 지출 현황

복지현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산 및 부채현황

소득세 유형 및 소득 공제 현황

유가환급금

가구원 인식조사

근로장려금

[부가조사]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
↓
↓
↓
↓
↓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

유가보조금

↓

출산

↓
↓
↓
↓

3. 학술대회 논문 공모 내용 및 일정

□ 일반연구자 학술대회
1) 대상논문 : 본원의 재정패널조사 12차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2) 참가자격 :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연구자

※ 일반연구자의 경우 논문 제출 후 발표 시 발표계약을 통해 원고료(100만원) 지급

□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1) 대상논문 : 본원의 재정패널조사 12차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2)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
3) 상

금 : 최우수상(

○편, 200만원), 우수상(○편, 100만원), 장려상(○편, 70만원)

□ 일정(공통)
1) 데이터 설명회 : 2020년 4월 3일(금요일, JW컨벤션)
2) 연구계획서 제출마감 : 2020년 4월 24일(금요일)
3) 최종논문 제출마감 : 2020년 7월 17일(금요일)
4) 학술대회 개최 : 2020년 9월 11일(금요일)

□ 신청방법(공통)
1) 신청서류 : 연구계획서(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방법 : 재정패널 홈페이지(www.kipf.re.kr/panel/)를 통해 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계획서

사

심

과 통보 및 자료 제공은 연구계획서 제출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결

□ 문의 및 신청
-

재정패널 DB 사업팀 044-414-2473/2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