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자산 축 부진의 원인 분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융자산 축 부진의 주요 배경요인인 低 축

상에 한 원인 분석을 ① 거시경제 요인 ② 계층별 요인 ③ 가계 자산구

성 요인 ④ 축동기 요인의 4가지 측면에서 수행하기로 한다.이와 같은 분석

에 앞서 간단한 가계 축모형을 도입하여 축행태에 한 기본 인 이해를 토

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1. 가계 축모  

가계의 축 동기는 다양하며 이들 동기들은 상호 향을 주고받으므로30)이

와 같은 다양한 가계의 축동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통상 으로 소비자이론에서는 항상소득가설,생

애주기가설, 비 동기이론이 가계의 다양한 축행태의 일부 측면만을 설명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한편 축률 격차 요인의 분석에 있어서도 축률 결정

이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격차발생 원인을 종합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본 에서는 소비와 축간의

이기간 선택모형 분석(異其間 選擇模型 分析:simplemodelofinter-temporal

choice)을 통해 표 소비이론들의 축 결정요인을 부분 으로 살펴 으로써

본 연구의 축률 분석을 한 이론 토 를 형성하고자 한다.

일반 인 이기간 선택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30)BrowningandLusardi(1996)는 사람들이 왜 축하는지에 해 다음과 같은 9가지 동기를

정리해 놓았다.이는 ① 비 동기(precautionarymotive)② 일생주기 동기(lifecycle

motive)③ 소비지출 개선 동기(improvementmotive)④ 이자수입 동기(intertemporal

substitutionmotive)⑤ 독립의 동기(independencemotive)⑥ 사업자 동기(enterprise

motive)⑦ 유증 동기(bequestmotive)⑧ 탐욕 동기(avaricemotive)⑨ 주택 내구재 구

입 동기(downpaymentmotive)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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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Ⅲ-1)

s.t              

여기서 는 기간 k의 소비지출이고 는 기간 k의 효용함수이며 는 기간

t기의 조건부 기 를 나타낸다. 산제약식에서  는 자산의 실질가치를,  

은 기간 t로부터 t+1기까지의 실질이자율을,는 기간 t의 소득을 나타낸다.한

편 통상 으로 소득과 이자율은 확률변수로,자산은 최종 기 T기에 0 는 비

음수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식 (Ⅲ-1)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Dynamicprogram 형태로 나타낼 수 있

다.

      max               (Ⅲ-2)

여기에서     는 자산  를 보유한 사람의 기간 t기 로그램 가치이며

는 체가능 수입(  )에서 미래소비를 해 유보되어지는 액수,즉

축액을 의미한다.

식 (Ⅲ-2)를 실질자산  에 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    

′  ≡   (Ⅲ-3)

식 (Ⅲ-3)으로부터 이기간 최 화 문제의 1계 조건인 오일러 식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Ⅲ-4)

한편 이와 같은 오일러 식으로 부터 항상소득가설과 평생소득가설의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먼 각 기간의 효용함수가 식 (Ⅲ-5)와 같다고 가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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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효용함수는 시간에 따라 불변이고,는 시간선호율을 나타낸다.

     
     (Ⅲ-5)

만약 이자율도 시간에 따라 불변이고 를 의 한계효용으로 가정한다

면 식 (Ⅲ-4)는 식 (Ⅲ-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Ⅲ-6)

식 (Ⅲ-6)에 ① 시간선호율이 이자율과 동일하고 ② 효용함수가 2차식의 형태

라는 가정이 추가될 경우 식 (Ⅲ-7)과 같이 소비가 임의보행(random walk)성

격을 갖게 되는 항상소득가설식이 도출된다.이를 달리 표 하자면 식 (Ⅲ-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된 소비는 일정하게 되며 소비는 항상소득과 일치하게

된다.

     ⇒         (Ⅲ-7)

   


    



  

∞

   (Ⅲ-8)

항상소득가설이 축에 해 시사하는 바를 구하기 해 식 (Ⅲ-8)을 이용하

여 자본소득 근로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로 축을 정의하면 식 (Ⅲ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Ⅲ-9)

식 (Ⅲ-9)는 항상소득가설이 옳다면 미래소득이 상승할 것이라 기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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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축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일생주기가설은 소득과 소비, 축의 연령 별 로 일(profile)에 주목

하여 식 (Ⅲ-6)에 가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선호요인(tasteshifters)를 추가한

식 (Ⅲ-10)과 같은 보다 확장된 형태로 나타낸다.

    

 
         

 
      (Ⅲ10)

식 (Ⅲ-10)은 모든 k에 해 동일하게 용되기 때문에 소비의 연령별 로

일(profile)이 가계의 특징 는 선호에 의해 결정되며 아울러 이자율()과 시

간선호율()의 계에 따라 결정됨을 나타낸다.만약   인 경우에는 기다림

의 가가 충분히 커서 성 함(impatience)을 극복할 수 있다면 소비의 한계효

용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소비경로는 연령에 따라 증

가하는 형태가 된다.반면에   인 경우와 같이 이자율이 충분히 낮아 기다

림의 가가 그리 크지 않게 된다면 연령에 따라 한계효용은 상승할 것이고 소

비경로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정리해 보면 항상소득가설은 연령별 효과와 가구구성의 효과 보다는 새로운

정보에 한 소비의 반응에 을 맞추며 소득의 변동에 한 소비의 평활화

를 염두에 두고 있다.반면 일생주기가설은 소비와 축의 연령 별 로 일

(profile)을 분석하여 축은 이자율,개인의 시간선호도,그리고 융시장의 성

숙도,사람들의 기 수명 퇴직연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아울러 항상소

득가설 일생주기가설은 시간선호율()과 이자율()이 일정하며 서로 일치하

고 효용함수가 등탄력 인(isoelastic)형태를 가질 경우에 한해 비례가설이 성

립함을 주장한다.

한편 두 모형에 비해 상 으로 최근에 도입된 비 축동기 모형은

축 소비 결정에 있어 주요한 요인 하나인 불확실성을 명시 으로 고려하

고 있으며 이때 소비의 한계효용은 선형이 아닌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동 모형에 따르면 미래 소비가 불확실해 질 경우,즉 소비의 평균은 일정한데

평균을 심으로 스 드가 증가할 경우 재소비는 감소하고 축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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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한계효용함수가 볼록할 때 미래소비의 불확실성의 증 는 축을 증

가시키고 이와 같이 늘어난 축을 비 축이라 정의한다.통상 으로

비 축이란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직,질병,사망,자연재해 등의

한 재난에 미리 비하여 축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 자산을 지칭하는 개념

으로 사용된다.한편 불확실성이 모형에 도입될 경우 비 축모형의 해는

항상소득이나 일생주기모형과 달리 닫힌 해 형태(closedform)로 도출되지 않

게 되므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분석만이 가능하며 따라서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 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앞선 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표 인 소비자 이론은 다양한 축동

기와 행태를 종합 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 모두를 설명

할 수 있는 일 된 이론모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축률 하 격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종합 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다양한 소비자 이론들로부터 유도되는 축률 하 격차에 한 시사 을

정리하고 있다.

먼 일생주기 가설에 따르면 축률 하 격차의 발생은 기본 으로 연

령과 계가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축률이 낮은 은 계층이 소득계

층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축률이 높은 장년계층이 고소득층에 포함되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최근에는 이와 같은 연령 인 요인이외에 추가

으로 소득시 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보장제도와 시간선호율의 차이가 제기된

다. 한 항상소득 모형은 임시 소득의 차이 외에 소득계층별 투자기회의 차이

를 축률 하 격차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비 축동기 모형은 축률 하 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불

확실성을 강조하며 유증동기 모형은 부모세 의 자녀세 를 한 유증(bequest)

을 소득계층별 축률 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다음에서는 기

존의 소비자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축률 하 격차의 발생 원인을 크게

6가지로 별하여 정리하 다.31)

31)본 에서는 축률 하와 격차 발생원인을 함께 정리하고 있으며 주로 축률 격차의

발생원인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축률 격차 요인은 유경원·서은숙(2008)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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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보장 도

소득이 있을 때 징수하 다가 소득이 없을 때 나 어 주는 사회보장 제도(일

종의 강제 인 소득의 시 배분)는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축행태의 유인을 제

공한다.소득계층별로 수입과 이 소득의 발생시 이 상이할 경우 소비경로의

기울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행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기본

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소득계층별로 축에 한 상이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데

기인한다.

즉,동 가설에 따르면 국민연 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형 으로 은퇴 후

소득계층의 소득을 고소득계층에 비해 높은 비율로 체하도록 하며 이와 같

은 국민연 의 높은 소득 체율로 인해 소득가계의 축유인이 상 으로

작게 된다.따라서 국민연 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존재는 축률 하 격

차 발생의 주요한 원인 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나. 시간  

앞 의 축 결정모형에서 보았듯이 불완 한 자본시장을 상정할 경우 시

간선호율과 소득사이에는 마이 스(-)의 계가 나타나며 소득계층의 경우

높은 시간선호율로 인해서 축률이 낮게 된다.즉,자본시장이 불완 할 경우

낮은 시간선호율을 가진 고소득 가계는 청․장년기에 보다 많은 축을 하게

되고 교육과 다른 형태의 인 자본에 한 투자로 인해 고수입을 얻게 됨에

따라 고소득 가계가 소득 가계에 비해 보다 높은 축률을 시 하는 이유로

제기된다.

다. 필 소비 

가계에 필수소비 수 이 존재하여 증 할 경우 축률 하 소득계층별

축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소득과 무 한 필요 경비지출로 인해

소득계층의 축여력이 낮아져 축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이론

으로 필요소비지출로 축률 격차를 설명하기 해서는 이자율과 시간선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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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라는 일정한 계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앞선 축 결정모형에서 보았듯이 만약    이면 필요소비 수 의 존재는

부유한 계층이 가난한 계층에 비해 축을 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이와 같은 이유는    라면 소비경로가 연령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소비의 존재는 소득계층별로 소비경로의 기울기에 향을 미치게 되어

소득계층이 오히려 고소득계층에 비해 축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32)

라. 자 회 

고소득가계가 투자기회 근에 있어 융지식 정보의 차이로 인해 소득

가계에 비해 보다 유리하다면 이로 인해 축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만약

고소득가계가 주식,부동산 등 고수익 투자기회에 한 근이 소득가계에

비해 용이하다면 자산시장에 한 근기회의 차이는 축률 격차를 발생시킨

다.상 으로 수익률의 높은 투자기회의 존재 그에 한 근가능성이 보

다 높아질 경우에 가계는 재소비를 지연시키고 축을 확 시키는 유인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마. 불확실  

고소득가계가 직면하는 험이 소득가계에 비해 높을 경우 이는 축률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향후 소득충격이 우려될 때 소득가계에 비해 고소득

가계는 자신의 높은 생활수 을 유지하기 해 보다 많은 축을 할 유인이

발생한다.

특히 사회보장 제도가 제공하는 사회안 망은 일반 으로 소득계층을 상

32)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 기 이후 낮은 이자율 수 이 지속되었다는 을 감안할 때

외환 기 후로 시간선호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와 같은 필요소비 지출을 통한 축

률 격차의 이론 인 설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그러나 가계의 시간선호율이 어떤 연유

로 인해 외환 기 이후 이자율의 하락폭 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면 이 역시 요한 이유

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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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어 고소득층을 한 비로서는 부 하며 따라서 고소득 가계의

경우 사 축에 의존할 유인이 더 크게 된다.이론 으로 불확실성 자체만으

로 축률 격차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사회

보장제도 등 제도 인 요소와 결합하여 축률 격차를 설명하고 있다.33)

. 증동  

통상 인 유증동기 모형에서 고소득가계는 재의 자신보다 소득이 낮을 것

으로 상되는 다음 세 를 해 보다 많은 유산을 남기려 한다.반면 소득

가계는 이들이 자신보다 소득이 높을 것이라 기 하므로 유증을 한 축동기

가 낮게 나타난다.동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후세의 효용에 가치를 두게 되며

소득은 세 에 걸쳐 평균으로 회귀한다(mean-reverting)고 가정함으로써 항상소

득이론의 비례소비가설은 세 에 걸쳐 유효하게 용된다고 본다.즉,높은 평

생소득을 가진 가계는 보다 많은 유산을 상 으로 가난하게 될 후손들에게

남기기 해 평생소득의 보다 많은 부분을 축하게 되므로 고소득 가계의

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그러나 유증동기 모형은 최상 계층의 높은

축률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반면 일반 으로 측되고 있는 최하 계층의

마이 스(-) 는 매우 낮은 수 의 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2. 거시  분

 가. 거시경  요인 분

低 축률 상의 원인으로 그동안 다양한 거시경제 인 요인들이 제기되어

왔다.34)본 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을 별하여 크게 5가지로 나 어

그 원인을 먼 도표와 기술분석(descriptiveanalysis)을 통해 수행하기로 한다.

33)Dynanetal.(2000)을 참조

34) 축률 하락의 거시 원인 분석은 송승주(2009),한국은행(2007)등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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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낮은 가처분 소득 성장률

무엇보다도 개인순 축률의 정의상 우리나라 개인순 축률 하락은 가처분소

득의 증가보다 빠른 민간소비의 증가가 제기되어 왔다.아래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 기 신용카드 기가 발생하 던 기간 등을 제외하고

는 소비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 개인

들의 가처분 소득이 외환 기 이후 추세 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는 이 주요 원인으로 지 될 수 있을 것이다.일반 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된 소득 에서 축하는 비 이 늘어나므로 반 로 소득계층별 축률 격

차 확 상과 유사하게 소득증가율이 낮아질수록 축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35)

이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아래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부

문의 본원소득 증가세는 1990～96년 연평균 16.1%에서 2000～08년 7.6%로

1990년 후반 이후 크게 둔화하 다.이는 2000년 이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피용자보수와는 달리 개인기업(자 업자)의 업잉여 재산소득이 정체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개인부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1980년

1990~96년 에는 연평균 16.7% 15.8% 으나 2000~08년 에는 연평균

6.2%로 폭 둔화하 는데 이러한 요인이 결국 개인 축률을 감소시키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36)

35)보다 자세한 내용은 Schmidt_Hebbeletal.,"Savingsand Investment:Paradigm,

Puzzles,Policies",1996참조.

36)인 등을 감안한 실질 GDP성장률은 2000~08년 에는 연평균 4.9%이다.1980년

평균 8.6%,90년 8.0%,2000년 평균 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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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가처분소득,민간소비 개인순 축률

자료 :한국은행,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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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구 분

1980

~89

평균

1990

~96

평균

1997 98 992000 01 02 03 04 05 06 07 08

2000

~08

평균

개인본원소득1)16.716.1 7.1 2.5 4.9 6.7 6.4 6.8 8.3 7.3 4.7 5.3 5.1 3.2 6.0

피용자보수19.017.7 5.7-4.3 5.0 8.9 9.8 9.9 9.1 8.3 7.3 5.9 6.9 5.0 7.9

개인 업잉여13.311.8 7.611.5 4.4 0.9-1.2 4.9-1.8 2.1 4.9 5.0-4.4-2.4 0.9

순재산소득16.417.318.432.6 5.2 6.0 3.3-12.835.412.5-15.9 0.514.0-1.0 4.7

개인처분가능소득2)16.715.8 7.8 3.7 5.1 5.0 6.8 7.0 8.3 8.3 5.1 4.8 5.0 5.5 6.2

본원소득3) 16.816.1 8.1-4.910.5 10.9 8.811.9 6.5 8.3 3.8 5.4 7.5 5.6 7.6

GDP성장률4)
7.7

(8.6)

7.9

(8.0)

4.7

(5.8)

-6.9

(-5.7)

9.5

(10.7)

8.5

(8.8)

4.0

(4.0)

7.2

(7.2)

2.8

(2.8)

4.6

(4.6)

4.0

(4.0)

5.2

(5.2)

5.1

(5.1)

2.2

(2.2)

4.8

(4.9)

주 :1)피용자보수+개인기업 업잉여+순재산소득
2)개인순처분가능소득<=개인부문 본원소득－경상세(소득,재산세 등)－사회부담 +
사회수혜 +순경상이 >+순사회 물이 +연기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이하
모두 같음.

3) 융법인,비 융법인,일반정부 개인부문 합:피용자보수+ 업잉여+생산
수입세－보조 +순재산소득

4)2000년 이 은 2000년 지수기 년 계열이며,2000년 이후는 2005년 지수
기 년 계열임.
5)()는 실질 GDP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ECOS

<표 III-1>개인부문 소득 증가율 추이

2)부의 효과(Wealtheffect)

앞서 언 한 소비증가의 요인으로 국내 자산시장에서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제기된다.37)가계가 보유한 주택,토지,주식 등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발생은 경상 인 소득을 과하는 소비지출을 유발하기 때문

에 축률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8)경기확장기와 수축기 그리고 자

37)M.Davey,"Savings,wealthandconsumption,"QuarterlyBulletin(Spring2001),Bank

ofEngland를 참조

38)국민계정에서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 는 손실은 소득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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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종류에 따라 부의 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가격 상승기 때 부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이 소비확

축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39)

아래 <그림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활

황은 축률 추이와 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에 한 추론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5 

0 

5 

10 

15 

20 

25 

3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서울APT가격(좌축) KOSPI(좌축) 개인순저축률(우축)

(2008=100) %

<그림 III-2>자산가격과 개인순 축률

자료 :한국은행,ECOS

3)공 연

공 연 의 확 로 공 축이 사 축을 구축하는 상이 발생하여 개인

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

주의할 필요가 있다.

39)변혜원․유경원(200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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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과 확 시기 등이 개인 축률의 하락 시 과 유사하며 국내 기존 연

구결과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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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공 연 가입자비율1)과 개인순 축률

주 :1)(공 연 가입자수/18세이상취업자수)X100
자료 :한국은행 ECOS,통계청 KOSIS

한편,아래 <그림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들어 국민연 ,건강보

험 등 사회보장 련 부담 이 크게 증가한 도 개인 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

으로 제기되고 있다.사회보장 련 부담 지출이 확 됨에 따라 개인처분가능

소득이 게 되어 그만큼 축여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같은 은 향후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확 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개인부담이 확 되어 축여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0)임병인·강성호(2005)와 R.FergusonJr.,"Questionsandreflectionsonthepersonal

savingrate,"2004Oct.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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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사회부담
1)
추이

주 :1)피용자부담 +자 업자 비취업자 부담
자료 :한국은행,ECOS

4) 리 기조

앞서 축모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축의 가장 기본 인 결정요인으로 지

목되는 리가 낮아질수록 축유인은 작아지게 된다.통상 으로 리하락 시

체효과(재소비와 미래소비간 체)와 소득효과(이자소득 감소)로 축은 감

소하게 된다.외환 기 이후 상당히 높았던 리가 2000년부터 격히 하되

는 리 상의 지속으로 축에 한 유인이 감소하면서 개인 축률 하

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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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실질 리
1)
와 개인순 축률

주 :1)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한국은행,ECOS

5)소비자 융의 발달

외환 기 이후 은행 등 융회사들의 소매 융에 한 집 과 장기주택 융

의 활성화,신용카드 등 지 결제수단의 선진화 등으로 주택담보 출 소비

자신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계의 융 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내구

재 구입,주택마련 등을 목 으로 한 가계의 축이 하된 것으로 보인다.아

울러 이 게 늘어난 가계부채에 한 원리 상환 부담 역시 축여력을 감소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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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소비자 융의 발달과 개인순 축률

자료 :한국은행,ECOS

6)기타요인

이밖에 소비패턴의 변화도 축률 하락 요인으로 제기된다.소득수 의 향상

과 사회보장제도의 확 용 등으로 소득을 높이려는 욕구 보다는 소비와 여

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소비증가도 축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근로시간 감소,소득수 향상 등에 따른 소비패

턴의 변화로 여가 련 지출,통신,교육 등 선택 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하

고 이에 따라 축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청·장년기에는 축을 하지만 유년기와 노년기에

는 마이 스(-)의 축을 하게 되므로 노인부양인구비율이 상승하면 축률은 하

락하는 것으로 지 되고 있어 빠른 고령화도 우리나라 가계의 축률 하락추세

에 한 한 가지 주요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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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가계의 소비지출 구성비 변화(실질 액 기 )

주:필수 지출=식료품 비주류음료,임료 수도 열,가계시설 운 ,
의료보건

선택 지출=주류 담배,의류 신발,교통,통신,오락문화,교육,음식
숙박,기타

41)Masson,atal.,"Internationalevidenceonthedeterminantsofprivatesavings",1998;M.

Higgins,"Demography,nationalsavingsandinternationalcapitalflow,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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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8>OECD국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

주 :1)고령인구비율=65세이상 인구/총인구 X100
자료 :OECDFactbook2009

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

한편 앞서의 분석은 부분 거시경제 변수와 축률간의 이변수 분석이고 그

림을 이용한 단순 비교에 그쳐 변수들 간 계분석이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1976~2008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축함수를 추정하여

주요 변수들의 축과의 계를 분석하 다.앞 의 축률의 이론 모형과

기술 분석결과를 토 로 축함수가 소득(낮은 소득증가율),실질 리(

리),소비자 융의 발달(유동성제약의 완화),인구구성(고령화), 자산가격(부

의 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 다.분석결과 자산가격변수를 제외하

고 부분의 추정계수의 값은 앞서 제기한 측과 부합되고 있으며 유의성도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2)

42)부(富)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기와 활황기 효과가 비 칭

으로 나타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변혜원·유경원(20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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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보면,소득의 변화와 리가 축과 러스(+)의 계를,유동성

제약,인구부양비율이 소득,유동성 제약,인 이션이 마이 스(-)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상수항 명목 리
유동성제약

리변수

소득

증가율

인구부양

비율
인 이션 자산가격 시차변수

추정계수
16.33*** 0.60** -0.28*** 0.30*** -0.34*** -0.52*** 0.03 0.42***

(3.96) (2.93) (-5.00) (3.65) (-3.32) (-3.92) 0.86 3.32

R2=0.90,F-통계량=32.41(p-value=0.000)Durbin-h통계량 =1.89***

주 :1)()안은 t값

<표 III-2>가계 축률 함수식 추정결과 (1976~2008년)

동 축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축률에 한 변동요인들의 기여도를

시산해 본 결과,<그림 Ⅲ-9>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80년 는 가계 축이 주로

인 이션에 의해 결정되고,1990년 이후에는 융시장의 발달로 유동성제약

완화(가계부채의 증가)의 향력이 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인구구조 변화 효과는 측과 달리 상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특히 2001년 하반기이래 융기 의 가계 출확 와 신용카드 활성화 등

으로 가계의 유동성제약의 완화가 축률 하락에 상당한 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43)본고에서는 유동성제약의 리변수로 (가계부채증감액/개인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 다.

통상 인 유동성제약 련 연구는 가계부채액과 증감액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보

다 자세한 내용은 남주하·여 형(2003),차은 (200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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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9> 축률 변동요인의 기여도 변화 추이

한편 이와 같은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재 진행되고 있는 가계 축률 하락 상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추세 인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즉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주요 변수로 제기되는 요인들이 부분 경제가 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세 인 상이므로 가계 축률 하락은 구조 인 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만,2000년 이후 가 르게 낮아지고 있는 축률과 축률 격차의 확 상

에 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 그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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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요인 경제발 에 따른 움직임 축률에 미치는 향

실질 리 하향 안정 낮은 리수 으로 축유인 약화

유동성제약 빠르게 완화
내구재 구매 목 축 감소

가계부채 확 로 축 감소

소득증가율 차 둔화 축여력 부족

인구부양비율 상승세 환 축인구 감소

<표 III-3>거시 변동요인 축률에 한 향

3. 소득  연  계 별 분   

본 에서는 통계청 ｢가계수지조사｣자료 등 가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계층별 축과 소비에 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축률 하 상이 소득계층

별로 그리고 연령계층별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가. 소득계 별 축률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축률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층 가계의 축률은 1999년 -4.9%로 가계가 자를 기록

한 이후 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층도 1997년 27.3%에 달했던 축

률이 2008년에는 19.9%로 7.4%point나 크게 하락하 다.44)반면에 고소득층 가

계의 축률은 외환 기 이후에도 큰 기복없이 36% 내외 수 에서 안정된 모

습을 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고소득층과 소득층의 축률 차이는 외환

기 이후로 확 되어 2008년에는 37.3%point를 기록했다.

44)본 에서 의미하는 소득층은 10분 계층 소득 1~3분 를 소득층은 소득 4~7분

를,고소득층은 8~10분 를 지칭하며 축률은 흑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66 연구보고  2010-1

(단 :%,%p)

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

축

률
3)

소득층 7.2 8.6 9.1 3.7 -4.9 -2.0 -2.3 0.0 -4.3 -5.2 -4.8 -1.3 1.3 -0.6

소득층 25.6 25.3 27.3 27.0 19.9 17.8 17.4 20.6 20.2 20.4 22.0 21.1 20.7 19.9

고소득층 38.0 36.2 37.5 41.8 36.3 34.4 36.2 37.6 37.1 36.2 35.1 35.8 36.8 36.7

평 균 29.0 28.3 29.6 31.5 25.1 23.6 24.5 26.4 25.4 24.9 25.0 25.5 26.2 25.6

흑자율차이4) 30.8 27.6 28.4 38.1 41.2 36.4 38.5 37.5 41.4 41.4 39.9 37.1 35.5 37.3

소

득

소득층 12.2 9.4 8.0-15.2 3.6 9.0 9.2 8.2 5.4 3.1 3.7 6.1 6.5 7.2

소득층 12.6 12.5 7.6 -9.7 3.2 7.5 9.4 7.4 7.4 6.5 4.7 5.7 5.9 6.0

고소득층 12.2 13.7 4.8 -2.1 5.2 6.7 10.5 5.3 3.8 6.3 4.4 6.0 7.3 5.6

평 균 12.3 12.6 6.3 -6.7 4.3 7.3 10.0 6.4 5.3 5.9 4.4 5.9 6.7 6.0

소

비

소득층 13.7 8.2 7.1-12.1 12.1 7.4 8.9 6.8 8.5 3.4 3.7 2.3 4.5 8.8

소득층 10.8 13.0 4.7-11.4 13.7 10.4 9.6 3.6 7.2 5.7 2.8 6.0 6.3 6.1

고소득층 8.9 16.1 2.6 -9.5 14.0 9.8 7.4 3.9 3.9 6.4 5.3 3.9 5.9 5.3

평 균 10.5 13.4 4.2-10.7 13.5 9.6 8.5 4.3 6.0 5.5 4.0 4.4 5.8 6.2

주 :1) 년동기 비
2) 소득층:소득 1~3분 , 소득층:소득 4~7분 ,고소득층:소득 8~10분
3) 축률=흑자율
4)고소득층 흑자율 - 소득층 흑자율

자료 :통계청,「가계수지동향」

<표 III-4>가계의 소득계층별
2)

축·소득·소비 증감률 추이

이와 같이 가계 축률이 소득계층별로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1999년 이후 ․ 소득층 가계의 소득증가가 소비증가에 비해 상 으로

더 게 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빈곤층(1분 )가계를 기 으로 소득계층별 소득․소비배율 추이를 보면 외

환 기 이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는 커졌으나 소비배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低 축 상은 소득 소득계

층과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계층의 낮은 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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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

소

득

1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분 1.6 1.6 1.6 1.7 1.7 1.7 1.7 1.7 1.8 1.8 1.8 1.8 1.8 1.7

3분 2.1 2.1 2.1 2.3 2.3 2.3 2.3 2.2 2.3 2.4 2.5 2.4 2.4 2.4

4분 2.7 2.8 2.8 3.1 3.1 3.0 3.0 3.0 3.1 3.3 3.3 3.2 3.2 3.1

5분 4.4 4.6 4.5 5.4 5.5 5.3 5.4 5.2 5.2 5.4 5.4 5.4 5.4 5.3

소

비

1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분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4 1.4 1.4

3분 1.6 1.6 1.6 1.6 1.6 1.7 1.7 1.6 1.6 1.7 1.7 1.7 1.8 1.7

4분 1.8 1.9 1.9 1.9 2.0 2.0 2.0 2.0 1.9 1.9 2.0 2.0 2.1 2.0

5분 2.6 2.8 2.7 2.7 2.8 2.9 2.9 2.7 2.6 2.7 2.8 2.8 2.9 2.7

주 :1분 기 배율
자료 :통계청,「가계수지동향」

<표 III-5>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득·소비 배율 추이

나. 연 별 축률

도시가계의 가구주 연령별 축률은 부분 연령층에서 외환 기 이후 낮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연령 별 축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자 형

태에서 최근 들어 V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1995~1998년 계층 평균 축률이 30% 가까

운 수치를 보 으나 2005~2008년 평균은 4%point하락한 26% 머무르고 있

다. 연령계층 특히 40 의 가계 축률은 외환 기 이 에 비해 큰 폭으

로 하락하여 이들 계층이 체 축률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통상 으로 마이 스(-)의 축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 60 축률

은 최근 들어 하락하기 보다는 비슷한 수 내지 보다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은퇴시장의 타깃 계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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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

평균 29.0 28.3 29.6 31.5 25.1 23.624.526.425.424.925.025.526.225.6

29세

이하
28.3 27.9 31.6 33.9 29.6 21.723.925.729.226.826.730.729.828.7

30~39세 29.7 29.8 31.9 33.8 26.1 25.725.827.326.526.925.027.128.027.4

40~49세 26.8 25.7 25.2 27.6 22.8 22.723.826.121.221.622.122.321.821.4

50~59세1) 30.1 26.5 24.2 29.7 23.5 17.121.825.427.525.026.927.029.128.4

60세

이상2)
29.3 29.2 32.4 30.7 22.9 23.924.227.234.632.934.026.329.730.7

주 :1)2002년 이 은 50~54세로 집계함.
2)2002년 이 은 55세 이상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가계수지동향」

<표 III-6>가구주의 연령별 축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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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0>연령별 축률 수 의 변화추이

한편 최근 연령 별 축률 수 의 변화는 40 를 제외하고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는데,이는 40 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Ⅲ-7>참조).

(단 :%)

평균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교육비/소비지출 13.0 2.7 10.4 19.7 9.2 2.8

자료 :통계청,「가계수지동향」

<표 III-7>가구주 연령별 교육비지출 비 (2008년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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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연령 별 축률이 자산 부채 축 에 어떠한 향

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통계청「가계자산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연령

별 자산 황을 보면 50 가 가장 높고,그 다음으로 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만원)

항목별 연령별 2006년

총자산

평균 28,112

29세 이하 5,418

30~39세 18,001

40~49세 30,260

50~59세 37,243

60세 이상 32,076

순자산

평균 24,164

29세 이하 4,432

30~39세 14,278

40~49세 25,317

50~59세 32,623

60세 이상 29,079

축총액

평균 5,745

29세 이하 2,904

30~39세 5,611

40~49세 6,744

50~59세 6,548

60세 이상 4,557

부채

평균 3,948

29세 이하 987

30~39세 3,723

40~49세 4,943

50~59세 4,620

60세 이상 2,997

자료 :통계청,「가계자산조사」

<표 III-8>연령 별 자산 황

보다 구체 으로 자산과 부채 황을 10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부채와

융자산형성은 역U자형의 일생주기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융자산 축 에

비해 상 으로 이른 시기(40~43세)에 부채가 최고 에 다다른 이후 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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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45)우리나라 가계는 연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부

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부채는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융자

산은 은퇴직 내지 은퇴시 (49~54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계 부동산 자산도 54세 후에 정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가계부채

는 38~44세 계층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계자산

은 45세 이후 계층들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층별 분석을 종합해 보면 低 축 상은 증· 소득계층의 축

률 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들 계층의 낮은 소득증가율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연령 별로 보았을 때 교육비 지출이 많은 40

계층의 축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低 축 상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계층의 부채부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부채

상환부담이 축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에서는 이와 같은 거시자료 분석 계층별 분석 효과를 미시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검정하여 보고 아울러 가계 자산구성 측면 축동

기 측면에서 低 축 상의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5)연령계층을 10분 로 나 어 살펴본 것은 연령계층을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고 통상 으

로 샘 내 연령구분이 5세나 10세 등 자의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측

치의 불균형 배분)를 피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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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생주기별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 패턴

2) 일생주기별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패턴

3) 일생주기별 가계의 부동산자산 보유 패턴

<그림 III-11>연령 별 가계 부채 자산 보유

주 :각 분 별 연령은 1분 (28세),2분 (35세),3분 (40세),
4분 (43세),5분 (46세),6분 (49세),7분 (54세),8분 (59
세),9분 (65세),10분 (74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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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자료 분   

가. 자료  분 법

일반 으로 축률 자료 분석에 있어서 제일 먼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축의 정의 문제라 할 수 있다.통상 으로 축은 실 된 는 미실 된 자본

이득을 포함하는 부(富)의 변화()로, 는 자본이득을 제외한 소득과 소비

지출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분석의 목 에 따라 사용하는 축의

정의가 상이하다.46)

먼 축을 부(富)의 변화로 정의하는 것은 은퇴를 한 축의 정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당하지만 실 으로 가계 보유자산을 완벽하게 악하고

있는 자료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 가계의 축을 소득과 소비의 차

이로 정의하는 것은 가계소득에 있어 자본소득이 작거나 는 자본이득이 아

상치 못한 결과에 한해 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가계조

사자료 상의 축을 ① 소득과 소비의 차이,② 가계가 조사 시 밝힌 축액으

로 정의하고 이들 축을 가계 총소득 비 비율로 사용하 다.47)48)

아울러 축률 자료 분석시 제기되는 다른 문제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구별 문제와 소득에 있어 발생하는 측정 오차(measurementerror)처리 문제라

할 수 있다.측정오차와 임시소득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연

구에서는 추정방법에 있어 2단계 추정기법을 사용하 으며 이에 따른 표본오차

의 편의(偏倚)가능성을 고려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기법을 용하여

46)국민계정상의 개인 축률이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유량개념이라는 을 감안하여

량개념의 개인부문 자 잉여율과 개인 융 축률을 시산한 결과 개인 축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

47)가계의 보유 자산에 한 만족할 수 의 정보가 입수 가능할 때 축을 부(富)의 변화로

정의하는 것이 측정의 오차문제에서 다른 개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노

동패 조사」자료의 경우 자동차 등 실물자산에 한 세부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富의

변화에 따른 축 정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48)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측정오차 자료의 이상치(outliers)가 상 으로 작은 ②의

정의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다.한편 축을 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정의

하여도 ②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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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오차를 계산하 다.49)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노동연구원의「노동패 조

사」와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자료50)를 보완 으로 사용하 다.두 자료

모두 패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패 자료의 경우 1차~10차 년도(1998

년~2007년)자료가,도시가계연보 자료는 1998년~2002년 5개년도 자료가 사용

되었다.분석 자료에 있어 핵심변수라고 할 수 있는 가계의 축률 자료의 경

우 분포가 비정규성(non-normality)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서는

Quantile추정방식을 사용하고 아울러 시간불변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해 패

분석기법을 보조 으로 사용하 다.51)

소득계층별 축률 분석을 해서는 가계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

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에 따라 소득계층을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

어 분석하 다.먼 Quantile추정방식의 경우 횡단면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므

로 체 측치를 연도와 상 없이 나열(pooling)하여 이를 소득별 5분 로 구

분해 사용한다.52)다음으로 항상소득개념을 용,각 가계별로 평균 소득을 구

해 이들 가계의 기간 평균소득을 5분 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마지막으로 패

자료 분석을 해 연도별로 각 가계가 속해 있는 소득분 를 계산하여 기간에

따른 이들 가계의 소득분 의 변화를 반 한다.

49)강건성 련 검토 내용은 <부록 1>을 참조

50)「도시가계조사」자료의 표본크기는 약 5천 가구로 5년 단 로 표본 집단을 정해두고 있

어 동일기간 내에 일부가구의 자료(902가구)는 패 자료로 구축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패 자료 구축과 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성호․임병인(2005)을 참조

51) 축률 자료에 한 정규성 검정(normalitytest)결과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통상 인 OLS추정치는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아울러 본

분석에서는 Quantile추정식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의 측되지 않는 시간불변

요소(를 들어 가계의 성향 등)로 인한 추정치의 편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고정효과 모

형을 보조 으로 사용하 다.

52)패 자료를 나열(pooling)할 경우 동일 가계에서 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도가 다를

경우 이는 각기 독립 인 측치(observation)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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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률 하의 원인 분

거시 인 요인 이외에 개인 축률 하 상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가계의 자산구성 련 요인이며 본 에서는 이를 실증 으로 분석한다.이론

으로 볼 때 가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 자산,부동산 등 실물자산,그리

고 융자산 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가계의 상이한 특성에 따

라 보유를 결정한다.따라서 가계의 자산구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가계의

低 축률 상은 가계의 융자산과 다른 형태의 자산간 체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Ⅲ-12>에서는 가계자산구성과 축간 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 실물자산에 한 선호,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자산 축 이 일정 부

분 기존 융자산의 소진과 부채 증 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원리 상

환 부담으로 인해 융 축이 감소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한편 인 자산에

한 투자 교육 건강에 한 지출 역시 융자산 축 을 일정 부분 제약

하는 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다.다음에서는 이와 갖은 가능성들을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검정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을 분석하기 해 크게 세 가지 측면 ① 교육비

부담의 증가 ② 국민연 등 공 축 증 ③ 가계부채의 증가로 나 어 각각

이 융자산 축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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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2>가계자산구성과 축

주 :실물자산에는 부동산 자산 등이,인 자산에는 가계 구성원의 교육수 ,
건강 등이 포함되며 공 축에는 국민연 등 사회보장 련 납부액이
포함됨.

1)교육비 부담의 증가53)

가) 황

1980년 이후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 은 1980년 6% 수

에서 최근에는 12%수 까지 상승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의 민간

부담(GDP 비)은 2003년 OECD 평균(0.7%)보다 네 배 이상 높은 2.9%로

OECD회원국 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이 높은 민간 교육 련 지

출은 고스란히 국민이 느끼는 실제 경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54)이와 같

53)본 분석의 주요 내용은 유경원(2007)을 참조하 다.

54)OECD자료상에서 교육비 지출의 민간부담액은 통상 인 가계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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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계의 높은 교육비 부담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소비로부터

의 체와 융 축의 감소를 통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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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3>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

자료 :통계청(2008),KOSIS

고 있어 이를 포함시킬 경우 그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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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4>국가별 교육비 지출의 민간 부담(GDP 비)

자료 :OECDFactbook(2008)

즉,가계 축률 하락과 융자산 축 부진의 주요한 원인 한 가지 제기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계부문의 교육비 확 라 할 수 있다.앞서 언 한 바

와 같이 교육비 확 는 40 가계의 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우리나라의 민간 교육비 부담수 은 GDP 비 비슷한 교육비 수 을

보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편으로 이와 같은 교육비의 사 부

담은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의 낮은 축률 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

소인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55)

우리나라의 민간 교육비 비율은 축률이 비슷한 수 의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축률이 상 으로 낮은 미국이 우리와

가장 근 한 수 의 민간 교육지출 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 축률이 상 으

55)하나 융그룹(2007)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잠재자의 60%는 아직 은퇴 비를 하

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61.9%가 자녀교육비 지출을 주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보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교육비를 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73% 가량이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자산 축 부진의 원인 분  79

로 높은 랑스,이태리,스 스 등은 GDP 비 민간 교육비 비율도 낮게 나타

나고 있다.이와 같은 계를 살펴보기 해 OECD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PooledOLS분석을 해 본 결과 가계 축률과 민간부문의 교육비는 마이 스(-)

의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나타내고 있다.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국

가별로 민간부문 교육비 수 이 높을수록 개인 축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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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5>OECD국가의 민간 교육비 비율과 개인 축률간의 계

(2003년 기 )

주 :X축은 개인부문 축률,Y축은 GDP 비 민간교육비 비율을 나타내며 실선
은 PooledOLS회귀식을 나타냄.

자료 :OECD,OECDFactbook2007.

나)가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소비 축에 한 기존 이론에 따르면 가계는 축을 통해 자신 세 소

비의 평활화(consumptionsmoothing)를 이루도록 하는 최 의 의사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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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에 부모와 자녀 세 간 자원배분 문제도 고려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세 는 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자신의 재와 미래의 소

비결정은 물론 자신과 자녀 세 간 자원배분에 한 결정도 함께 내려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교육비의 경우 세 간 후생은 물론 세

의 기간 간 후생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세 의 합리

인 소비-축 결정을 해서는 가계의 교육비에 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

다. 한 연 등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산업 입장에

서도 향후 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과정 속에서 늘어나는 교육지출과 가계의

융자산 축 이 어떠한 계가 있는지는 요한 심사라 할 것이다.

①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에서는 「노동패 조사(KLIPS)」자료를 사용하 으며56) 축과 교육비

변수의 경우 일반 인 분석 상 변수와는 상이한 특성을 나타난다.동 변수는

아래 <그림 Ⅲ-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않은 측치가 0으로 나타나 형

인 도 단자료(censoreddata)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두 변수의 분포를

Kernel 도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아도 <그림 Ⅲ-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에서 상당수의 측치가 축 되는 도 단자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노동

패 조사 자료에 의하면 분석기간 가계의 50∼70%정도가 축을 하며 월 축

액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나머지는 축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사

교육비 내지 공교육비가 없는 가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6)KLIPS의 소비액은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에 비해 생활비

가 게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는 외식비의 정의와 같이 분류 방법상의 차이

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소비지출의 세부 내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교통비,

주거비,통신비와 같이 매월 일정하게 지출하는 항목에 해서는 KLIPS나 가계조사의

액이 비슷한 수 을 보이는 반면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KLIPS가 더 높게 나타나는

상이 발생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효미(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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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6>가계의 교육비와 축 분포

주 :실선은 ln( 축액)의 도함수 추정치를, 선은 ln(교육비)를 나타냄

통상 으로 이와 같은 자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OLS분석을 수행하게 될 경

우 추정결과는 편의(bias)를 갖게 되므로 두 자료에 한 분석은 통상 인 OLS

추정이 아닌 토빗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추가 으로 패 자료의 특성

을 감안한 임의효과 토빗(Random effectTobit)모형 분석을 수행하 다.

② 2변수 토빗 모형의 설정

본 에서는 교육비와 축결정이 서로 독립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검정

하는 것이 주요 분석 목 이다.우리나라 교육비가 자녀에 한 사 유증

(ex-antebequest)의 성격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축의 주요한 동기 하나

로 유증동기(bequestmotive)도 무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융자산에 한

축과 교육투자 간에 어느 정도 체 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나 이에 한 단은 정한 분석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 상 자료의 특성을 살펴본 바 로 교육비와 축은 도 단자료의 특

성을 나타내므로 일 인 추정치(consistentestimates)를 얻기 해서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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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LS분석이 아닌 토빗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먼 축의 결정

요인에 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ln 
  i f 

  

ln     

여기에서 가구 j의 t기 축은 로 나타내고 는 가구의 특성을 나타

내는 변수를 의미하며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교육비에 한 추정식은 식

에서 를 로 체하여 축과 마찬가지의 토빗 분석을 별도로 하게

된다. 축과 교육투자에 해 각각 토빗 추정을 할 경우 이는 축과 교육투

자 결정이 독립이라는 것을 제로 하며 두 추정식에 있어 오차항간에는 상

계가 0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그러나 동 가정은 본고에서 검정할

상이므로 이 같은 검정을 해 본 연구에서는 2변수 토빗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하기로 한다.다음 에서는 먼 융 축과 교육투자가 독립 이라 가정

하고 개별 으로 추정한 결과와 융자산과 인 자본에 있어 상호 의존 인 의

사결정의 가능성을 허용한 2변수 토빗 결과를 비교하 다.

본 의 분석모형이라 할 수 있는 2변수 토빗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n 
     (III-11)

ln 
     (III-12)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축과 교육투자에 한 수요는 이들이 실제로 0보다

클 때에 한해서 측된다.즉 가구는 축과 교육투자에 해 0내지는 러스

(+)의 액을 지출할지를 결정하며 이는 네 가지 가능성으로 별할 수 있다.

어떤 가구는 축과 교육투자를 동시에 하거나 Pr    , 축

은 하되 교육투자는 하지 않는 경우 Pr    ,반 로 축은

하지 않으면서 교육투자만 하는 경우 Pr    ,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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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축과 교육투자를 모두 하지 않는 경우 Pr    로 나

어진다.57)즉 이와 같은 네 가지 가능성에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

며 분석 상 변수가 마이 스(-)의 값을 갖지 않으므로 앞서 제시한 토빗 모형

이 정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가구가 축과 교육투자를 결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크므로 최선의 실증분석 모형은 이와 같은 결합성

(jointness)내지 동시성(simultaneity)을 고려한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가

능 하는 모형이 2변수 토빗 모형이다.

2변수 토빗 모형에서 (Ⅲ11),(Ⅲ-12)추정식의   는 확률 변수로

 ∼  
  

  이며 공분산은   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동 모형에서 오차항  은 분산이 각각 
  

 로 표시되고 이들

은 결합정규분포라 가정한다.만약 공분산의 계수 가 0일 경우 축과 교육투

자의 결정은 독립이 되는 것이다.만약 가 0이 아니라면 결합추정은 다른 추

정기법에 비해 보다 효율성이 높게 되며 아울러 동 상 계수의 추정치는 축

과 교육비간 상호의존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한편 본 분석에서는 교육투자와 축결정을 설명하는 변수를 선정하기 해

Guisoetal.(1996,2002)과 Brownetal.(2005)을 원용하 다.동 변수는 가구주의

인구학 특성변수, 를 들어 가구주 연령,성별,결혼 상태,교육수 과 노동시장

련변수들이 포함되었다. 한 가구특성을 반 하기 해 가구원 수,자녀의 수가

사용되었으며,가구별로 상이한 실물자산 부채상태를 통제하기 해 추정식에

주택의 소유여부와 융부채 잔액이 포함되었다.한편,자녀수의 교육비 축에

한 효과는 자녀들의 연령 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분석

에서는 각 가구별로 자녀수의 평균나이 를 계산하여 이를 분석식에 반 하 다.

 (



  






,는 가구의 i번째 자녀 나이,그리고  은 가구의 총자녀수)

특히 축 교육비 결정에 있어 소득변수는 요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일생주기 가설에 기 하여 일생에 걸쳐 축 된 자산과 인 자본 규모를 반 하

57)소득 소비하고 난 나머지를 축으로 정의할 경우 일부 소득계층의 경우 마이 스

(-)의 축을 시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축액은 가계가 월 축이 있을

경우 밝힌 액으로 0내지 러스(+)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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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변수를 포함시켰다.일생소득의 용변수로는 분석기간의 가구 평균소

득을 사용하 으며 재의 소득흐름을 반 하기 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사

용하 다.한편 모든 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 으며

BrownandLankford(1992)등 기존 연구를 따라 모든 연속형 변수는 자연로그

를 취하 다.58)

③ 분석결과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은 PooledOLS와 토빗 모형

임의효과 토빗 모형을 기 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2변수 토빗 모형 분석

SUR(SeeminglyUnrelatedRegression)분석59)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독립 인 경우)

먼 가계 축과 교육투자가 독립 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Ⅲ-9>에 제시되어 있다.아울러 두 변수들 간의 체 계 정도를 직 으

로 악하기 해 식 (Ⅲ-11)의 축 추정식에는 교육비를,식 (Ⅲ-12)의 교육비

추정식에는 축을 추가하여 분석하 다.

먼 일생소득 재의 소득에 따라 축액과 교육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 으로 융자산에 한 축이 교육비 지출에 비해 소득

에 해 보다 탄력 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수는 축식의 경

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마이 스(-)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육

비에 있어 자녀수의 증가는 상 로 러스(+)의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연령 별 축과 교육비의 패턴 역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교

육비의 경우 역 U자 형태의 일생주기 패턴을 나타낸 반면 축은 U자 형태로

58) 축 내지 교육비를 0으로 답하 을 경우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고 0을 사용하 다.

59)SUR분석은 Zellner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개별식의 오차항이 상호 연 되었다고 상될

때 이와 같은 추정식간 제약을 검정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장 이 있는 추정기법이다.

통상 SUR추정은 장기간의 T와 작은 수의 N인 표본 분석에 정하며 경우에 따라선

PooledOLS 는 패 추정기법보다 보다 장 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보다 자

세한 내용은 Baum(2007)을 참조.본 연구에서 SUR분석결과는 <부록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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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추정

결과를 토 로 연령 별 축 교육비의 로화일(profile)을 살펴보면 가구

주의 나이가 50 후반에 가장 낮은 축을 나타내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육비는 평균 으로 40 후반 무렵에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나 일생주기에 따라 가계 축과 교육비 지출이 상반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분석한 축과 교육비간 계에 있어 가구주

의 연령이 요한 요인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요한 향을 미치는 자가소유 여부

는 융자산 축 교육비에 있어 러스(+)의 향을 미치며 가구주 배

우자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교육비 수 이 높은 반면 축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는 혼재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축과 소비간의 계 분석에 있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 가계의 차입 가능성이라 할 것이다.즉 차입 가능성은 소득의 증가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비 충격이 있을 경우 축이나 소비의 감소 없이 교육비를 평활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앞서 시계열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언 하

다시피 축의 경우 유동성제약의 완화는 내구재 구입 목 등의 축보유를

감소시키며 아울러 부채확 로 인한 원리 상환부담으로 인해 축을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분석 결과 가계의 차입 가능성은 축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마이 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교육비에

있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합 으로 보았을 때 축 교육비 지출 결정이 독립 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추정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나 이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편 이에 추가 으로 교육비와 축 간 체 계를 보

다 직 으로 악하기 해 식 (Ⅲ-11)과 식 (Ⅲ-12)에 축과 교육비를 설명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다음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비

와 축은 체로 유의한 체 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10>에 의하면 교육비가 1% 늘어났을 때 추정방

식에 따라 축은 0.02～0.0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는 가계가 교육

비를 두 배로 늘릴 경우 축은 2%에서 4% 정도 감소함을 의미하지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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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추정치는 두 결정간의 상호 계가 존재할 경우 편의(bias)를 갖게 되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비록 추정치가 편의가 있어 그 수치상의 경제

의미를 찾기 어렵지만 동 분석결과는 어도 가계의 교육비가 늘어날 경우 가

계는 축을 조정하며 축의 감소는 가계의 교육비 증가와 계가 있음을 시

사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다른 설명변수의 축과 교육비에 미치는 효과는

<표 Ⅲ-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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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축액) ln(교육비)

POLS Tobit RTobit POLS Tobit RTobit

ln(평균소득)
1.0826*** 1.1741*** 1.2202*** 0.2744*** 0.2883*** 0.2411***

(0.0783) (0.0886) (0.0941) (0.0735) (0.0868) (0.0939)

ln(소득)
0.6129*** 0.8007*** 0.7593*** 0.1108** 0.1363** 0.1701***

(0.0560) (0.0599) (0.0561) (0.0497) (0.0566) (0.0516)

ln(부채액)
-0.1408*** -0.1727*** -0.1532*** 0.0239 0.0277 0.0068

(0.0210) (0.0252) (0.0262) (0.0204) (0.0248) (0.0258)

가구크기(명)
-0.0376 -0.0550 -0.0322 0.1126** 0.1890*** 0.2208***

(0.0437) (0.0510) (0.0553) (0.0515) (0.0505) (0.0556)

자녀수(명)
-0.0722 -0.0890 -0.1129 0.3008*** 0.3308*** 0.3481***

(0.0560) (0.0663) (0.0738) (0.0616) (0.0658) (0.0749)

가구주 나이
-0.0796*** -0.0855*** -0.0721** 0.4410*** 0.6328*** 0.6370***

(0.0256) (0.0315) (0.0360) (0.0265) (0.0337) (0.0393)

(가구주 나이)
0.0008*** 0.0008** 0.0007* -0.0047*** -0.0069*** -0.0069***

(0.0003) (0.0003) (0.0004) (0.0003) (0.0003) (0.0004)

평균자녀연령
-0.0344*** -0.0422*** -0.0396*** -0.0346*** -0.0466*** -0.0482***

(0.0072) (0.0087) (0.0101) (0.0074) (0.0086) (0.0104)

가구주 성별

(남=1,여=2)

-0.0837 -0.1682 -0.1822 -0.8058*** -1.1132*** -1.0213***

(0.2755) (0.3083) (0.3510) (0.2398) (0.3167) (0.3659)

결혼 여부

(기혼=1)

-0.8427 -1.0723 -0.6425 -0.1854 -0.2178 0.6067

(0.8057) (0.7646) (0.7344) (1.1008) (0.9721) (0.9179)

가구주 직업

(상용직=1)

0.3867
*** 0.4981*** 0.4759*** 0.1744** 0.2374** 0.2132**

(0.0801) (0.0972) (0.1054) (0.0789) (0.0967) (0.1066)

자가소유여부

(자가소유=1)

0.2509*** 0.3054*** 0.2436*** 0.1432*** 0.1546*** 0.1433**

(0.0484) (0.0592) (0.0637) (0.0449) (0.0585) (0.0634)

가구주 교육수
-0.0556*** -0.0716** -0.0768** 0.0926*** 0.1153*** 0.1421***

(0.0256) (0.0306) (0.0357) (0.0254) (0.0304) (0.0368)

배우자의

교육수

-0.0160 -0.0246 0.0006 0.1808*** 0.2009*** 0.1827***

(0.0315) (0.0371) (0.0436) (0.0295) (0.0368) (0.0448)

상수항
-6.4827*** -8.1232*** -9.0501*** -12.2399***-17.1230***-18.1683***

(1.0842) (1.1486) (1.2440) (1.2994) (1.3337) (1.4298)

  0.3016 0.0866 - 0.2856 0.0924 -

측치 수 4,242 4,131

주 :1)*는 10%,**는 5%,***는 1%수 에서 유의 임을 나타냄.
2)()안은 heteroskedasticityrobuststandarderror
3)연도 지역(서울)더미 등이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표 III-9>가계의 축과 교육비 결정요인 분석 결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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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축액) ln(교육비)

POLS Tobit RTobit POLS Tobit RTobit

ln(교육비) 는

ln( 축액)

-0.0354** -0.0408** -0.0208 -0.0330** -0.0424** -0.0169

(0.0171) (0.0196) (0.0198) (0.0160) (0.0189) (0.0188)

ln(평균소득)
1.0689*** 1.1485*** 1.1931*** 0.3107*** 0.3343*** 0.2615***

(0.0795) (0.0891) (0.0944) (0.0755) (0.0893) (0.0964)

ln(소득)
0.6276

*** 0.8119*** 0.7638*** 0.1282** 0.1591*** 0.1761***

(0.0577) (0.0603) (0.0565) (0.0512) (0.0578) (0.0528)

ln(부채액)
-0.1367

*** -0.1666*** -0.1501*** 0.0214 0.0244 0.0082

(0.0212) (0.0253) (0.0263) (0.0206) (0.0251) (0.0261)

가구크기(명)
-0.0275 -0.0439 -0.0260 0.1073

** 0.1822*** 0.2147***

(0.0436) (0.0506) (0.0547) (0.0521) (0.0509) (0.0559)

자녀수(명)
-0.0621 -0.0739 -0.0963 0.2974*** 0.3268*** 0.3463***

(0.0564) (0.0664) (0.0737) (0.0620) (0.0662) (0.0753)

가구주 나이
-0.0591** -0.0589* -0.0578 0.4384*** 0.6292*** 0.6363***

(0.0269) (0.0330) (0.0372) (0.0267) (0.0338) (0.0393)

(가구주 나이)
0.0005** 0.0005 0.0005 -0.0047*** -0.0068*** -0.0069***

(0.0003) (0.0003) (0.0004) (0.0003) (0.0003) (0.0004)

평균자녀연령
-0.0358*** -0.0439*** -0.0402*** -0.0363*** -0.0489*** -0.0495***

(0.0073) (0.0087) (0.0101) (0.0075) (0.0087) (0.0105)

가구주 성별

(남=1,여=2)

-0.1087 -0.1886 -0.1845 -0.8047*** -1.1168*** -1.0192***

(0.2760) (0.3046) (0.3466) (0.2396) (0.3169) (0.3657)

결혼 여부

(기혼=1)

-0.2964 -0.3611 0.1029 -0.1996 -0.2402 0.5998

(1.2619) (0.9813) (0.9408) (1.1416) (0.9711) (0.9181)

가구주 직업

(상용직=1)

0.3780*** 0.4809*** 0.4630*** 0.1853** 0.2519*** 0.2157**

(0.0802) (0.0973) (0.1054) (0.0793) (0.0972) (0.1071)

자가소유여부

(자가소유=1)

0.2548*** 0.3070*** 0.2396*** 0.1537*** 0.1675*** 0.1496**

(0.0492) (0.0595) (0.0639) (0.0455) (0.0589) (0.0637)

가구주 교육수
-0.0506* -0.0634** -0.0670* 0.0896*** 0.1116*** 0.1399***

(0.0259) (0.0307) (0.0357) (0.0257) (0.0306) (0.0369)

배우자의

교육수

-0.0080 -0.0163 0.0035 0.1817*** 0.2016*** 0.1838***

(0.0321) (0.0373) (0.0436) (0.0296) (0.0369) (0.0448)

상수항
-7.5368*** -9.3920*** -10.0372***-12.4643***-17.3922***-18.2964***

(1.4783) (1.3371) (1.4097) (1.3352) (1.3413) (1.4380)

  0.3006 0.0861 - 0.2847 0.0920 -

측치 수 4,102 4,102

주 :1)*는 10%,**는 5%,***는 1%수 에서 유의 임을 나타냄.
2)()안은 heteroskedasticityrobuststandarderror
3)첫 열은 분석식이 축액일 경우 설명변수로 교육지출을 분석식이 교육비일 경우
설명변수로 축액이 사용되었음을 의미

4)연도 지역(서울)더미 등이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표 III-10>가계의 축과 교육비간 계 분석 결과(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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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 토빗 분석 결과)

가계의 축과 교육비 결정이 서로 독립 임을 가정하고 추정한 앞의 분석결

과는 제안된 설명변수가 어느 정도 기존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단된

다.다만 교육비와 축의 계를 보다 명시 으로 반 한 분석결과는 이 같은

독립성 가정이 성립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본 에서는 가계 자산구성의 주요한 요소인 인 자본의 투자와 융자산

축간 상호의존 계를 허용하는 2변수 토빗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두 변수 간 독

립성 여부를 직 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이를 해 앞선 추정식의 설명변

수 항목에서 각각 교육비와 축을 제외하고 완 정보 우도함수(full

informationmaximum likelihoodfunction)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 계를 나

타내는 공분산의 상 계수  등을 추정한다.

추정결과는 <표 Ⅲ-11>에 나타나 있다. 체로 앞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축은 일생소득에 매우 탄력 으로 움직이며 교육비는 재소

득 흐름보다는 일생소득 변동에 보다 유의미한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자

녀수의 경우 교육비에 한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러스(+)의 계수 값을 보

으며 축과 교육비의 가구주 연령 별 로화일 역시 이 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가구주 배우자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 자본에 보다 많

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축액에 있어서는 마이 스(-)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가 심을 갖고 있는 공분산의 상 라미터 의 추정치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인 자본에 한 투자인 교육지출이 축의 결정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결합모형 근방식(joint

modelling)이 독립 으로 추정하는 경우보다 효율 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한 동 계수가 통계 으로 5%내에서 마이 스(-)의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인 자본의 축 이 일정부

분 융 축의 체를 통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

는 축과 교육비간 계를 나타낼 뿐 다른 경로라 할 수 있는 소비의 조정

가능성에 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기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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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계는 교육비가 늘어날 때 축은 물론 여타 소비 역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으므로 부록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정해 보았다.60)

60)교육비 재원을 마련하기 한 가계의 소비조정 가능성에 한 분석모형 결과에 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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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축액) ln(교육비)

ln(평균소득)
1.1371*** 0.2891***

(0.0812) (0.0824)

ln(소득)
0.8074*** 0.1325**

(0.0478) (0.0519)

ln(부채액)
-0.1676*** 0.0303

(0.0255) (0.0247)

가구 크기(명)
-0.0484 0.1834***

(0.0487) (0.0380)

자녀수(명)
-0.0861 0.3301***

(0.0650) (0.0565)

가구주 나이
-0.0771** 0.6322***

(0.0322) (0.0322)

(가구주 나이)
0.0007** -0.0069***

(0.0003) (0.0003)

평균자녀연령
-0.0425*** -0.0474***

(0.0085) (0.0081)

가구주 성별(남=1,여=2)
-0.1553 -1.1123***

(0.2947) (0.2908)

결혼여부(기혼=1)
-0.3533 -0.2272

(60.7152) (64.7396)

가구주 직업(상용직=1)
0.4738*** 0.2359***

(0.0925) (0.0916)

자가소유여부(자가소유=1)
0.3011*** 0.1570**

(0.0601) (0.0629)

가구주 교육수
-0.0672** 0.1138***

(0.0304) (0.0294)

배우자의 교육수
-0.0237 0.2023***

(0.0363) (0.0379)

상수항
-8.8874 -17.0880

(60.7224) (64.7433)

 1.6578***

 1.6370***

 -0.0340**

측치 수 4,102

주 :1)*는 10%,**는 5%,***는 1% 수 에서 유의 임을 나타냄.
2)()안은 heteroskedasticityrobuststandarderror
3)연도 지역(서울)더미 등이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표 III-11>2변수 토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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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비의 증가는 가계의 자산구성에 향을 미치게

되며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인 자본에 한 투자확 는 소비의 구조조

정과 융 축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 교육비와 축간

의 체 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 축률의 하락추세에

한 한 가지 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국민연 등 공 축 증

가) 황

1990년부터 외환 기 후까지 공 연 과 사회보험61)지출의 소득 비 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 기 기간

(1990-1997)평균은 2.4%에서 외환 기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1)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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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7>도시가구의 소득 비 공 연 과 사회보험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2008),KOSIS

이와 같은 공 축에 한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등 비소비지출의 확 가

가계의 축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 가계의 축률 하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일반 으로 공 연 은 사 축을 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

히 공 연 의 경우 소득계층의 축유인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보다 약화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의 연구결과 역시 국민연 제도가 외환 기 이후

가계 축률 하락에 향을 미쳐왔으며 소득계층별 축률 격차를 확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계층에 비해 소득계층의 축률이 낮은 것은 이와

같은 공 연 의 사 축 체효과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데 기인

하고 있다.최근 연구결과62)에 따르면 외환 기 이후 공 연 납입부담이 증

가함에 따라 국민연 등 공 축이 사 축을 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체효과가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즉,앞서 언

62)강성호․임병인(2005);임경묵․문형표(200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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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고소득계층의 경우 공 연 으로는 노후소비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경우 공 연 의 사 축 구축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소득계층의 경

우 국민연 의 소득 체율이나 국민연 납입 비 수익률이 상 으로 높

다고 기 할 경우 공 연 지출로 인한 사 축의 체효과가 상 으로 크

게 나타나 축률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실증분석

소득계층별로 국민연 지 액의 변화가 소비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

과 소득계층의 축 체가 고소득계층에 비해 상 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자료상의 제약63)을 감안하고 소득 비 소비지출과 연 지출액

의 계를 분석한 결과 <표 Ⅲ-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비 국민연 부

담에 따른 소비율 증 효과가 소득계층에 비해 고소득계층의 경우 상 으

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64)즉, 소득계층의 경우 국민연 의 사 축 체

효과가 상 으로 큰 반면 고소득계층의 경우 연 의 소득 체율이 낮아 그

효과가 상 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65)

본 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결국 최근 국민연 등 공 축 사회보

험 지출의 증 는 사 축으로의 체와 가계의 축여력 감소를 가져오고

소득계층별로 다른 유인을 창출하여 축률 격차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된다.66)

63)노동패 자료에는 국민연 납입부담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 통계청「도시가계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아울러 통계청 자료 역시 축에 한 만족스러운 지

표가 없어 소비율을 직 으로 분석하 다.

64)가구소비에는 연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5)가구소득이 추정식에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단순히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6)국민연 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함에 있어 정부 회사기여 에 따른 추가 인

축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각출비율이 용됨을 감안할 때 본

분석결과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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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2분 3분 4분 5분

소득 비

연 지출액

14.428** 12.496* 5.741*** 5.180*** 4.260***

(6.381) (7.221) (0.851) (0.250) (0.821)

가구주나이
0.067* 0.035 -0.004 0.027* 0.002

(0.023) (0.038) (0.019) (0.014) (0.019)

(가구주나이)2
-0.073* -0.028 0.007 -0.037 -0.004

(0.025) (0.046) (0.022) (0.017) (0.022)

주택소유
0.046 0.006 -0.003 -0.047 -0.024

(0.040) (0.064) (0.042) (0.038) (0.062)

가구원수
0.047** 0.073** 0.064** 0.034** 0.035**

(0.030) (0.036) (0.028) (0.017) (0.015)

가구주 교육수
0.055 0.072 -0.016 -0.002 0.012

(0.036) (0.048) (0.023) (0.016) (0.017)

가구소득
-0.407*** -0.404*** -0.184*** -0.119*** -0.642***

(0.050) (0.119) (0.023) (0.017) (0.104)

측치 수 900 900 900 900 900

주 :1)()안은 Heteroskedasticityrobuststandarderror를 나타내며, 첨자
***,**,*은 각각 1%,5%,10% 수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연도 dummy는 생략되었으나 5%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자료 :통계청,「도시가계연보」,각연도

<표 III-12>소득계층별 국민연 이 가계 소비율에 미치는 효과(Fixedeffects)

3)가계부채 증 로 인한 원리 상환 부담의 증가

가) 황

외환 기 이후 가계경제에 있어 가장 특징 인 상가운데 하나는 가계부채

의 빠른 증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가계부채규모는 외환 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9년 6월말 재 698조원으로 외환 기 직후인

1997년 말의 3배가 넘는 규모까지 상승하 다.2000~2007년 기간 가계신용

은 두 배 이상으로 확 되었으며 2009년 9월말 재 가계신용잔액은 713조원

(가계 출 676조, 매신용 3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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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8>가계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2009),ECOS

2005년 이후 주택담보 출을 심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상 으로 채무상

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층의 자산취득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계의 실물자

산증가로 이어졌으나 이로 인한 이자 부담 역시 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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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9>가계의 가처분소득 비 지 이자 비율

자료 :한국은행(2008),「 융안정보고서」,2008.10

앞서 거시자료 분석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소비자 융의 발달과 低 리 기

조의 정착으로 인해 부채에 한 근 가능성이 높아진 가계가 부동산 자산 구

입을 해 융자산을 소진하고 융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이 가계 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다음 에서는 이

를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기로 한다.

나)실증분석

외환 기 이후 리 기조와 은행 등 융회사들의 가계 출 경쟁 확 는

가계에 부채를 확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으며 특히 ·고소득 계층을

심으로 소득 비 부채규모가 증 되었다(<표 Ⅲ-14>참조).먼 부채부담의

증 가 축률 감소에 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한 결과 <표 Ⅲ-1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상환부담의 증가는 실증분석 방법에 계없이 축률 감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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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수
Quantile Fixedeffects

Ⅰ Ⅱ Ⅰ Ⅱ

2분
0.350 2.210

(1.214) (1.424)

3분
3.821*** 4.388***

(1.182) (1.536)

4분
8.503*** 7.053***

(1.164) (0.560)

5분
18.267*** 10.937***

(1.151) (1.712)

소득 비

부채상환액

-2.156*** -2.364*** -0.435** -0.391**

(0.264) (0.184) (0.183) (0.121)

가구원수
-0.905 -0.605 0.185 0.099

(0.576) (0.398) (1.199) (1.148)

자녀수
0.208 -1.003* -2.983 3.276

(0.792) (0.547) (2.534) (2.442)

가구주나이
-1.620*** -1.555*** -0.147 -0.193

(0.407) (0.285) (1.854) (1.832)

(가구주나이)2
0.013*** 0.014*** 0.000 0.000

(0.004) (0.003) (0.014) (0.014)

가구주성별
3.487 0.494 3.930 3.535

(3.129) (2.123) (13.45) (13.55)

혼인 계
-0.623 0.227 -12.500*** -8.388***

(0.411) (0.318) (1.542) (1.975)

가구주의

일자리유형

-2.941*** -0.501 -1.841 -1.764

(0.795) (0.554) (1.648) (1.639)

배우자의

일자리유형

-0.208 -1.171** 0.225 -0.344

(0.793) (0.550) (1.378) (1.366)

주 :1)()안은 Heteroskedasticityrobuststandarderror를 나타내며, 첨자 ***,**,*은 각
각 1%,5%,10%수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상수항 연도 더미는 생략되었으나 5%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표 III-13>부채상환부담의 증가가 축률에 미치는 향

한편 <표 Ⅲ-14>에서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부채상환부담의 추이를 살펴본 결

과 분석기간 동안 주택 출을 확 한 ·고소득계층의 소득 비 부채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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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소득계층별 격차(5분 비 1분

)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원리 상환부담을 소득계층별로

보았을 때 소득계층일수록 원리 상환 부담이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경우 부채상환 부담이 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67)

A.소득 비 부채 추이

2000 2003 2006 2007 평균

1분 6.47 6.46 5.13 5.56 5.05

2분 2.64 2.22 2.58 2.40 2.00

3분 1.66 1.71 1.62 1.65 1.48

4분 1.35 1.64 1.44 1.45 1.36

5분 1.49 1.24 1.43 1.52 1.30

1분 /5분 4.34 5.21 3.58 3.64 3.87

B.소득 비 원리 상환부담 추이

2000 2003 2006 2007 평균

1분 0.42 0.25 0.24 0.22 0.33

2분 0.25 0.18 0.20 0.17 0.20

3분 0.17 0.17 0.12 0.12 0.18

4분 0.18 0.14 0.13 0.11 0.14

5분 0.15 0.12 0.15 0.15 0.15

1분 /5분 2.71 2.00 1.60 1.50 2.25

자료 :노동연구원,「노동패 조사」,각연도

<표 III-14>연도별 소득 비 부채,원리 상환 비 추이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첫째 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축률을 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령계층별·소

득계층별로 상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와 같은 은 가계자산

67)<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채가 상 으로 게 증가해 온 소득계층의 경우

리 기조 하에서 원리 상환부담이 상 으로 낮아지고 있어 가계부채는 축률

격차 확 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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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 자본에 한 투자 결정이 가계의 융자산

축 결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정부분 가계의 융자산 축

이 교육투자로 인해 해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것이다.둘째,

가계의 국민연 사회보험 지출은 가계의 사 축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

으며 특히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유인체계를 가져와 소득계층의 축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소득계층은 국민연 의 낮은 소득 체율

등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축감소 효과는 상 으로 거나 오히려 증 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마지막으로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의 경우 이자상환 부담으로 인해 축여력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축동  분 68) 

가. 축동  축률 

낮아진 축률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부분의 실증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다양한 축동기에 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비록 많은 연구들

이 비 축동기와 같은 특정 축동기의 존재 유무 정도를 악하고 있지

만 다양한 축동기가 실제 축률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와 같은 배경으로는 앞서 이론분석에서 제시한 바 로 다양한

축동기를 종합 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모형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지만 다양한

축동기로 구 되는 실제 축률이 동일하다는 암묵 인 가정에 기인한 바 크

다고 할 수 있다.

한편,외환 기 이후 가계가 직면하는 반 인 험수 이 높아졌음을 감안

할 때 이로 인한 축, 를 들면 비 축동기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것

이 실제 축률로 어떻게 구 될지는 실증 으로 악된 바가 없다.특히 최근

들어 한국은행은 국내 가계의 축률 하 상에 한 평가69)에 있어 비

68)본 의 내용은 유경원·이혜은,“낮아지고 있는 가계 축률,문제없나?”, KiRi

Weekly주간이슈,제44호,2009.8.24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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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동기의 존재를 단의 주요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 축동기

에 한 면 한 분석보다는 직 에 더욱 의존하 기 때문이다.이들 분석에 따

르면 개인 축률 하 상에 해 비 동기로 개인 축률이 높아질 가능성

이 큰 만큼 심각한 경제문제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단하고 있다.70)

하지만 이에 한 평가는 상이한 축동기에 따라 실제 가계 축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환 기 이후 가계의 축동기 비 축동기의 요성은 보다 확 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동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 축동기의 추

이를 살펴본 결과 가계의 축동기 비 동기를 가장 요한 동기로 응답

한 가구의 비 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한국은행의 지 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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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0> 비 축동기 추이

자료 :노동연구원,｢노동패 조사｣자료,각연도

69) 비 동기(Precautionarysavingmotive)란 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비하기

한 목 의 축을 의미한다.

70)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에 비해 총 축률이 여 히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

재원 조달에 애로가 없으며 비 동기로 개인 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

한 경제문제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단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축률의 국제비교와 평가”,보도참고자료,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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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 동기의 확 가 실제 개인 축률의 증가로 이어질지에 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앞서 언 한 로 다양한 축목 이 실제로 어떤 축

률을 시 할지는 실증분석의 문제로 이에 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 동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축이 다른 축 동기에 비해 상 으

로 작다면 불확실성에 비한 축의 필요성은 커진다 하더라도 가계 축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 축에 한 연구들은 불확실성 험이

축에 미치는 효과에 한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상 으로 비

동기로부터 발생하는 실제 축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1)

본 에서는 이와 같은 비 동기의 확산이 개인 축률 하 상과 어떠

한 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들 축동기에

따른 가계의 평균 축률을 추정하여 비 동기에서 발생한 실제 축률 수

을 다른 축동기에 기인한 축률 수 과 비교한다.

나. 축동 별 가계 축률의 추

축을 하는 목 내지 축동기는 자녀교육비,주택 등 내구재 구입,노후

비,유산․ 약 동기,독립된 생활이나 사업운 자 을 마련하기 한 독립․투

자 동기, 비 동기,장래의 생활향상 동기,유증동기 등으로 구분된다.72)

일생주기가설 등 형 인 소비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평활화(smoothing)하기 해 축을 하게 된다.비교 최근의

이론으로 각 을 받는 유증(bequest)목 의 축은 부모의 자식에 한 이타심

(altruism)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기

심(selfishmind)에 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 미래 기치 못한 지출을

비하기 한 비 축동기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

구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73)

노동패 자료(KLIPS)는 축동기를 자녀교육비,노후생활 비,불의의 사고

71)보다 자세한 내용은 GilesandYoo(2007)를 참조.

72)기타 향상동기와 같이 축은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축 그 자체로부터

심리 인 만족을 얻기 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73)주요 연구결과에 해서는 GilesandYoo(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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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비,주택마련,결혼/상제비,내구재구입,차입 상환목 ,사업자 마

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다양한 축동기 험과 노후생활 비 동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계의 험에 한 비 목

의 축이 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축동기들의 추이를 살펴보면,소비자 융의 발달로 인해 주택 등 내

구재 구입,독립․투자 동기 등의 축목 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속한 고령

화와 개인이 처해있는 경제․사회 환경의 불확실성 증 로 인해 노후 비

비 동기 등의 요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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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1>각 축동기 추이

자료 :노동연구원,｢노동패 조사｣자료,각연도

한편, 축목 내지 축동기에 따른 축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는

개인간 차이(heterogeneity)와 경제․사회 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

한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analysis)보다는 실증분석(regressio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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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해야 한다.따라서 축동기에 따른 단순 평균 분석은 연령 등 개인

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회귀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즉, 축동기 내

지 축목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연령,성별 등 인구학 요인

이외에 재의 소득․지출․자산․부채 등 재무 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인들이 통제된 상황하에서 평균 축률을 추정

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축동기별 평균 축률의 추정을 해 다음과 같은 축률( )의 추

정식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

 

추정식에는 자녀교육,주택마련,내구재,결혼상제,불의의 사고․질병(비

동기),노후 비 축동기 더미(  )변수들을 포함시켜 동 계수값()추정을

통해 평균 축률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가계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한 설명변수

(  )로는 가구소득,가구원수,자녀수,나이,성별,혼인 계,일자리 유형 등을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동일한 조건이라면 주택마련 동기로 인한 축률이 가장 높은 수

으로 나타났으며 비 동기는 가장 낮은 축률을 보 다.주택마련 목

의 평균 축률에 비해 사고,질병 비를 한 비 축률은 그 반 수

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불의의 사고 질병 비를 축목 1순

로 응답한 가계의 경우 그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러한 추세가 조사기간 동안

지속 으로 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 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분석결과는 비 축동기의 확산이 다른 주요 축동기를 체하여 실

제 개인 축률의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다른 조건

이 동일하다면 기존 측과 달리 비 축동기의 확 에도 불구하고 低 축

상은 지속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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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계수

자녀교육 21.23***(0.278)

주택마련 27.60***(0.326)

내구재 24.62***(2.454)

결혼상제 24.39***(0.723)

불의의 사고,질병

( 비 동기)
12.16***(0.251)

노후 비 20.63***(0.325)

가구소득 0.001***(0.000)

가구원수 -0.79***(0.130)

자녀수 -0.13(0.162)

가구주 나이 -0.87***(0.075)

가구주 성별 -0.06(0.379)

가구주 일자리 유형 -0.25***(0.045)

주 :1)()안은 Heteroskedasticityrobuststandarderror를 나타내며, 첨자
***,**,*은 각각 1%,5%,10% 수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Quantile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노동연구원,「노동패 조사」자료,각연도

<표 III-15> 축동기별 가계 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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