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1> 축률 격차의 강건  검토

□ 본문에서 수행한 가계 축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 집계과

정(aggregation)에서의 오차로 인한 偏倚 가능성을 살펴보기 해 실증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Robustnesscheck)를 수행

○ 먼 축률 격차의 분석결과가 측정 오차(measurementerror)로 인

한 偏倚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축률 신 축여부더미를 사용하

여 추정

□ 일반 으로 가계조사 자료의 경우 축액이나 소득 등 수입과 자산

련 설문은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 인

액수가 아닌 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 설문을 이용하여 분석

○ 축여부 더미를 이용한 Logit분석과 Fixedeffectslogit추정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부록-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축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축률

격차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이와 같은 축률 격차가 축률을 집계하고 평균화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을 하고 있는 계층만을

상으로 분석

○ 즉, 축을 하고 있는 계층(축>0)에 있어서는 소득분 별로 축률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득계층의 경우 축

을 하지 않는 계층(축=0)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 으로 많아

축률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축률 격차를 축을 하고 있는 계층(축>0)만을 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비록 통계 유의성은 다소 감소하 지만 여 히 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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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소득계층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변 수 Logit Fixedeffectslogit

2분
0.675*** 0.645***

(0.144) (0.227)

3분
1.356*** 1.205***

(0.142) (0.232)

4분
2.043*** 1.857***

(0.144) (0.238)

5분
2.795*** 2.306***

(0.151) (0.260)

가구원수
-0.066 0.074

(0.055) (0.139)

자녀수
-0.134* -0.807***

(0.074) (0.256)

가구주나이
-0.021 0.443

(0.038) (0.708)

(가구주나이)2
0.000 0.000

(0.000) (0.002)

가구주성별
-0.189 -11.871

(0.338) (927.08)

혼인 계
-0.496 -15.608

(0.487) (1,225.7)

가구주의 일자리유형
-0.139* -0.154

(0.079) (0.222)

배우자의 일자리유형
-0.226*** -0.421*

(0.07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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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연도 dummy는 생략되었으나 5%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표 부록-1> 축더미를 이용한 가계 축률 격차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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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Quantile Fixedeffects

2분
0.456 -0.276

(3.155) (1.893)

3분
5.595* 0.790*

(3.105) (0.532)

4분
9.226*** 3.382*

(3.096) (1.896)

5분
15.70*** 7.277***

(3.088) (1.957)

가구원수
-0.970* -0.811

(0.538) (1.001)

자녀수
-0.832 0.251

(0.714) (1.563)

가구주나이
-2.240*** -5.125***

(0.377) (1.314)

(가구주나이)2
0.022*** 0.049***

(0.004) (0.011)

가구주성별
-3.370 0.051

(3.021) (11.97)

혼인 계
-5.943 -1.186

(9.177) (7.436)

가구주의 일자리유형
-1.020 -0.113

(0.724) (1.131)

배우자의 일자리유형
-1.500** 0.672

(0.724)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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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연도 dummy는 생략되었으나 5%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표 부록-2> 축>0인 계층을 상으로 한 축률 격차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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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으로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계층별 축률 차이는 임시소득

자산소득의 차이이며 항상소득과는 계가 없다고 가정하며,항상소

득에 따라 가계 축률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검정하기 해 가구주와 배

우자의 교육수 을 수단변수(instrumentalvariables)로 활용한 2단계 추

정기법을 용86)

○ 항상소득에 따라 소득계층별 가계 축률 격차가 발생하 는지 여부

를 살펴본 결과 <표 부록-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강도는 약화되

었지만 여 히 소득계층별 축률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 동 추정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항상소득가설의 주장과 달리 항상소

득이 클수록 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간 축률 격차

가 구조 인 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

86)통상 으로 항상소득은 측되지 않는 변수이기에 재의 소득변수를 연령,교육수 ,

경력 등의 변수로 추정하여 동 추정식을 통해 측된 소득변수를 리변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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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Ⅰ단계 Ⅱ단계

2분
3.692***

(0.971)

3분
3.548***

(0.988)

4분
5.077***

(1.002)

5분
8.091***

(1.003)

가구원수
-0.643

(0.523)

가구주 교육수
370.10***

(32.904)

배우자 교육수
497.14***

(39.148)

자녀수
315.62*** -0.934

(43.705) (0.707)

가구주나이
150.48*** -1.554***

(31.818) (0.353)

(가구주나이)2
-1.461*** 0.015***

(0.321) (0.004)

가구주성별
344.06 -0.583

(281.31) (3.073)

혼인 계
-151.531 -0.285

(302.28) (0.922)

가구주의 일자리유형
-194.06*** -3.187***

(66.053) (0.732)

배우자의 일자리유형
273.32*** -1.819***

(66.167) (0.734)

주 :1)()안은 Bootstrapping을 통해 계산된 standarderror를 나타내며, 첨자
***,**,*은 각각 1%,5%,10% 수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2)연도 dummy는 생략되었으나 5%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표 부록-3>소득계층별 가계 축률 격차의 2단계(2OLS)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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