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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가계 교 비 재원마 을 한 소비조  가능  분

□ 사교육비 부담을 연구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상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재의 다른 소비 축소로 인한 소비생활

수 하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축 이외의 추가 으로 다른

소비의 체 역시 검정해 볼 필요가 있음.87)

○ 교육비가 축의 감소 이외의 다른 소비의 체를 통해서 이루어 질

가능성을 살펴보기 해 단순모형을 용하여 이들 변수간의 체

계를 실증분석해 보기로 함.

○ 이들 결정의 상호 련성을 감안할 때 이에 한 고려가 계량분석 방

법론에 반 될 필요가 있으므로 SUR모형을 이용하여 교육비-축-기

타소비(교육비를 제외한 체 소비)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가

정을 검정하여 보고 이의 체 계 정도를 종합 으로 단해 보고

자 함.

1. 단 모

□ 먼 가계 교육비와 기타 소비의 체 계를 명시 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부록-4>에 제시

○ <표 부록-4>에서와 같이 식 (Ⅲ-11)의 소비 추정식에는 교육비를,식

(Ⅲ-12)의 교육비식에는 소비를 추가하여 두 변수간의 체 계 정도

87)김인수․여정성(1996)은 사교육비가 다른 가계 소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가계

는 사교육비로 인해 기타 소비항목의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이성림(2005)에 따르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생활 반에

걸친 지출배분의 조정,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수 의 하를 경험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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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해 .

○ 분석결과의 해석은 앞선 모형에서와 같이 두 변수가 독립 이지 않

을 경우 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단지 체 계만

의 악만이 가능할 것으로 단

□ <표 Ⅲ-9>과 <표 Ⅲ-10>에서와 같이 축 교육비간의 분석에서는 두

자료의 도 단(censored)특성을 반 하여 토빗 임의효과 토빗 분

석이 수행되었지만 본 에서는 기타소비의 경우 자료가 도 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빗 추정 기법 신 고정효과(Fixedeffects)

임의효과(Random effects)패 분석 기법을 용

○ 분석결과 다음 <표 부록-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식 모두에 있어

교육비와 기타소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체 계를 나타내고 있으

며, 부분의 추정결과가 앞선 분석과 비슷하지만 주요 설명변수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먼 소득은 두 소비 결정에 있어 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교육비의 경우 자녀수와 유의한 러스(+)의

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육비를 제외한 기타소비는 자녀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움.

○ 한편 교육비에 있어 부채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지 못하는 반면 교육비외의 기타소비와는 러스(+)의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어 융부채의 증가가 일정부분 교육투자 이외의

다른 소비와 계가 있음을 시사

□ 교육비 → 비교육비에 미치는 효과의 상 크기와 비교육비 → 교육

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크기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

남.

○ 이는 교육비에 나타나는 자료상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는

데 교육비와 기타소비가 발생한 경우만을 분석한 결과 이 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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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많이 완화된 칭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종합 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가 교육비를 늘릴 때 일정

부분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의 감소와 같은 소비의 구조조정을 하

고 있음을 시사

○ 이 같은 결과 해석은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 상호의존성

이 존재할 때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수 크기에 경제 의미

를 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다음에서는 SUR모형을 도입하여 교육비,소비와 축 결정이 상호 향

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교육비의 증가를

고려할 때 가계가 그들의 다른 소비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지와 이

들 계에 있어 체 계가 있는지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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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기타소비) ln(교육비)

POLS FE RE POLS FE RE

ln(교육비) 는

ln(기타소비)

-0.0123*** -0.0196*** -0.0132*** -0.1838*** -0.2569*** -0.1926***

(0.0042) (0.0061) (0.0041) (0.0618) (0.0795) (0.0590)

ln(평균소득)
0.3170*** - 0.3190*** 0.3295*** - 0.2893***

(0.0216) (0.0193) (0.0756) (0.0772)

ln(소득)
0.1732

*** 0.1691*** 0.1699*** 0.1493*** 0.2261*** 0.1790***

(0.0179) (0.0142) (0.0111) (0.0509) (0.0527) (0.0425)

ln(부채액)
0.0172*** -0.0025 0.0155*** 0.0303 -0.0501 0.0121

(0.0054) (0.0090) (0.0054) (0.0203) (0.0327) (0.0208)

가구크기(명)
0.0449*** 0.0515** 0.0466*** 0.1167** -0.0090 0.1319***

(0.0103) (0.0259) (0.0113) (0.0517) (0.0937) (0.0439)

자녀수(명)
-0.0216 0.0192 -0.0198 0.2961*** 0.4640*** 0.3146***

(0.0137) (0.0424) (0.0153) (0.0617) (0.1530) (0.0596)

가구주 나이
0.0266*** -0.0164 0.0232*** 0.4480*** 0.9006*** 0.4502***

(0.0068) (0.0636) (0.0077) (0.0266) (0.2291) (0.0296)

(가구주 나이)
-0.0003*** -0.0004 -0.0003*** -0.0048*** -0.0098*** -0.0048***

(0.0001) (0.0003) (0.0001) (0.0003) (0.0010) (0.0003)

평균자녀연령
0.0095*** 0.0296** 0.0097*** -0.0332*** 0.0300 -0.0330***

(0.0018) (0.0143) (0.0021) (0.0075) (0.0519) (0.0083)

가구주 성별

(남=1,여=2)

-0.0850 -0.1778 -0.0734 -0.8167*** -1.0705 -0.7154**

(0.0624) (0.3590) (0.0714) (0.2405) (1.2983) (0.2803)

결혼 여부

(기혼=1)

-0.1547 -0.1710 -0.1489 -0.2159 2.6361*** 0.4898

(0.1100) (0.2770) (0.1963) (1.0823) (1.0000) (0.7397)

가구주 직업

(상용직=1)

-0.0139 0.0622 -0.0037 0.1653** 0.0117 0.1532*

(0.0189) (0.0434) (0.0216) (0.0789) (0.1569) (0.0839)

자가소유여부

(자가소유=1)

0.0228* 0.0508** 0.0257* 0.1410*** 0.0687 0.1274**

(0.0123) (0.0243) (0.0133) (0.0449) (0.0880) (0.0512)

가구주 교육수
0.0269

***
-0.0540 0.0276

***
0.0960

***
-0.0088 0.1148

***

(0.0063) (0.0477) (0.0074) (0.0254) (0.1726) (0.0294)

가구주 취업상태
0.0047 0.0504 0.0165 0.2138*** 0.0618 0.2354***

(0.0191) (0.0458) (0.0216) (0.0797) (0.1656) (0.0838)

배우자의

교육수

0.0343*** -0.0533 0.0349*** 0.1868*** 0.0328 0.1746***

(0.0075) (0.0552) (0.0091) (0.0296) (0.1996) (0.0360)

상수항
-0.2374 4.8650* -0.2029 -12.3435***-20.7266**-13.1799***

(0.2177) (2.8318) (0.2925) (1.2855) (10.2381) (1.1146)

  0.4672 0.2328 0.2239 0.2884 0.1109 0.0972

측치 수 4,12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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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연도 지역(서울)더미 등이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는 생략

<표 부록-4>가계의 교육비와과 기타소비간 계 분석 결과



138 연구보고  2010-1

2. SUR 분 결과

□ 결과를 종합해 볼 때88)교육비와 축 그리고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소

비는 체 계에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교육비가 늘어날 경우 가계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축 내지 다른 소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냄.

○ 하지만 상기 분석결과는 (교육비-축)그리고 (교육비-기타 소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 세 가지 교육비-축-기타소비간의 동시

결정을 제 로 반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동 한계를 극복하기 해 SUR모형을 이용하여 가계의 이와 같은

소비-축 결정의 독립성을 검정해 보고 아울러 이들 계의 체성

여부를 살펴 으로써 교육비 증 의 경제 효과에 한 종합 인

시사 을 구해 보았음.

□ <표 부록-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의 소비 교육비 그리고 축은

모두 소득과 러스(+)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계의 융부채는 소비와 러스(+)의 계 그리고 축과는 마이

스(-)의 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육지출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앞선 분석들과 어느 정도 일 된 결과들

88)2변수 토빗 분석은 도 단자료의 속성을 가진 두 변수간의 동시 인 결정을 검정하기

한 모형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갖지 않는 자료를 포함한 분석이나 세 변수간의 동시

인 결정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본 분석을 해 비록 일부 자료의 특성

을 반 하지 못하지만 세 변수간의 결정의 독립성을 검정할 수 있으며 체 계를 악

할 수 있는 SUR분석이 제한 이나마 분석목 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동 분석은 기본 으로 횡단면 분석으로 종속 변수들의 시간불변 요소(time

invariantfactor)를 제 로 고려하지 못하여 추정치가 편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한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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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

− 이는 가계부채의 증 는 교육투자와 무 한 소비지출과 련을 맺

고 있음을 시사하며 축에 있어서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내지

유동성제약의 완화가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다음으로 자녀수는 교육비와 러스(+)의 유의한 상 계를,기타소

비와는 유의한 마이 스(-)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축과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그 밖의 결

과 역시 이 분석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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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교육비) ln( 축) ln(기타소비)

ln(평균소득)
0.2750*** 1.0587*** 0.3122***

(0.0695) (0.0720) (0.0179)

ln(소득)
0.1148*** 0.6254*** 0.1723***

(0.0452) (0.0468) (0.0117)

ln(부채액)
0.0273 -0.1384*** 0.0165***

(0.0201) (0.0208) (0.0052)

가구크기(명)
0.1066*** -0.0326 0.0453***

(0.0400) (0.0415) (0.0103)

자녀수(명)
0.2979*** -0.0714 -0.0272**

(0.0526) (0.0545) (0.0136)

가구주 나이
0.4429*** -0.0746*** 0.0208***

(0.0252) (0.0261) (0.0065)

(가구주 나이)2
-0.0047*** 0.0007*** -0.0002***

(0.0003) (0.0003) (0.0001)

평균자녀연령
-0.0353*** -0.0346*** 0.0097***

(0.0069) (0.0072) (0.0018)

가구주 성별(남=1,여=2)
-0.8019

*** -0.0767 -0.0739

(0.2420) (0.2508) (0.0625)

결혼 여부(기혼=1)
-0.1935 -0.2905 -0.1514

(0.7805) (0.8088) (0.2015)

가구주 직업(상용직=1)
0.1679** 0.3713*** -0.0150

(0.0765) (0.0792) (0.0197)

자가소유여부(자가소유=1)
0.1412

*** 0.2494*** 0.0216*

(0.0473) (0.0491) (0.0122)

가구주 교육수
0.0896*** -0.0532** 0.0257***

(0.0244) (0.0253) (0.0063)

가구주 취업상태
0.2139*** 0.2572*** 0.0047

(0.0759) (0.0786) (0.0196)

배우자의 교육수
0.1825*** -0.0169 0.0313***

(0.0297) (0.0307) (0.0077)

상수항
-12.2915*** -7.0975*** -0.0785

(1.0444) (1.0822) (0.2696)

측치 수 4,092 4,092 4,092

R 0.2846 0.2992 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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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부록-5>SUR모형을 이용한 교육비- 축-기타소비간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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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들 세 추정식의 잔차항이 서로

독립인지에 한 검정 결과와 상 계수 행렬이 될 것임.89)

○ 다음 <표 부록-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세 변수간의 계가 서

로 독립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Breusch-Pagan통계량은 1%내에

서 유의하게 이를 기각하고 있어 이들 결정이 서로 향을 주고받는

동시 인 결과임을 시사

○ <표 부록-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비와 기타소비 그리고 축은

모두 체 계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비 증 는 축의 감소와 아울

러 다른 소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기타소비 교육비 축

기타소비 1.0000

교육비 -0.0771 1.0000

축 -0.0068 -0.0480 1.0000

Breusch-Pagantest (3)= 34.53,Pr=0.0000

<표 부록-6> 교육비- 축-기타소비의 잔차항간 상 계 행렬

89) SUR추정을 용할 때 효율성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이 이 있는지는

Breusch-Pagan에 의해 제시된 분산-공분산 행렬인 의 Diagonality를 검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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