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가 가구의 보험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01~2012년 동안 변화한 연령과 가구 유형의 구성이 이 

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1. 요인분해법(Decomposition Method)

흔히 요인분해 혹은 기여도 분석으로 불리는 Decomposition Method는 그룹 간

(인구특성, 기간 등) 차이를 개별 요인들의 영향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그룹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 특정 설명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납입보험료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수량적 변동을 개별 요인들의 

기여로 분해하는 요인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초기 요인분해 방법인 Oaxaca-Blinder 

decomposition은 평균을 요인분해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분포 자체를 분해하

는 방법16)을 택하고 있다. 요인분해 관련 기존 이론에 대한 정리는 Fortin et al. 

(2011)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러한 Decomposition Method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의 임금차별을 설

명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16) Di Nardo, Fortin, Lemieux(DFL), Firpo, Fortin, Lemieux(FFL), Chernozhukov Fernandez 

ValMelly(CFVM) 등이 대표적인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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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유용한 방법이다. 박경숙(2003)은 요인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인구구성의 변화

가 단독 거주 노인 비율의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김문길 외

(2012)는 OECD(2008)의 요인분해방법을 이용해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7)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별 분해법(Detailed De-

com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다른 설명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구와 가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Di Nardo, Fortin, and Lemieux(DFL)의 가

중치조정법(Re-weighting Method)을 이용하여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

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Fortin et al.(2011)을 따르고 있다.

2. 변수별 분해(Detailed Decomposition)

가. 개요

변수별 분해(Detailed Decomposition)를 이용하면 보험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

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따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방법은 Aggregate Decomposition인 DFL 가중치조정법이 변수의 개별적 

효과를 따로 분해하지 못하는 것에 비교해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인분해는 크게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와 구조

효과(structural effect)로 나뉜다. 구성효과는 독립 변수 값의 변화로 설명되는 보험

료의 변화분이며, explained effect라고도 한다. 구조효과는 두 시점의 구조적 환경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효과로서, unexplained effect라고도 한다. 변수 값의 변화가 

아닌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변해서 생기는 효과이다. 보통 구조효과(structural effect)

17) 1990년 가구구조 분포를 2011년도에 적용하여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구가중치를 계

산하고, 2011년도 표본에 적용하여 반사실적 불평등지수를 도출한 후 실제 불평등지수와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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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1년과 2012년 사이 전체 보험료 변화 중에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 교육수준이 남녀의 임금 격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는 

예를 들어 보면, 구성효과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남녀의 임

금격차를 말하며, 구조효과는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관심은 해당 기간 동안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보험료에 미

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효과에 해당된다.

나. 모형18)

본 연구는 주어진 기간 사이의 납입보험료 변화를 분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은 두 시점을 의미한다. 2001년을 A라 하고, 2012년을 B라 하자. Y는 납입보험

료를, X는 설명 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납입보험료(Y)는 다음과 같은 선형모델을 따

른다고 가정한다.

 
′      

두 시점의 평균 납입보험료 차이를 R이라 하면 R은 두 시점의 납입보험료 기댓값

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다.


′ ′ (1)

식 (1)을 변형시키면 아래와 같은 이중분해식을 얻을 수 있다.


 

′
 

′  ′  

여기서 Q는 그룹 간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구성효과이며, U는 구조효과에 해당된다. 

18) 변수별 분해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Jann(2008)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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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혹은    일 수 있다. 

여기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로 가정한다.

표본 분산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의 평균 추정치는 

 ′이며, 와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의 분산은 식 (2)와 같다. 

와은 variance-covariance matrices이다. 은 식 (2)에 추정치를 대

입함으로써 쉽게 계산된다.

 ′′′   (2)

변수별 분해(Detailed Decomposition)는 추정치를 개별 변수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때 구성효과의 경우는 개별 기여도의 합이 전체 기여도가 되기 때문

에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는 i 변수의 평균이며, 는 각 변수의 추정계수라 하면, 

각 개별 변수의 추정치는 아래 식을 통해 계산된다.

 


′ ′′⋯

다. 분석 결과

납입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앞 절의 보험 수요 결정 요인 분석에서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값의 변화가 

2001년과 2012년 사이 보험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인 총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는 약 51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변수 값 변화 이외의 

환경변화가 설명하는 구조효과(structural effect)는 약 63만 2천 원이다.

이를 다시 세분화시켜 개별 변수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득과 자산을 비

롯한 가구의 경제변수와 기타 가구 특성 변수들은 보험료를 증가시킨 반면, 인구 고

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험료를 감소시켰다. 가구의 납입보험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경제변수 그룹으로 보험료 72만 원을 증가시켰고, 가구 특성변

수는 5만 2천 원의 보험료를 증가시켜 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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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가구의 납입보험료를 13만 4천 원 감소시켰고, 가구구조의 변화는 

12만 4천 원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의 관심은 2001년과 2012년 사이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납입보험료

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가에 있다. 그런데 가구의 경제변수와 특성변수의 변화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화 방향과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화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화량의 절

대 값을 모두 더한 값에서 각각의 비중을 계산해야 한다.

총 변화량은 166만 2천 원으로 이는 구성효과 변화량인 약 103만 원(=12.4＋

13.39＋72＋5.18)과 구조효과 변화량인 63만 2천 원을 더한 값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총 보험료 변화량의 8.1%(=(13.39/166.2)*100)를, 가구구조의 변화는 총 보

험료 변화량의 7.5%(=(12.4/166.2)*10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전체 보험료 변화량의 15.5%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구성효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구성효과에 다른 보험료 변화량

의 17.3%를, 가구구조 변화는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구성효과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화의 33.4%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V-1>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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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변수별 분해 분석 결과

(단위: 만 원)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

총 보험료 변화(평균값) 114.6 6.69 0.00 

2012년 250.2 5.45 0.00 

2001년 135.6 3.88 0.00 

Explained(composition effect) 51.4 6.11 0.00 

가구구조
(1인, 부부, 부부＋자녀, 한 부모, 3세대)

-12.4 2.55 0.00

인구 고령화
(모든 연령 포함)

-13.39 2.12 0.00 

경제변수
(소득, 자산, 자가 소유, 맞벌이)

72.00 4.25 0.00 

기타 특성
(가구주 성별, 교육, 자영업 등)

5.18 2.19 0.02

Unexplained(Structural effect) 63.22 7.77 0.00 

No. of Obs = 9492

주: Coefficient에 해당하는 값들은 가구의 연평균 납입보험료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3.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가. 분석 모형

이 절에서는 2001년의 인구와 가구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2012년의 보험료

는 실제 보험료와 얼마나 다를 것인지를 계산한다. 이를 위해 Di Nardo et al.(1996)

에 의해 제안된 DFL 가중치 조정(Re-weighting)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Oaxaca-Blinder의 평균분해나 분산분해 방식과 달리 반사실적 확률밀도함수를 추

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분석이 용이하고 효율적(efficiency) 추정치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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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가구는 가구 유형 및 가구주 연령(X), 납입보험료(Y), 연도(T=2001, 2012)의 

세 가지 벡터들이 결합된 결합분포함수(F(Y, X, T))로 표현될 수 있다. DFL의 가중

치조정법의 원리는 2012년 가구의 납입보험료 분포에 2001년의 인구 및 가구구조

(가구 유형 및 가구주 연령 분포)를 결합시켜 2012년 가상의 납입보험료 분포를 만

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가상의 2012년 납입보험료와 실제 2012년 납입보

험료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가구주 연령과 가구 유형 분포의 변화가 가구의 납입보

험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된다.

이를 위해 먼저, 2012년의 개별 가구의 납입보험료가 갖는 가중치를 2001년의 인

구 및 가구구조에 상응하는 가중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성향점수조정(propensity 

score re-weighting) 방식으로 가중치조정함수(re-weighting factor)를 추정한다. 

그 다음 가중치조정함수를 이용해 2001년의 가구특성 변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가상의 2012년 납입보험료 분포를 계산한다.

인구 및 가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에는 연령더미와 가구 유형더미를 포함하

였다. 연령과 가구 유형은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분류를 이용하였다. 본고에서 사용

한 모형은 Di Nardo(2002)를 따랐다.

나. 분석 결과

분석결과 2001년과 2012년의 가구 평균 납입보험료는 각각 136만 원과 250만 원

이었고, 2012년 가상의 보험료는 301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12년 사이 인

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가구의 납입보험료가 45만 원 감소한 것이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인구 및 가구구조가 유지되었다면 165만 원 증가할 수 있었던 납입보험료가 인

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45만 원만큼 상쇄되어 결국 114만 원 증가

하는 데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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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 반사실적 분석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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