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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4~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 변수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는 방식
의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소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
정하였다. 이를 위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상대적 신중도와 유동성 제약 관련
최초 소득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예비적 저축 동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대적 신중도
가 작게 추정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2SLS 확률효과 추
정량(RE2SLS)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별 추정에서 유동성 제약 그룹이 미래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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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0년대 들어 생애주기가설(Modigliani and Brumberg, 1954, 1980)과 항상소
득가설(Friedman, 1957)이 발표된 이후 합리적 기대에 기초한 소비이론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소비는 특정한 기
간이 아니라 생애 전체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개인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며, 자본시장의 완전성과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정에 대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과 미래
의 불확실성을 다룬 소비연구들이 1980년대부터 시도되기 시작하였다(Flavin,
1981; Hansen and Singleton, 1983; Mankiw, Rotemberg and Summers, 1985). 이
중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관련 연구들은 1980년대 후
반부터 본격화되었다. Zeldes(1989)와 Carroll(2001)은 시간 간 효용극대화를 사용
하는 전통적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 소비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이론
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들
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충분한 자산보유자는 자신의 소비수준 결정 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개인이 보유한 자산
이 예기치 않은 미래소득 감소에 대해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 이를 종합하면 미래소득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은 주로 중・저자산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1)
이렇듯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은 개인들의 소비행위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Deaton, 1992). Barsky et al.(1986)은 리카
리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예비적 저축 동기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으로 미래과세가 증가한다면 미
래소득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현재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
한 생애주기가설 및 항상소득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Skinner(1988)는 직업별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민감한 자

1) 보유자산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예비적 저축 동기는 유동성 제약에 따른 소비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Carroll(2001)은 예비적 저축 동기와 유동성 제약을 본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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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저축률이 상대적 안정적 직업인 관리자보다 12%p 높음을 보여줌으로
써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Carroll and
Summers(1991)도 여러 국가와 직업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가계 대부분이
축적된 자산이나 부(富)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
정량을 저축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
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
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
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ent of relative
prudence)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신중도를 우하향하는
한계효용곡선의 볼록성(convexity)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기 위해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를 측정하는 이론적 배경이 존재
하고 가계의 소비행위에 대한 실증적 예측이 중요함에도 불확실성을 반영한 소
비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의 소비행
위와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데다 계량적 방
법론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
을 추정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나 모형설정 문제
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들의 연구는 1985년 미국 ‘소
비자지출조사’(CEX: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
축 동기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그들의 연구방법
론에 기초함에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
는 연구에 새로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994~2016년 간 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 대상으로 코호
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함수에
해당하는 소비의 변화는 소비증가율로 측정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비증가율의 제곱을 사용한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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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조사’ 자료가 패널 형태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소비증가율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합하여 코호트(cohort)를
구성한 다음, 코호트별 표본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Deaton,
1985; Gourinchas and Parker, 2002).
이와 같은 코호트 접근법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만큼 본 연구의 코호트 접근법은 선행연구와 차
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충분한 관측치를 보유한 ‘가계동향조사’ 자
료를 대상으로 표본평균 형태의 코호트 접근법에는 회귀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
의 분산을 감소시켜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해 주는 장점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 동기 관련 상대적 신중도 추정을 목적으로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 estimator)과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 estimator)
을 제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패널분석 추정량과는 달리 2단계 최소자승법
(2SLS: two-stage least square)을 고려한 패널 추정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형에
설명변수로 사용될 소비증가율의 제곱항에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한 대표적 선행연
구인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2SLS 집단
간 추정량에 해당하는 추정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2) 여기서 2SLS 집단 간 추정
량의 경우 오차항에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할 때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생 가능한 효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
여 2SLS 확률효과 추정량도 함께 제시한다.
Dynan(1993)은 예비적 저축 동기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추정을 위해
Kimball(1990)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런데 Dynan의 연구결과에서는 기대와 달리 상대적 신중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 해당하는 Lee and Sawada(2006)는 Dynan의 모
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조사시점 기준 가구의 최초 소득을 추가로 모형에
통제한 후 2SLS 집단 간 추정량을 제시하였다. 추정된 Lee and Sawada의 상대
적 신중도는 Dynan의 추정치보다 그 크기가 커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2)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수행한 연구방법론은 패널자료의 집단 내 표본평균을 이용하
여 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로 전환한 후, 설명변수 중 하나인 소비증가율의 제곱 변수의 내생성을 보완
하기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한 2SLS 추정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이들이 패널자료의 집단 내 표본평균을 사용한 것은 패널모형 중 집단 간 추정법(B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후 도구변수를 사용한 것은 2SLS이므로 결국 이들의 추정상 접근법은 2SLS 집단 간 추
정량과 논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방법론을 2SLS 집단
간 추정량으로 간주하고서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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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추정치 결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추정치
도 효용함수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예비적 저축 동기 관련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한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도
Dynan의 결과처럼 이론적 결과와 부합하지 않았다(이민원, 1999; 이우헌, 2001;
김시원, 200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대한 예
비적 저축 동기 추정치를 비교하기 위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
의 접근법에 기초한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 하나인 상대적 신중
도에 대한 2SLS 집단 간 추정량은 Dynan의 연구에서처럼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 추정량만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가 실재하는지 명확히 말하
기 어려웠다. 이에 비해, 2SLS 확률효과 추정량을 통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적 신중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추정량의 크기가 Dynan의 연구결과와 이
를 개선한 Lee and Sawada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3)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따른 예
비적 저축 동기의 이론적 배경과 상대적 신중도의 도출과정을 간략히 보여준다.
또한 회귀분석의 내용과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Ⅲ장은 ‘가
계동향조사’ 자료의 소개와 분석에 사용된 코호트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비롯
해 상대적 신중도 추정 관련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맺는다.

Ⅱ. 분석방법
1. 이론적 배경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의 이론적 배경은 아래와 같이 확실
성을 가정한 가계의 시간 간 효용극대화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

목적함수:
예산제약식:

max 

∞
 

 

   







           

(1)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및 접근법이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석결과 비교와 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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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식(1)에서  는  시점에서의 소비수준을, ⋅는 소비에 대한 효용함수
를 나타내며,     는 미래소비에 따른 효용을 할인하는 요소이다. 예산제약
식에서 은 시장이자율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는 보유자산을,  는 외생적으
로 주어지는 노동소득을 가리킨다.
식(1)의 시간 간 효용극대화 문제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면 아래 식(2)와 같
은 확실성하의 오일러(Euler) 방정식이 도출된다.

′       ′    

(2)

식(2) 좌변과 우변의 ′ ⋅은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을 가정하면      가 성립하므로 완전한 형태의 소비평활화
(consumption smoothing)가 이루어진다.
불확실성이 반영된 시간 간 효용극대화 문제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은 식(3)과
같이 쉽게 표현될 수 있다.  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장
치이다.

′         ′     

(3)

소비에 대한 효용함수가 2차 함수 형태(예:        ,   ,   )이며,
소비가 ∈ ∞∞ 조건을 만족한다면 식(3)의 오일러 방정식은 실질적으로
확실성하의 오일러 방정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Hall, 1978; Zeldes,
1986).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모형을 확실성 등가(CEQ) 모형이라 하며, 효용함
수의 3계 도함수가 0이 되는 특징을 가진다.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을 목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확실성 등가 모형을 고
려하지 않는다(즉, ″′ ⋅ ≠). 이를 바탕으로 Dynan(1993)에서처럼 예비적 저
축 동기를 모수화하기 위하여 한계효용함수 ′   에 대해 2계 형태의 테일러
시리즈 전개(Taylor series expansion)를 수행하였다.


′   ≈′  ″        ″′      

그리고 이 식의 내용을 식(3)에 반영하면 아래와 같은 식(4)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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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

식(4) 양변을  으로 나눈 뒤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소비증가율과 소비증가율 제
곱의 평균으로 표현되는 식(5)가 된다.

      

      





  ≈        

   















(5)

식(5)에서 좌변          은 소비증가율의 기댓값을, 우변의 두 번째 항

         는 소비증가율의 변동성에 대한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  ″   이고,   ″′  ″  이다.  는 주어진 효용함수에 대
한

시간

간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을,

는

Kimball(1990)이 정의한 상대적 신중도를 나타낸다.
시간 간 대체탄력성   는 이자율 변화에 대한 소비증가율의 반응 정도를
의미한다. 가령 이자율이 상승할 때 시간 간 대체탄력성이 크다면 미래소비를 위
해 현재소비를 많이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소비증가율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
한 대체탄력성의 역수는 효용함수의 상대적 위험회피도(relative risk aversion)를
의미한다. 이는 위험회피 성향이 큰(대체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는 현재소비와 미
래소비에 따른 효용의 평균보다 평균적인 소비에 대한 효용수준이 더 높아 이자
율 변화에 대해 소비증가율 변화가 크지 않다. 다시 말해, 위험을 싫어하는 보수
적 소비자는 소비평활화 유인을 크게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식(5) 우변의 두 번째 항인 소비증가율 제곱의 평균을 소비증가율의
변동성으로 본다(Dynan, 1993; Lee and Sawada, 2006; Christelis et al., 2016).
이렇게 되면 소비증가율은 소비증가율의 변동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다. 이 때 상대적 신중도 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소비증가율의 변동성에
비례해 소비증가율이 커지게 된다. 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예비적 저축동기 이론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된다. 결국 예비적 저
축동기에 따른 소비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식(5)의 상대적 신중도 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Christelis et al., 2016). 일반적인 형태의 소비에 대한
효용함수를 가정할 때 관련 2계 도함수 ″  의 값은 모든 소비수준에서 음(-)
의 값을 가진다. 이에 대해 상대적 신중도 의 부호는 결국 관련 3계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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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부호를 따르게 된다.
다른 한편, 상대적 신중도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에 대해 우하향하
는 한계효용곡선의 볼록함 정도를 나타낸다. 즉, 상대적 신중도가 커질수록 한계
효용 곡선의 볼록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불확실성에 따른 미래소비의 한
계효용 평균이 불확실성이 없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며, 그 차이는 볼
록성에 비례해 확대됨을 나타낸다. 이렇듯 주어진 상대적 신중도에 대해 불확실
성이 존재할 경우 미래소비의 한계효용 평균이 높아진 만큼 시간 간 최적 소비
를 위해서는 현재소비를 줄이고 미래소비를 늘리게 된다. 결국 불확실성에 반응
하는 효용함수의 특징이 예비적 저축 동기의 특징과 부합하게 된다.

2. 회귀분석
본 연구는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5)에 기초하여 아래 식을 회귀
모형으로 사용한다(Dynan, 1993; Lee and Sawada, 2006; Christelis et al., 2016).

      ′    

(6)

식(6)은 패널 형태의 선형회귀모형으로 종속변수  는 가구  의  시점 기준 소
비증가율을 나타낸다.  는 예비적 저축동기에 따른 소비증가율의 변화 정도를
포착하기 위한 소비증가율의 제곱항이다. 앞서 논의하였던 상대적 신중도 는
추정된  을 2배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는 가구의 특징을 보여주는 독립변
수들이 포함된 벡터이다. 는 소비증가율에 영향을 주는 관찰되지 않은 가구의
특징을 나타낸다.  는 순수 오차항이다.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하기 위한 식(6)의 회귀모형에서 Dynan(1993)은 소비증
가율 제곱항에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종속
변수인 소비증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이 독립변수인 소비증가율 제곱항
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도 이러한 접근법을 따른다.
이렇듯 Dynan(1993)은 1985년 CEX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식(6)에 나타난 회
귀모형을 대해 2SLS 집단 간 추정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증가율 제곱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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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성 문제에 대해 1985년 CEX 자료가 수록하고 있는 교육수준, 직업, 산업,
취업자 수, 최초의 재산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도구변수의 유효성 검증을 위
해 과잉식별 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도구변
수가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Dynan의 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여로는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에 대해 소득 변동성을 사용한 종전의 연구와 다르게 소비 변동
성을 사용하였으며, 가계소비를 특정 품목(예: 미국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의 식품 항목)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소비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는 것, 그리고 상대적 신중도 계수를 추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신중도 에 대해 Dynan이 얻은 추정치는 그 최댓
값이 0.312에 그치는 등 상대적 신중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
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효용함수(예:  

     , ∈   )를 사용한다면 그 상대적 신중도가    이 되어 2~5의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985년 CEX 자료를 사용한 Dynan의 추정치는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
해도 Dynan의 추정치는 상당히 작은 편에 해당된다(Mehra and Prescott, 1985;
Kimball and Weil, 1991).
상대적 신중도의 값이 이렇게 작게 추정된 것과 관련하여 Dynan은 예비적 저
축 동기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설명과는 다르게 상대적 신중도가 소비를 변화시
키는 데에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다.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이러한 결과에 대해 후속연구들은 유동성 제약을 고려하지 않아 나타난 누락변
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또는 소비 변동성 변수를 기댓값이 아닌 관찰된
값을 사용함에 따른 측정오차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사실 식(3)의 오일러 방정식은 유동성 제약이 반영되지 않은 모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동성 제약 가구가 현실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일러 방정
식만으로 소비증가율에 대해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하는 것은 실제값에 대한 편
의(bias)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가령 유동성 제약 가구의 경우 현재소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소비의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데다 향후
소비증가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유동성 제약을 고
4) Dynan(1993)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소득 변동성보다 소비 변동성이 더 나은 측정지표로 보았다.
예를 들어, 시간 간 효용극대화를 하는 가계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소득 변화를 제외하고는 소비를 변
화시킬 유인이 없어 소득 변동성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의 불확실성 측정지표로
소득 변동성을 사용한다면 평균적인 소득 하락에 따른 예비적 저축의 증가에도 이것이 소득 변동성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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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고서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한다면 그 추정치에 하향편의(downward
bias)가 발생할 수도 있다(Zeldes, 1989; Dynan, 1993).
이에 Dynan은 유동성 제약과 관련하여 유동성 비제약 그룹과 제약 그룹으로
나누어 소비증가율에 대한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추정치의 크기
나 통계적 유의성 모두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유동성 제약의
파급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후속연구들은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상대적 신중도가 보다 크게 추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개인들
의 소비행위에 예비적 저축 동기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Bertola et al., 2005; Lee and Sawada, 2006; Christelis et al., 2020).
특히, Lee and Sawada(2006)는 Dynan의 연구에 대해 유동성 제약 관련 누락
변수 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3)과 같은 오일러 방정식에 전술한 것처럼 유동
성 제약을 나타내는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를 추가하여 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Dynan이 사용한 CEX 자료와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였으
며, 대신 해당 라그랑지 승수의 대용변수(proxy)로 설문가구의 최초 소득을 모형
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Lee and Sawada는 상대적 신중도를
0.292~0.482로 추정하였다.5) 이러한 추정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중 최대치는 Dynan이 추정한 최대치에 비해 54.5% 높은 수준이었다.6) 또한 그
들은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표본을 나누어 유동성 제약 그룹의 상대적
신중도가 1.094까지 커졌음을 보여주면서 Dynan의 회귀모형에 누락변수 편의가
있을 가능성도 주장하였다.

Ⅲ. 실증분석
1. 자료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마이크로 자료 중 신분류 기준
연간 형태의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추출한 자료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보통 개

5)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가 사용한 CEX 자료의 경우 연간 개념으로 볼 때 패널자료가
아니나 특정연도 내 분기별 자료는 패널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코호트 접근법이 아니라 1985년 자
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다만,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하기 위해 표본평균의 개념인
집단 간 추정법과 도구변수를 사용한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6) Lee and Sawada(2006)의 개선된 추정치도 여전히 이론적 관점에서는 작게 추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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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지출 부문을 면접조사하는 방식과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가 직접 자기기입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이들 소비/지출
항목을 바탕으로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구 단위의 전체 소득, 비경상소
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항목을 분석에 활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식(6)의 회귀모형에 포함될 중요변수는 소비증가율과 그 제
곱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계동향조사’는 패널 형태의 자료가
아니라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조사되는 횡단면(cross-section) 자료이기 때문에 패
널분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증가율도 계산할 수 없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7)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Deaton(1985)은 코호트(cohort)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접근법은 ‘가계동향조사’처럼 기간별 횡단면 자료의 가구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이용해 코호트화(일종의 그룹화)함으로써 해당 코호트를 패널로 하여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과정을 통해 정해진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라 코호트가 형성되며, 각 코호트가 분석대상 기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패널 형태의 자료가 구축되는 것이다. Deaton에 따르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대표적인
코호트 기준은 연령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코호트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주어진
특정 기간에 대해 연령대별로 변수들의 표본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Deaton(1985)은 코호트 표본평균을 사용할 경우 조사참여자의 이탈 등으로 발
생하게 되는 추정상의 탈락편의(attrition bias)를 면할 수 있어 장기간에 걸친 분
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코호트별 표본평균이 코호트별 모집
단 평균에 대해 일치성(consistency)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패널분석도 사용 가
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측정오차의 문제는 일반적인 패널분석과 마찬가지로 피
할 수 없음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94~2016년 간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코호트화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8) 각 연도별 코호트를 만들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가구주의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직업, 종사

7) 가계의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패널 형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의 경
우 주로 가계금융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소비지출 항목은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자료들만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
용하지 않았다.
8) 가처분 소득(= 소득 – 비소비지출) 기준 하위 5%와 상위 5% 가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로
최하위 가처분 소득 그룹의 경우 음(-)의 가처분 소득이 존재한다는 점과 최상위 가처분 소득 그룹의
경우 일반적으로 응답한 소득수준이 절단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가처
분 소득 분포의 양 극단을 대칭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분포상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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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위를 기준으로 삼았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20~69세 가구주를 5세 단위로 하여
10개 연령대로 하였다. 교육수준은 2007년까지 대학원 과정을 석사와 박사로 별도
로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2008년 이후 자료에 대해 석사와 박사를 대학원 범주로
통합하여 6개 범주로 하였다. 이외에도 산업은 1992년 2/4분기~2000년과 2005년
이후 산업코드를 중심으로 하여 18개 산업부문으로 정리하였다. 직업은 2005년 이
후 직업코드를 활용하여 10개 직업군으로 하였다. 종사상지위는 상용 및 사무종사
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기타로 5개 범주로 하였다.
이러한 코호트 기준으로 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기술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1>은 코호트 기준 표본평균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석대상 기간 전체
(1994~2016년)에 걸쳐 관찰된 코호트는 56,052개였다. <Table 1>에 나타난 기간
(1)~(3)은 우리나라 경제 내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시기에 해당한다. 코호트

<Table 1>

Sample Means for Cohorts9)
1994~1997


1)

Sex

Age
2)

Education

3)

2002~2007

2010~2016

1994~2016

7,948

15,019

19,785

56,052

0.77

0.73

0.72

0.73

42.09

44.83

47.37

45.21

3.10

3.26

3.49

3.32

Employment

0.95

0.98

1.00

0.98

Number of families

3.60

3.17

2.86

3.14

Number of employed

1.51

1.49

1.55

1.52

3,201.7

3,397.7

3,648.9

3,410.2

135.5

126.6

111.2

120.4

4)

Income

4)

Transitory income

4)

1,861.0

2,086.0

2,089.5

2,022.0

Non-consumption exp.4)

498.4

586.5

668.1

596.3



4,289

9,043

13,881

35,388

Consumption growth

0.042

0.001

0.002

0.007

Consumption growth sq.

0.140

0.129

0.144

0.143

Consumer spending

Notes: 1) Female: 0; and male: 1.
2) No schooling: 0; elementary school: 1; middle school: 2; high school: 3; junior
college: 4; university: 5; and graduate school: 6.
3) Unemployed: 0; and employed: 1
4) All the monthly nominal variables are deflat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in
1,000 KRW terms.
9) 1994~2016년 간 20~69세를 대상으로 한 ‘가계동향조사’의 남자 비율은 0.79, 연령 44.29세 교육수준은
3.29, 취업여부 0.90, 가구원 수 3.25명, 취업자 수 1.41명, 소득 3,367.0천 원, 비경상소득 117.3천 원,
소비지출 2,001.0천 원, 비소비지출 583.9천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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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별은 남자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 사이에서 점차 높
아지는 추세였다. 가구원 수는 전체 기간 동안 평균 3.14명이었으나,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월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0~2016년 동안 평균 3,648.9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비경상소득은 비정기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
으로 일시소득(transitory income) 개념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일시
금, 재산을 증여받는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경조소득, 퇴직수당, 복권당첨금 등
이 해당된다. <Table 1>에 나타난 비경상소득은 전체 기간 동안 월평균 120.4천
원이었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지출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일반적인 소비지출에서 실제 주거비, 가전 및
가정용기기 비용, 자동차구입비를 차감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실 이들 차감 금액
은 대부분 고정적 지출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비되는 내구재 성격으로 본 연구
의 분석대상인 소비증가율과 부합하지 않아 차감하였다. 표에서 소비지출은 전
체 기간 월평균 2,022.0천 원으로 기간(1)~(3)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이다. 한편,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으로 주어진 소득
에 대해 가계의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표에서 보듯이 코호트의 비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2016년에는 월평균 668.1천 원에 이르렀다. 소
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000년대 이후 일정한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
이며, 소비증가율의 제곱은 2010년 이후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Dynan(1993)과 Lee and Sawada(2006)처럼 소비증가율 제곱항의 내
생성 문제에 대해 도구변수를 사용하며, 유동성 제약을 통제하기 위해 최초 소득
을 모형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소비증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로 코호
트의 연령, 비경상소득, 비소비지출을, 1단계 추정을 위한 도구변수로 코호트의
학력과 취업여부를 사용하였다.10)
<Table 2>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은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ynan(1993)과 Lee
10) Dynan(1993)의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적용해 보았으나, 가구주의 학
력과 취업여부를 제외하고는 과잉식별 제약 검정에서 모두 유효한 도구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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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wada(2006)가 사용한 추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추정량에서 과잉식
별 제약 검정을 통한 도구변수의 유효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
대적 신중도 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Dynan
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Dependent variable:
consumption growth
Consumption growth
squared
Age
Log transitory income
Log non-consumption
expenditures
Log initial income
Constant

Estimation Results11)
BE2SLS

RE2SLS

(1)

(2)

-0.417

-0.753

(0.516)

(0.522)

(1)

(2)

2.597***

1.046**

(0.969)
***

-0.001

-0.001

-0.005

(0.001)

(0.001)

(0.002)

***

***

***

0.025

0.030

0.016

(0.008)

(0.009)

(0.006)

***

***

***

0.047

0.044

0.179

(0.015)

(0.014)

(0.035)

***

***

-0.123

-0.124

(0.016)

(0.015)

***

-0.053

**

(0.024)

***

**

(0.448)
-0.003***
(0.001)
0.026***
(0.003)
0.139***
(0.014)
-0.091***
(0.013)
-0.792**

1.049

1.031

-1.810

(0.370)

(0.331)

(0.782)

(0.359)

Industry dummy

no

yes

no

yes

Occupation dummy

no

yes

no

yes

5.194***

2.092**

Observations (  )

30,841

Cohorts ( )

6,460

Relative prudence (  )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0.835

-1.506

(1.033)

(1.044)

(1.938)

(0.897)

1.552

0.176

0.958

0.073

[0.213]

[0.675]

[0.328]

[0.787]

Notes: 1) The RE2SLS estimator refers to G2SLS.
2)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3) The Sargan-Hansen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follows the chi-squared
distribution with 1 degree of freedom.
4) -values are in brackets.
11) 우리나라 경제에 거시적 충격이 컸던 시기라 할 수 있는 1998~2001년, 2008~2009년 기간이 가계의
소비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을 더미변수로 하여 추가로 통제하였으
며, 그 결과를 부록의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그 추정치가 <Table 2>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아 부록으로 처리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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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패널분석에서 사용되는 집단 간 추정량은 각 패널(코호트)의 자료를
시간에 대한 표본평균의 형태로 전환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각 패널별로
표본기간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한 횡단면 회귀모형에 최소자승
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과 같다. 집단 간 추정량이
회귀모형 내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로 변수들의 측정오차
문제가 심각할 경우 각 패널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산이 작은 패널별 표본평균
을 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측정오차에 따른 희석편의(attenuation bias)를 완화시켜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측정오차가 클 경우 패
널 자료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면 그 추
정치의 절대적 크기가 평균적으로 작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단 간 추정
량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ynan(1993)에서처럼
<Table 2>의 2SLS 집단 간 추정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
신중도가 작게 추정된 이유를 단지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잠재한 측정오차 문제인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Table 2>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의 결과
를 보여준다. 이 추정량은 앞선 2SLS 집단 간 추정량과는 달리 각 패널의 자료
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확률효과 추정량에서는 집단 간 추정량이
가지는 측정오차 문제를 개선시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렇듯 2SLS 확률효과 추정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앞선 결과
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 신중도 추정 시 ‘가계동향조사’의 측정오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집단 간 추정량의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
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호트 패널 자료가 이미 표본평균의 형태를 가
지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각 코호트의 측정오차가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한 집단 간 추정량을 사용할 필요성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측정오차 문제보다는 회귀모형에서 패널이 가지는 이질
적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령 소비증
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식(6)의 가 가구마다 서로 다른 확률분포적 특성을 가질
경우 이분산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분산성을 고려하
지 않는 집단 간 추정량의 경우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은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자료를 통해 추정된 해당 상대적 신중도의 값이 모형의 모수인  값과 상
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구 간 이분산성의 존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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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한 추정치가 모형의 모수에 보다 가까워지도록 하는 추정법이 필요한
데, <Table 2>에 제시된 2SLS 확률효과 추정량이 이에 해당한다. 패널분석에서
사용되는 확률효과 추정량은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
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효율적이며, 그 결과 그 추정치가 집단 간 추정량에 따른
수치보다 실제 모수값에 더 근접할 확률이 높아 추정치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사용하면서 확률효과 추정량을 보
여주는 2SLS 확률효과 추정량을 제시한다.12)
<Table 2>의 2SLS 확률효과 추정량에서 과잉식별 제약 검정통계량은 모형(1)
의 경우 0.958, 모형(2)는 0.073으로까지 하락하여 2SLS 집단 간 추정량에 비해

-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사용한 도구변수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형(1)과 (2)에 대한 소비증가율 제곱항에 대한 추정치는 각각 2.597, 1.04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해당 추정치의 2배인 상대적 신중도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며, 그 수치가 5.194, 2.092로 계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현재소비를 줄여 미래소비를 보완하려는 예비적 저
축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라 하겠다.
한편, Lee and Sawada(2006)는 최초 소득이 절대값 기준 2.147~2.435의 크기
로 소비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결국 설문조사 시 최초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또는 고소득 코호트)일수록 소비증가율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Table 2>에 나타난 추정계수 크기(절대값 기준)는 Lee
and Sawada보다는 크지 않았다. 이외에도 일시소득 개념인 비경상소득이 많을
경우 소비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시소득이 주로 현재소비보다는 미래소비
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비소비지출은 현재소비를 제약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증가율과 양(+)의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2) 본 연구는 추정상 편의(bias) 문제와 관련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과 동태적 패널모형
(dynamic panel model)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 추정상 편의 문제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누락변수 편의
(omitted variable bias) 문제를 지적한 Lee and Sawada(2006)에서처럼 최초 소득을 통제한 모형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그 이유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불변
(time-invariant) 변수인 최초 소득을 제외하고서 고정효과 및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추정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1994~2016)’에서는 도구변수의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본 연구에 포
함시키기 어려웠다. 아울러 Lee(2002)와 전승훈 외(2004)에 따르면, 극히 제한적인 경우(예: 표본이
모집단과 유사할 정도로 큰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현실세계에서  를 고정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가 추정상 편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관련 자료에 따른 한계점이 있음을 분명
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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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
다. 그간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유동성 제약 여부에 대한 그룹별 분석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 유동성 제약 구분기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Zeldes(1989)는 기본적으로 저축액이 2개월치 소득보다 작은 경우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세부기준에 따라 미국 PSID 자료에 대해서
도 유동성 제약 가구 비중이 30% 또는 6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Dynan(1993)
과 Lee and Sawada(2006)는 1985년 CEX 자료를 대상으로 유동자산이 세후 월
소득보다 적을 경우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기준에 따른 유동
성 제약 가구의 비중은 54.3% 정도였다.
본 연구는 유동성 제약 여부를 각 연도별로 월평균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75% 코호트를 대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0.5~1.5에 해당하는 코호트를 유동성 제
약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먼저 이러한 구분기준을 사용하게 된 것은 ‘가계동향
조사’ 자료에 별도의 자산항목이 없어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유동성 제약 가구
비중을 50~6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간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월
평균 가처분소득 기준을 하위 75%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하위 소득계
층을 대상으로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1에 근접한 코호트들이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평균소비성향 1을 중심
으로 평균소비성향의 범위를 대칭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평균소
비성향의 범위를 0.5~1.5로 삼은 결과, 유동성 제약 코호트 비중이 57.2% 가량으
로 나타났다.

<Table 3>
Dependent variable:
consumption growth
Consumption growth
squared
Age
Log transitory income
Log non-consumption
expenditures
Log initial income
Constant
Industry dummy
Occupation dummy
Observations (  )
Cohorts ( )
Relative prudence (  )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Unconstrained
BE2SLS
(1)
0.484
(0.369)
-0.001**
(0.001)
0.026***
(0.007)
0.100***
(0.012)
-0.077**
(0.037)
-0.417
(0 .664)
no
no

Constrained
RE2SLS

(2)
-0.355
(0.477)
-0.001
(0.001)
0.038***
(0.008)
0.086***
(0.014)
-0.145***
(0.043)
0.679
(0.766)
yes
yes

(1)
1.227***
(0.402)
-0.002***
(0.001)
0.023***
(0.005)
0.146***
(0.017)
-0.030
(0.032)
-1.782***
(0.659)
no
no

BE2SLS
(2)
0.399
(0.342)
-0.002***
(0.001)
0.032***
(0.004)
0.128***
(0.012)
-0.082***
(0.026)
-0.824
(0.521)
yes
yes

(1)
1.550
(1.304)
-0.004*
(0.002)
0.007
(0.010)
0.127**
(0.059)
-0.131***
(0.016)
0.200
(0.730)
no
no

(2)
0.027
(0.723)
-0.002
(0.001)
0.016***
(0.006)
0.065**
(0.031)
-0.118***
(0.010)
0.729*
(0.387)
yes
yes

10,251
3,944
0.969
(0.738)
0.754
[0.385]

-0.711
(0.954)
3.110*
[0.078]

RE2SLS
(1)
(2)
3.362*
2.400**
(1.716)
(1.094)
-0.007**
-0.006***
(0.003)
(0.002)
0.021***
0.022***
(0.005)
(0.004)
0.219***
0.182***
(0.075)
(0.047)
-0.084***
-0.087***
(0.023)
(0.016)
-1.914
-1.516*
(1.264)
(0.828)
no
yes
no
yes

20,590
5,263
2.454***
(0.805)
0.003
[0.953]

0.797
(0.683)
1.981
[0.159]

3.101
(2.609)
0.113
[0.737]

0.054
(1.445)
0.203
[0.652]

The RE2SLS estimator refers to G2SLS.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The Sargan-Hansen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follows the chi-squared distribution with 1 degree of freedom.
-values are in brackets.

6.725*
(3.431)
1.730
[0.188]

4.800**
(2.189)
0.832
[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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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2)
3)
4)

Estimation Results with Liquidity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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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LS 확률효과 추정량을 중심으로 <Table 3>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유
동성 제약 코호트 그룹(Constrained)의 상대적 신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령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는 그룹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보다 보수적
으로 반응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그룹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
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비적 저축을 늘리는 소비성향이 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Lee and Sawada(2006)와 유사하다. 반면, 최
초 소득을 통제하지 않은 Dynan(1993)에서는 유동성 비제약 그룹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수적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위 중 예비적 저축 동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들은 현재소비를 감
소시켜 미래소비 감소에 대비하는데, 상대적 신중도 추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 신중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로는 경기침체 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rsky et
al.(1986)은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미래에 늘어날 조세로 소득 불확실성을 감
소시켜 현재소비가 늘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and
Sawada(2006)와 같이 유동성 제약 코호트의 상대적 신중도가 유동성 비제약 코
호트보다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유동성 제약 가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저축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주어지는 정부의 (예상 가능한) 세금
감면 정책은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가 제한을 받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더 큰
소비진작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유동성 비제약 가구는 생애주기나 항상소
득가설이 적용될 것이므로 소비진작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떠한 효과나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결론내리기 어렵다. 이는 예비적 저축
동기와 정부의 소비 관련 정책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향후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
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다만,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안전
망을 확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재소비를 늘리거나 경기침체 시 정부의 소비진
작 정책을 보다 유효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

67

마지막으로 Christelis et al.(2020)도 상대적 신중도를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
기를 추정하였다. 이들은 미래소비와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 사후적인 실제값보
다 설문을 통한 사전적인 주관적 예측값을 사용하는 것이 예측(측정)오차를 감소
시키며, 이것이 추정상 편의를 완화시킬 수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
은 네덜란드 가계자료를 구축하면서 미래소비의 확률분포에 대한 예상을 개인들
에게 직접 설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보다 나은
상대적 신중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우리나라
가계자료를 살펴볼 때 미래소득의 분포를 직접 설문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관련 설문이 이루어져 보다 정확한 예비적 저축 동기가
추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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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Dependent variable:
consumption growth
Consumption growth
squared
Age
Log transitory income
Log non-consumption
expenditures
Log initial income
Period 1998~2001
Period 2008~2009
Constant

Estimation Results with Period Dummies
BE2SLS
(1)

RE2SLS
(2)

(1)

(2)
***

-0.418

-1.023

2.361

0.962*

(0.576)

(0.674)

(0.879)

(0.503)

-0.000

-0.000

-0.005

-0.003***

(0.001)

(0.001)

(0.002)

(0.001)

***

***

***

***

0.026

0.036

0.017

(0.009)

(0.011)

(0.005)

0.047***
(0.017)
***

0.038**

0.169***

(0.018)

(0.031)
***

(0.003)
0.140***
(0.014)

-0.122

-0.128

-0.058

-0.101***

(0.017)

(0.018)

(0.022)

(0.014)

**

***

0.027***

**

*

0.053

0.084

-0.045

-0.015

(0.026)

(0.034)

(0.025)

(0.017)

0.032

0.038

-0.057

-0.029**

(0.020)

(0.025)

(0.022)

(0.012)

**

***

***

**

1.014

1.133

-1.595

-0.673*

(0.395)

(0.403)

(0.696)

(0.387)

Industry dummy

no

yes

no

yes

Occupation dummy

no

yes

no

yes

Observations (  )

30,841

Cohorts ( )
Relative prudence (  )

6,460

-0.836

-2.046

(1.152)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4.722***

1.924*

(1.347)

(1.759)

(1.006)

3.344

0.015

1.754

0.137

[0.067]

[0.904]

[0.185]

[0.711]

*

Notes: 1) The RE2SLS estimator refers to G2SLS.
2)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3) The Sargan-Hansen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follows the chi-squared
distribution with 1 degree of freedom.
4) -values are in br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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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a Precautionary Saving
Motive under Consumption Uncertainty
Jin-tae Hwang* ․ Sung-min Kim**
Using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ver the period
1994-2016, we estimate the coefficient of relative prudence in order to capture
precautionary saving motive. To do this, we adopt a cohort approach, where we
transform such microdata into sample cohort means. Together with initial income
involving liquidity constraint, we estimate the relative prudence derived from the
Euler equation. The two-stage least-squares (2SLS) between estimate of it obtained
from the cohort panel data analysis is too small for the existence of precautionary
saving motive, as in previous studies, while the 2SLS random effects estimate is
so reasonable. Moreover, the liquidity-constrained cohorts tend to be more sensitive
to uncertainty, relative to the unconstraine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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