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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rage, Hand-to-Mouth Households, and MPC
Heterogeneity: Evidence from South Korea

(가계의 레버리지와 유동자산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송상윤

(연구 배경)
□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및 유동자산 보유
정도가 한계소비성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Kaplan et al.
2014, Baker 2014 등)

ㅇ 소득이 낮은 가계뿐만 아니라 소득이 높은 가계일지라도 부채가
많거나, 유동자산이 적으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Hand-to-Mouth Household는 유동자산이 작아 일시적인 소득 변동이 소비
변동으로 즉각 이어지는 가계를 의미하며, 비유동자산(주택, 연금 등)은 많
으나 유동자산(요구불예금, 주식, 펀드 등)은 부족한 부유한 Hand-to-Mouth
와 비유동자산 및 유동자산이 모두 부족한 가난한 Hand-to-Mouth로 구분

□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비유동자산(부동산 등) 선호 현상
을 고려할 때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소득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
정되지 않을 가능성
⇒ 본고에서는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부채수준 및 유동자산 보유
정도가 한계소비성향에 미친 영향을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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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은 세후월소득, 소
비는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교육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기타 소비지출(의
류, 문화, 가사 서비스 등)을 포함

□ 다중회귀분석과 Blundell et al. (2008)의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하여 레
버리지와 유동자산비율**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친 영향을 추정
* Blundell et al. (2008)은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일시적 소득(temporary income) 변
화가 소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
** 레버리지는“(금융부채+임대가구의 전세보증금)/총자산”으로, 유동자산비율은“(현
금+요구불예금+주식+채권+펀드)/세후월소득”으로 정의

ㅇ 아울러, Hansen (2000)의 임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한계소비성향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유동자산비율의 임계치(threshold level)를 추정
(분석 결과)
□ 레버리지와 한계소비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로 레버리지
가 높은(특히 0.6 이상)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음
□ 유동자산비율이 임계치(유동자산이 세후월소득의 약 1.5~2배) 보다 낮은 가계
가 높은 가계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았음
□ 레버리지와 유동자산비율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소득 변
화 방향에 따라 상이한 결과
ㅇ 유동자산비율이 임계치보다 낮고, 레버리지가 높은 가계의 한계소비성
향은 소득 증가 가구보다 소득 감소 가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부채가 많고 유동자산이 부족한 가계의 경우 부채상환을 위해 소득이 증가하더라
도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많이 줄이게 되어 소득
증감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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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부채가 많고, 유동자산이 부족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분석결
과는 비유동자산을 선호하고,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우리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
ㅇ 부채가 많고, 유동자산이 부족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의 비대칭성(소비가
소득 증가보다 소득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으로 인해, 이들 가계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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