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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도 측정을 위해 실험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Holt and Laury (2002)의
다수가격리스트(MPL) 방법이 갖는 단점인 프레이밍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실험지 대신 엑셀 소프트웨어의 VBA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였
다. 그리고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최근의 실험연구들의 결과와 상이하게 본 논문
은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한 실험을 통해서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위험회피적이
라는 일반적 가설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구간추정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는 인지적 능력 변수 외에도 인생에 대한 태도, 신앙생활, 군복무 경험과 같은 개인의 특
성변수들도 위험회피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위험회피도는 개인
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심하게 위험선호적으로 왜곡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JEL Classification Number: 실험연구, 프레이밍 효과, 위험회피도, 인지적 능력,
다수가격리스트 측정법, VBA 프로그램, 구간회귀모형
핵심 주제어: C90, C91, D80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E-mail: bjpark@dankook.ac.kr, Tel: 031-8005-3385)
이 논문의 내용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2014년 SSK 세미나 참석자들, 실험과
정에 도움을 준 김명중, 박선희 대학원생, 그리고 논문 심사 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심사위
원 및 편집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논문 투고일: 2014.12.14, 논문 수정일: 2015.1.25, 게재 확정일: 2015.3.9

6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1권 제2호 (2015.6)

Ⅰ. 서론
경제 주체의 위험에 대한 태도(혹은 위험회피성향)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
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제이론에서는 위험에 대한 태도를 위험 중
립적 혹은 위험 회피적으로 가정하거나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경
제학자들은 이런 제한적 가정들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개
인의 위험선호에 대한 가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위험회피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분포를 구하려는 실험적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예, Roth
and Malouf, 1979; Harrison, 1986; Beck, 1994; Hey, 1995). 특히 최근에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이 확률을 수반한 불확실한 상황 하의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소득과 부(wealth)의 분배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험연구를 이용하여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인의 특성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
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예, Binswanger, 1980; Kachelmeier and
Shehata, 1992; Pennings and Garcia, 2001; Holt and Laury, 2002; Andersen,
Harrison, Lau and Rutstrőm, 2006, 2008, 2010; Heinemann, 2008).
본 논문에서는 위험회피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다수 가격 리스트(Multiple Price List: MPL)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Holt and
Laury(2002)(이후 HL로 표기)의 방법을 준용하고자 한다. 단, HL방법의 경우
실험 과정에서 피실험자는 10가지의 선택 가능한 복권 쌍(pair)(옵션 A 복권과
옵션 B 복권)을 열거한 복권 선택지를 받게 되어 모든 복권 쌍을 확인한 후 복
권선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0%
부터 100%까지 10%씩 순차적으로 변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
험회피성향과는 다르게 10가지의 선택 가능한 복권 쌍 중 중간 정도의 지점에
서 복권선택을 바꾸도록 하는 효과, 즉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가 발생하
게 되어 실험에서 측정된 위험회피도는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내는 피실
험자의 위험회피도에 비해 현저한 편의(bias)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Lévy-Garboua, et al., 2012; Bosch-Doménech and Silvestre, 2013). 따라서 본
논문은 HL 방법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실험지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엑셀(Excel) 소프트웨어의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 프로그램을
활용한1) 실험을 설계함으로써 10가지의 복권 쌍이 무작위 순서로 피실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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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모니터에 나타나서 피실험자가 복권선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프레이
밍 효과가 제거되도록 하고2) 추정 편의를 축소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보다 중요한 몇 가지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험회피성향
에 대한 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험연구를 이용하여 의
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회피성향이 인지적 능력(cognitive ability)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물론
기존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은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부
(wealth) 등과 같은 개인특성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McKee, 1989; Beck, 1994; Powell and Ansic, 1997; Eckel and Grossman, 2002;
Heinemann, 2008). 특히, 최근에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경제이론이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를 설명해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간주되면서 인지
적 능력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위험회피성향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3)(Frederick, 2005; Burks et al., 2009; Dohmen et
al., 2010; Sousa, 2010; Andersson et al., 2013; Booth and Katic, 2013, Benjamin
et al., 2013). 부연하면 Frederick(2005)의 연구 이후 개인은 인지적 능력이 낮을
수록 위험회피적이라는 가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Sousa
(2010)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험연구에 의하면 위의 가설이 성립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Booth and Katic(2013) 역시 가설과 상충되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인지적 능력과 위험회피성향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아직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 관계에 대해 상충된 결과와 해석이 제시되
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험의 잡음(noise)을 최소화해줄 수 있도록 동
질의 대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연구를 통해 두 변수의 관계를 명확
히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분석된 적이 없었던 운이나
삶에 대한 내재적 태도나 신앙생활, 군복무 경험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들이
1) 컴퓨터를 이용한 경제실험설계를 위햐여 z-tree(Zurich Toolbox for Ready-made Economic
Experiments) 소프트웨어(Fischbacher, 1999)를 활용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피실험자
에게 매우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였다.
2) 만일 단순한 프레이밍 효과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복권선택을 바꾸도록 하는 심리적 기준
점 효과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선택 가능한 복권 쌍의 순서를 무작위로 바꾼다 해도 측정된 위험선
호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과 HL의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프레이
밍 효과가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제3절에서 판단한다.
3) 저자가 아는 바로는 인지적 능력과 위험회피성향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 실험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예, Dohmen et al., 2010; Sousa, 2010; Andersson et al., 2013;
Benjamin et al., 2013), 국내에서 진행된 실험연구는 거의 없었다. 단지 저자의 다른 경제실험연구에
서 새롭게 제안된 위험회피지수와 인지적 능력 및 경제적 지식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분적으로 진
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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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험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의
사결정 관련 설문조사나 실험연구의 경우 설문응답자나 피실험자가 집중해서
조사나 실험을 수행하고 진실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할 동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회피도를 추정
할 때 설문조사형식으로 수행된 추정치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행된
실험추정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정하고, 향후
경제주체의 위험에 대한 태도 조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성향
을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다
수가격리스트 방법에 대해 HL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 단점에 대해 간
단히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실험 설계, 2개
의 세션으로 구성된 실험과정, 실험 대상과 특성 및 환경 통제에 대해 설명한
다. 그리고 HL 실험과 프레이밍 효과가 개선된 본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
한 분석을 수행하고,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의사결정 관련 설문조
사를 통해 추정한 위험회피도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왜곡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수집된 실험자료를 분석하며 인지적 능력을 기준으
로 한 위험회피도 차이를 검정하고, 단순회귀모형과 구간회귀모형의 추정결과
에 대해 보고하고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논문의 실험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와 회귀모형 추정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발전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제
언한다.

II. 다수가격리스트(MPL) 방법
통제된 실험으로부터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대다수의
연구들이 실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Binswanger(1980)의 연구
에서 다수가격리스트 방법이 소개된 이후로, 이 방법론은 실험경제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다. 이중 가격 형태의 실험지에는 2개의 열
(colum)과 n개의 행(row)에 순서대로 배열된 복권 선택지가 주어지며, 피실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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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yoff Matrix of Lottery Choices from the Holt and Laury(2002)
Option A

Option B

Prob. Outcome Prob. Outcome Prob. Outcome Prob. Outcome

 

 

    

0.1

$2.00

0.9

$1.60

0.1

$3.85

0.9

$0.1

$1.64

$0.48

$1.17

0.2

$2.00

0.8

$1.60

0.2

$3.85

0.8

$0.1

$1.68

$0.85

$0.83

0.3

$2.00

0.7

$1.60

0.3

$3.85

0.7

$0.1

$1.72

$1.23

$0.49

0.4

$2.00

0.6

$1.60

0.4

$3.85

0.6

$0.1

$1.76

$1.60

$0.16

0.5

$2.00

0.5

$1.60

0.5

$3.85

0.5

$0.1

$1.80

$1.98

-$0.17

0.6

$2.00

0.4

$1.60

0.6

$3.85

0.4

$0.1

$1.84

$2.35

-$0.51

0.7

$2.00

0.3

$1.60

0.7

$3.85

0.3

$0.1

$1.88

$2.73

-$0.84

0.8

$2.00

0.2

$1.60

0.8

$3.85

0.2

$0.1

$1.92

$3.10

-$1.18

0.9

$2.00

0.1

$1.60

0.9

$3.85

0.1

$0.1

$1.96

$3.48

-$1.52

1

$2.00

0

$1.60

1

$3.85

0

$0.1

$2.00

$3.85

-$1.85

Note: The table presents the original Holt and Laury design.

는 매 행에서 좌측 열에 입력된 복권(옵션 A) 혹은 우측에 입력된 복권(옵션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피실험자는 총 n회의 선택을 하
게 되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중 가격 형태의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한 많
은 연구들에서 특히 HL의 방법론을 발전시켜 사용해 왔다. HL의 방법은 피실
험자들에게 다수 가격 리스트의 형태로 구성된 실험지를 제공하며, 피실험자는
옵션 A와 옵션 B의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HL의 다수 가격 리스트 실
험지는 [표 1]과 같이 10개의 연속적인 복권 선택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실험자는 총 10회의 선택 과정을 거치며, 이때 각 행에서 우측에 입력된 복
권인 옵션 B는 좌측에 입력된 복권 옵션 A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복권이다.
[Table 1]의 첫 번째 행에서 옵션 A는 10%의 확률로 2달러를 얻거나 혹은 90%
의 확률로 1.6달러를 얻을 수 있는 복권을 의미하므로, 이 옵션의 기댓값은
1.64달러가 된다. 또한 옵션 B의 경우에는 10%의 확률로 3.85달러를 얻거나 혹
은 90%의 확률로 0.1달러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옵션의 기댓값은 0.48달러이
다. 따라서 두 기댓값의 차이는 1.17달러가 된다. 두 옵션 모두 복권의 기댓값
이 증가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지만, 옵션 A에 비해 옵션 B의 기댓값이 보다
빠르게 증가하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피실험자가 위험 중립적이라면
처음 1~4행은 옵션 A를 선택하고, 나머지 5~10행은 옵션 B를 선택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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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위험에 대한 태도는 피실험자가 옵션 B를 선택하기 전까지 몇 개의
행에서 옵션 A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HL 방법은 실험지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피실험자들이 실험의 내용과 그 함
의를 이해하기 쉽고, 선택과 그에 따른 보상구조 역시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
에 위험회피성향에 대해 실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많은 연구들 중에
서 가장 표준화된 방법론으로써 널리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HL 방법은 기존에
잘 알려진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HL 방법론에서
피실험자는 실험 과정에서 10가지의 선택 가능한 복권 쌍을 모두 확인한 후 선
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0%부터 100%까지 10%씩 순차
적으로 변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회피성향과는 다르게 10가
지의 선택 가능한 복권 쌍 중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복권선택을 바꾸게 되도록
하는 심리적 효과인 프레이밍 효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피실험자의
판단과 선택은 확률가중함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이익이 많을 가능성보다는 확실한 이익을 쫓게 되는 확실성효과(certainty
effect)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HL의 방법론은 피실험자의 선택과 그
결과(위험회피성향)가 하나의 값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닌, 구간(interval)에 대
응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가 하나의 점(point)에 대응
되는 방법론에 비해 위험회피성향 측정의 정확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
다(Harrison, 1992). 마지막으로 HL의 방법론에서 위험회피성향은 파라미터를
갖는 특정 효용함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피실험자의 선택이 일관적이지
못해 다중 선택의 문제(multiple switching problem)가 발생하면(Dave el al.,
2010; Bosch-Doménech and Silvestre, 2013) 선호의 단조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
어 측정된 위험회피도가 편의될 수 있다. 특히 Andersson et al.(2013)은 다중
선택과 같은 피실험자의 행태적 잡음이 위험회피성향과 인지적 능력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편, 특정한 효용함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ier and Rűger
(2010)(이후 MR로 표기)는 각 복권에 걸린 보상은 동일하되 보상을 얻을 확률
이 변화되도록 구성한 기존의 HL 방법론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MR 방법은 HL의 방법과 달리 보상을 얻을 확률은 1/2로 모두 동
일하고 대신 복권에 걸린 보상이 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MR의 방법론
은 특정 모형에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보상구조를 결정하는 확률이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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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확률이 변화되는 HL의 방법론보다 피실험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추가적인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MR의 방법론 역시 다중 선택의 문제
로 인해 위험회피성향 측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위험회피성향의 정확한 추론을 어렵게 한다. 또한 HL 방법론이
가진 프레이밍 효과의 문제나 선택의 결과가 구간에 대응되는 문제 역시 해결
되지 못했다.
Anderson et al.(2006, 2008)과 Harrison and Rustrőm(2008)의 연구는 프레이
밍 효과의 문제나 선택의 결과가 구간에 대응되는 문제 등을 탐지하고 해결하
기 위해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Wakker and Deneffe(1996)과 Diecidue
and

Wakker(2001)는

Quiggin(1995)의

일반화된

비예측

효용(generalized

non-expected utility) 이론의 기초 하에, 모수에 대한 가정이 없는 비예측 효용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Drichoutis and Lusk(2012)는 확률 가중으로 인한
혼란효과(confounding effect)가 발생하지 않도록 HL의 방법론을 수정하였으며,
Abdellaoui et al.(2011)과 Bruner(2009)는 확률의 크기보다는 보수 크기의 변화
를 고려하였으며, 순위에 의존하는(rank dependent) 효용체계를 보다 엄밀히 고
려하였다.

III. 프레이밍 효과를 개선한 실험설계
1. 실험 설계 및 실험과정
가. 실험지 구성
실험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다시 총 3단계로 구성되며,
제1단계에서는 개별 피실험자의 인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관련
성이 있는지를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살펴 보기위해 성별, 나이, 전공, 군
복무 여부, 직전학기 학점 평균, 대학에서 수강한 경제학 및 재무관리 과목의
수, 종교활동 여부, 총 가구원 수 등과 같은 개인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였다.4) 제2단계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단계로, 개별 피실험자는 총

4) 참고로 개인특성과 관련된 정보 중 직전학기 학점 평균과 같은 정보는 피실험자가 정확하게 답변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이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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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인지능력 평가 문제를 5분 내에 해결해야 한다. 이때 제1세션의 제2단계
에서 제공되는 총 6개의 문제 중 3개의 문항은 Frederick(2005)이 제안한 인지
반응 테스트(cognitive reflection test, CRT)에서 발췌하였으며, 나머지 3개의 문
항은 윈더릭 테스트(wonderic personal test, WPT)5)의 무료 평가판 문제 중 임
의로 선정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과거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경험과
절대적 위험회피성향(absolute risk aversion) 등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
였다. 제3단계 중 1~4번 문항에서는 피실험자가 과거 불확실성 및 위험이 따르
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제로 복권을 구입
해 본 경험이 있는지, 도박(gambling)이나 주식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리고 남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제2세션에서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실험을 통해 추정하는 상대적 위험회피성향(relative risk aversion)과 인
센티브 없는 설문을 통해 조사한 절대적 위험회피성향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
지 살펴보기 위해 5번 문항에서는 복권의 당첨 금액과 당첨될 확률을 제시하고
복권 구입의 최대 지불용의가격을 물음으로써 피실험자의 절대적 위험회피성

<Table 2>

Payoff Matrix for Measuring Risk Preferences in Session 2

Option A

Option B

Range of

Prob. Outcome Prob. Outcome Prob. Outcome Prob. Outcome

    

RRA(r)

0.1

2,000

0.9

1,600

0.1

3,850

0.9

100

[-inf, -0.95]

0.2

2,000

0.8

1,600

0.2

3,850

0.8

100

[-0.95, -0.49]

830

100

*

495

0.3

2,000

0.7

1,600

0.3

3,850

0.7

[-0.49, -0.14 ]
*

1,165

0.4

2,000

0.6

1,600

0.4

3,850

0.6

100

[-0.14 , 0.15]

160

0.5

2,000

0.5

1,600

0.5

3,850

0.5

100

[0.15, 0.41]

-175

0.6

2,000

0.4

1,600

0.6

3,850

0.4

100

[0.41, 0.68]

-510

0.7

2,000

0.3

1,600

0.7

3,850

0.3

100

[0.68, 0.97]

-845

0.8

2,000

0.2

1,600

0.8

3,850

0.2

100

[0.97, 1.37]

-1,180

0.9

2,000

0.1

1,600

0.9

3,850

0.1

100

[1.37, inf]

-1,515

1

2,000

0

1,600

1

3,850

0

100

non-monotone

-1,850

Notes: In the article of Holt and Laury(2002) the upper bound of RRA(r) at the third
row(Prob. 0.3 and Prob. 0.7) is denoted by –0.15, but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result of the author it is –0.142632. In this paper, therefore, the value of –0.14 is used
for eliciting risk aversion.

5) http://www.wonderic.com/assessments/ability/cognitive-ability-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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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근사적으로 측정하였다. 6번과 7번 문항에서는 각각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운(luck)이 좋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실험
자 스스로의 삶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
록 운이 나쁘거나 삶에 대해 부정적)로 제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HL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피실험자의 위험회피성향을 추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HL의 방법론에서 제시한 금액을 한화로 변환하여 <Table
2>와 같이 재구성하였으며, 교환비율은 1달러 당 1,000원으로 조정하였다.
<Table 2>의 첫 번째 행에서 옵션 A는 10%의 확률로 2,000원을 얻거나 혹은
90%의 확률로 1,600원을 얻을 수 있는 복권을 의미하므로, 이 옵션의 기댓값은
1,640원이 된다. 또한 옵션 B의 경우에는 10%의 확률로 3,850원을 얻거나 혹
은 90%의 확률로 100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옵션의 기댓값은 475원이다.
따라서 두 옵션의 기댓값 차이는 1,165원이 된다. 두 옵션 모두 복권의 기댓값
이 증가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지만, 옵션 A에 비해 옵션 B의 기댓값이 보다
빠르게 증가하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피실험자가 위험 중립적이라면
처음 1~4행은 옵션 A를 선택하고, 나머지 5~10행은 옵션 B를 선택하도록 구성
된다. 즉, 위험에 대한 태도는 피실험자가 옵션 B를 선택하기 전까지 몇 개의
행에서 옵션 A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6) 부연하면, 피실험자가 처음
1~6행은 옵션 A를 선택하고 나머지 행은 옵션 B를 선택하였다면 안전한 복권
선택의 수는 6이며 <Table 2>의 RRA 열의 범위 [0.41, 0.68]에 속하여 피실험
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회피적임을 의미한다.

나. 실험 대상, 특성 및 환경 통제
본 연구에서는 단국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
에 의해 설문조사와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본 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29일부
터 2014년 5월 22일까지 약 5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 160명
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HL 방법이
갖는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 모두 개별 컴퓨
터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며 무작위로 출력되는 실험문항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과 실험에 필요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파일
에 입력하여 피실험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은 엑
6) 참고로 본 연구에서 피실험자가 2회 이상 선택을 바꾸는 다중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험
회피성향은 처음 선택을 바꾼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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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에 내장된 VB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방법의 특성 상 설문조사와 실험은 교내 컴퓨터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조용하고 차분한 설문조사 및 실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는 한 분
반에 20명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통제 주체는 피실험자들에게 USB에 담긴 실험지를 개별 컴퓨터에서 실행,
조작 및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그밖에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
이나 진행 중 유의사항, 그리고 보수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진행하였다.

다. 위험회피성향의 측정(제2세션)
제1세션에서 총 3단계에 거쳐 설문조사에 응하고 나면 피실험자는 위험회피
성향의 측정과 관련된 제2세션의 실험을 진행한다. Ctrl+a 버튼을 누르면 실험
내용이 담긴 VBA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제2세션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실
험자로 하여금 게임의 규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개의 연습문제를 제시하여 풀
어보도록 하였다.
2개의 연습문제 풀이가 종료되면 부록에 수록된 <Figure A1>과 같은 제2세
션 안내 창이 생성되고 실험이 시작된다. 부록의 <Figure A2>는 피실험자의 컴
퓨터 화면에 표시된 제2세션 실험 화면이며, 개별 문항은 부록의 <Figure A3>
과 같이 컴퓨터 실험 화면에 무작위로 출력되도록 하여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자신의 선택 결과를 보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인 프레이밍 효과까지를 제거하기 위해 피실험자의 선택 결과는 <Figure
A2>의 제2세션 실험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다만 피실험자가 특정 문항에서
옵션을 선택하고 나면 해당 문항에서 옵션이 선택되었다는 안내 문구만이
<Figure A2>의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라. 최종 보수 지급
모든 실험이 종료되면 피실험자는 제2세션에서 무작위로 1개의 문항을 추출
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보수를 지급 받는다. 제비에는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
혀 있으며, 먼저 1개의 제비를 뽑아 총 10개의 문항 중 무작위로 1개의 문항을
선별한다. 다음, 선택된 각 문항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 피실험자가 선택한 옵션
에 대한 확률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실험
자가 첫 번째 제비뽑기에서 1번 제비를 뽑았다면 1번 문항을 선택한다. 1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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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경우 옵션 A에서는 10%의 확률로 2,000원을, 90%의 확률로 1,600원을 받
게 되며 옵션 B에서는 10%의 확률로 3,850원을, 90%의 확률로 1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피실험자가 1번 문항에서 실험 중 옵션 A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할
때, 두 번째 제비뽑기에서 뽑힌 제비의 숫자가 1이라면 피실험자는 2,000원을
받게 되며, 2 이상의 수를 뽑으면 1,600원을 받는다. 실험에 참가한 160명의 피
실험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범위는 최소 100원에서 최대 3,850원이며, 1
인당 평균 1,989원을 수령하였다.

2. HL 실험과 프레이밍 효과가 개선된 본 실험의 결과 비교
HL 방법에서 10가지의 선택 가능한 복권 쌍 중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복권
선택을 바꾸도록 하는 프레이밍 효과가 발생한다면 피실험자가 가진 본래의
위험회피성향과는 다르게 위험회피도의 분포에서 위험중립성향을 나타내는 비
율이 높아지고 강한 위험회피성향과 강한 위험선호성향을 나타내는 비율은 필
연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엑셀 소프트웨어의 VBA 프로그램을 활
용한 실험을 설계하여 10가지의 복권 쌍이 무작위 순서로 피실험자의 PC 모니
터에 나타나 복권선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상처럼 프레이밍 효과
가 제거된다면 본 논문의 실험에 의해 추정된 위험회피도의 분포는 HL 방법에
의해 추정된 위험회피도의 분포와 상이할 것이다.7)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프레이
밍 효과 완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안전한 복권선택의 수를 기준으로
HL의 실험과 프레이밍 효과가 개선된 본 논문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상대도수표를 <Table 3>에 기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둥그림표를 <Figure 1>
에 그려 각 실험에 의해 추정된 위험회피도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
도록 하였다.8)

7)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레이밍 효과가 아닌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복권선택을 바꾸도록 하는 심
리적 기준점 효과가 존재한다면 선택 가능한 복권 쌍의 순서를 무작위로 바꾼 본 논문의 실험에 의
해 추정된 위험회피도의 분포는 HL 방법에 의해 추정된 위험회피도의 분포와 유사해야 한다.
8) 참고로 HL과 본 논문의 실험의 대상자 집단 특성, 실험 환경 및 통제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실험
의 결과를 직접비교하여 분석하는 경우 그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향후 이에 대한 별도의 실험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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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of Safe Choices
0-1

2

3

4

5

6

7

8

9-10

HL

0.01

0.01

0.06

0.26

0.26

0.23

0.13

0.03

0.01

Session 2

0.09

0.04

0.12

0.15

0.13

0.11

0.16

0.07

0.13

Note: Actual choice frequencies for the experiments of HL and Session 2 are shown in each
row of the table.

Distributions of the Number of Safe Choices

0.30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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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distributions of the number of safe choices for the experiments of HL and Session
2 are compared in the figure.

<Figure 2> Q-Q Plots of Samples of HL and Session 2 RRA versus a
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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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Quantiles

2

Session 2

2

HL (2002)

-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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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0

1

2

Note: The distributions of samples of HL and Session 2 RRA are compared with a normal
distribu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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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s of Multiple Switching Points

The number of kink points

HL

Session 2

0

1(0.47)

13(8.12)

1

183(86.3)

90(56.25)

2

0(0.00)

9(5.63)

3

21(9.91)

38(23.75)

4

1(0.47)

0(0.00)

5

3(1.42)

5(3.13)

6

1(0.47)

3(1.88)

7

1(0.47)

1(0.63)

8

0(0.00)

0(0.00)

9

1(0.47)

1(0.63)

212(100%)

160(100%)

Total Obs.(Probability)

Note: The table shows the frequencies of the number of kink points for the experiments of
HL and Session 2, respectively.

Distributions of Multiple Switch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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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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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distributions of the number of kink points for the experiments of HL and Session
2 are compared in the figure.

HL 실험에서 추정된 피실험자의 75%는 위험중립적(4), 약한 위험회피적(5),
위험회피적(6)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실험자의 8%만이 위험선호적(0-1),
강하게 위험선호적(2)인 성향을, 그리고 피실험자의 17%가 매우 위험회피적(7),
강하게 위험회피적(8), 비단조적(9-10) 성향을 각각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본 논
문의 실험에서 추정된 피실험자 중에서 위험중립적(4), 약한 위험회피적(5), 위
험회피적(6) 성향을 나타내는 피실험자의 비중은 39%였으며, 위험선호적(0-1),
강하게 위험선호적(2), 매우 위험회피적(7), 강하게 위험회피적(8)과 같은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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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피실험자의 비중도 36%에 이른다.
두 실험에서 추정된 위험회피도 분포의 차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적 분
석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한 복권선택의 수에 기초한 순위 대신 위험회피구간
의 중간치를 이용하여 두 실험의 표본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윌
콕슨 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을 수행하였다. 검정 통계량 추정치는
19317.5(p-값=0.0205)로 5%의 유의수준에서 두 위험회피도의 분포가 상이하다.
두 실험의 위험회피도의 분포의 차이는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Figure 2>
의 Q-Q plots에 의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특히, 두 실험의 위험
회피도의 분포의 중심과 꼬리 부분에서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줌), 이는 프
레이밍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수가격리스트(MPL) 방법은 다중 선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잡음 선택으로 인해 옵션 선택을 2회 이상 변경하는 선호의 비단조성 문제가
발생하지만(Dave el al., 2010; Bosch-Doménech and Silvestre, 2013), 프레이밍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HL의 방법은 오히려 다중 선택의 문제로 인한 선호의
단조성 훼손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언하면 HL 방법론
의 경우 옵션 선택을 1회만 변경한 경우는 86.3%이나, 본 논문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옵션 선택을 1회만 변경한 경우는 56.25%에 불과하며 3회 선택을 바꾼
경우도 23.75%에 달해, 전반적으로 HL 방법론에 비해 다중 선택의 문제가 심
해짐을 <Table 4>와 <Figure 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결과는 본 논문의
실험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완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준다.

3.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한 위험회피도는 편의 추정치인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의사결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설문응답자
는 집중해서 조사를 수행하고 진실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할 동인이 부족하
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
확실성이 내포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회피도를 추정할 때 설문조
사형식으로 수행된 추정치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행된 실험추정치
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5번 문항에서는 복권의 당첨 금액과 당
첨될 확률을 제시하고 복권 구입의 최대 지불용의가격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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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확률로 50만원의 당첨금을, 80%의 확률로 0원의 당첨금을 벌 수 있
는 복권이 있다면 최대 얼마의 금액에 이 복권을 구입할 의향이 있나요?”
이런 질문유형은 절대적 위험회피도(ARA)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정부(Government of Japan, 2005)에서
소비와 저축의 행동과 국가 부담에 대한 여론을 추론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채택한 당첨확률을 준용하였다. 는 복권 당첨확률, 은 복권 당첨금, 그리고

는 설문응답자가 구입하는 가격을 나타낸다면, 절대적 위험회피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  
⋅⋅    ⋅⋅   

(3.1)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험추정치인 RRA와 설문조사형식으로 수행된
추정치인 ARA의 상관계수 값은 0.0727로 두 변수 사이에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RRA의 평균은 0.4231로 위험회피적 성향인데 반해 ARA의
평균은 0.0221로 위험중립적 성향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차이를 통계적으
로 검정하기 위해 두 표본 평균 차에 대한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검정통계량
의 추정치는 4.29(p-값=0.0000)로 RRA와 ARA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설문조사형식으로 수행된 추정치는 금전
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험추정치에 비해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심하게
위험선호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추정결과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실험자료 및 구간회귀모형 분석
1. 실험자료 및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
본 절에서는 16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험을 진행하여 수
집한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을 <Table 5> 와 <Table 6>에 각
각 보고하였다.9) 연구의 주안점이 되는 피실험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인지
적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대적 위험회피도 범위의 중간치를 나타내는

9) 보고된 변수 중 위험회피도를 나타내는 RA.m와 RA.o는 <Table 2>의 1행과 9행의 위험회피도 범위
중간치와 위험회피도의 순위로 각각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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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on of Data

Variable

Description

Range

RA.m

Degree of Risk Aversion(Midpoint)

-1.98~2.69

RA.o

Degree of Risk Aversion(Order)

1~9

Intelligence

Cognitive ability test score(6 questions, per 1 point)

1~6

Experience

Number of past experiences with risk.

0~4

Luck

Subjective belief for luck(1:good luck ~ 5: bad luck)

1~5

Attitude

Subjective attitude of life(1:positive ~ 5:negative)

1~5

Sex

Gender, (female=0, male=1)

0~1

Age

Age(unit: years old)

20~30

Major

Whether they're majoring in Economics or not(0:no, 1:yes)

0~1

Score

Average grade, previous semester(basis: 4.5 point)

0~4.5

Military

Military service(0: no, 1:yes)

0~1

N.class

Number of classes taken about Economics or Business

0~26

Religion

Whether they've got religion or not(0:no, 1:yes)

0~1

N.family

Number of family members

2~7

N.kink

The number of kink points

0~9

Note: The number of observations is 160.

<Table 6>

Summary Statistics
Min

Mean

Max

Std. Dev.

Skewness

RA.m

-1.97

0.42

2.68

1.18

0.14

RA.o

1.00

5.30

9.00

2.41

-0.09

Intelligence

1.00

4.10

6.00

1.41

-0.50

Experience

0.00

2.46

4.00

1.02

-0.16

Luck

1.00

3.05

5.00

0.80

-0.10

Attitude

1.00

2.40

5.00

0.79

0.72

Sex

0.00

0.55

1.00

0.49

-0.20

Age

20.00

23.86

30.00

1.90

0.62

Major

0.00

0.68

1.00

0.46

-0.77

Score

2.80

3.68

4.50

0.37

-0.06

Military

0.00

0.47

1.00

0.50

0.10

N.class

0.00

10.09

26.00

5.07

0.58

Religion

0.00

0.28

1.00

0.45

0.93

N.family

2.00

4.10

7.00

0.75

0.69

N.kink

0.00

1.75

9.00

1.45

1.81

Note: The table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in the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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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의 평균이 0.4231로 추정되어 피실험자들은 당첨금의 불확실성이 존재하
는 복권선택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의 인지적 능력(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6문항 중 평균 4.1개의 정답을 맞추어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피실험자들의 인지적 능력이 낮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2. 인지적 능력을 기준으로 한 위험회피도 차이
인지적 능력의 차이가 위험회피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피
실험자의 인지적 능력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인지적 능력그룹과 낮은 인지
적 능력그룹으로 구별하여 각 그룹별로 추정된 위험회피도(RA.m)의 평균을 계
산하였다. 높은 인지적 능력그룹의 위험회피도의 평균은 0.2226이었으나 낮은
인지적 능력그룹의 위험회피도의 평균은 0.6057로 훨씬 높았으며, 이는 높은
인지적 능력을 갖는 피실험자들에 비해 낮은 인지적 능력을 갖는 피실험자들
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명확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두 표본 평균 차에 대한 t-검정과 낮은 인
지적 능력그룹의 위험회피성향이 강하다는 가정하에 두 표본분포가 동일한지
에 대한 윌콕슨 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을 모두 수행하였다. 추정된 t-검
정 통계량과 p-값은 각각 –1.8198과 0.0713으로 10%의 유의수준에서 두 그룹의
위험회피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한편, 윌콕슨 검정을 위한 통계량과 p-값은

<Figure 4> Q-Q Plots of a Sample of RRA versus a 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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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distributions of samples of RRA for high and low intelligence groups are
compared with a normal distribution, respectively.

8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1권 제2호 (2015.6)

각각 1510과 0.0529로 10%의 유의수준에서 두 그룹의 위험회피도의 분포 역시
상이하다. 두 그룹의 위험회피도의 분포의 차이는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Figure 4>의 Q-Q plots에 의해 시각적으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런 분석결과들은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위험회피적이라는 가설을 뒷
받침해준다. 인지적 능력이 위험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3. 위험회피성향 회귀분석
본 논문은 위험회피성향이 인지적 능력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2가지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추
정한다.10) 한편, 제Ⅲ장의 제2절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
행한 결과에 의하면 프레이밍 효과의 감소와 함께 다중 선택의 문제가 심화되
었으며, HL(2002)의 방법론이 오히려 프레이밍 효과로 인해 다중 선택의 문제
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회귀분석에
서는 피실험자의 다중 선택으로 인한 비일관성 문제와, 이로 인한 혼란 효과
(confounding effect)를 모형 내에서 통제하기 위해 Andersson et al.(2013)의 방
법론을 준용하고자 한다. 즉, 피실험자가 위험회피성향의 측정 과정에서 몇 차
례 선택을 바꾸었는지를 나타내는‘다중선택 수’변수를 회귀모형에 추가하여 비
일관성 문제와 혼란 효과를 통제하고, 통제변수의 추가 전과 추가 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다중 선택의 문제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모형 내에서 어떤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단순회귀모형(OLS 추정)
         지능     Exp 실제경험      운  
    태도       성별       나이      전공  
   학점       군복무      과목수  
   종교      가족수    

(1)
10) <Table 5>에서 설명된 변수들의 이름은 회귀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사용된다. Intelligence: 지
능, Experience: 실제경험, Luck: 운, Attitude: 태도, Sex: 성별, Age: 나이, Major: 전공, Score: 학점,
Military: 군복무, N.class: 과목수, Religion: 종교, N.family: 가족수, N.kink: 다중선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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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회귀모형(MLE 추정)
         지능     Exp 실제경험      운  
    태도       성별       나이      전공  
   학점       군복무      과목수  
   종교      가족수    

(2)
여기서 종속변수   는 위험회피도 구간(   ≤   ≤  )으로 관측되며, 구간
은 왼쪽 혹은 오른쪽이 경계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 행렬을   ,
파라미터 벡터를  와  로 표기하고 오차항을 정규분포한다고 가정하면  관측
치에 대한 대수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총대수우도함수의 극대화로부터 파
라미터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 
    ′  
    ln    ≤   ≤    ln      







 



(3)

구간회귀모형 추정결과를 살펴보면11), 1) 인지적 능력(지능)의 계수 추정치
가 –0.08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경제주체의 인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에서 수행한 분석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위험이 수반된 선택의 실제 경험은 예상과 다르게
위험회피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편, 흥미롭게도 개인의 운(luck)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있어 본인 스스로
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스스로 운이 좋
다고 답변한 피실험자들은 예상대로 보다 위험 선호적인 성향을 보였다. 4) 또
한 본인의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 물은 질문(태도 변수)에서 스스
로가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살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긍정적인 태도로 살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보다 위험선호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5) 성별의 경
우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 선호적으로 행동하
11) 두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해보면 계수의 유의성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통제변수를 추가한 구간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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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stimation Results of Regression Models
OLS

Control

No
Estimate
(std.err.)

Interval Regression
Yes

Sig.
Code

Estimate
(std.err.)

No
Sig.
Code

Estimate
(std.err.)

Yes
Sig.
Code

Estimate
(Std.
Error)

Sig.
Code

Constant

4.9059
(1.9508)

**

4.7228
(1.7897)

***

3.4947
(1.4523)

**

3.3418
(1.2511)

***

Intelligence

-0.1269
(0.0624)

**

-0.1050
(0.0574)

**

-0.0928
(0.0454)

**

-0.0803
(0.0429)

*

Experience

0.0206
(0.0895)

-0.0245
(0.0825)

0.0015
(0.0702)

-0.0360
(0.0729)

Luck

0.1651
(0.1092)

0.1614
(0.1002)

0.1333
(0.0827)

0.1330
(0.0737)

*

Attitude

0.2981
(0.1146)

**

0.2742
(0.1052)

**

0.2119
(0.0808)

***

0.2010
(0.0696)

***

Sex

-1.1117
(0.3428)

***

-0.7926
(0.3200)

**

-0.7936
(0.2344)

***

-0.6226
(0.2227)

***

Age

-0.1911
(0.0657)

***

-0.1541
(0.0607)

**

-0.1387
(0.0509)

***

-0.1086
(0.0410)

***

Major

-0.1675
(0.2168)

-0.1266
(0.1990)

-0.0731
(0.1555)

-0.0519
(0.1466)

Score

0.0834
(0.2354)

0.0147
(0.2163)

0.0803
(0.1554)

0.0281
(0.1465)

Military

1.1294
(0.3749)

N.class

-0.0020
(0.0204)

Religion

0.4942
(0.2014)

**

0.4663
(0.1848)

N.family

-0.2227
(0.1203)

*

-0.1650
(0.1109)

***

0.6474
(0.3555)
-0.0051
(0.0187)

-0.3021
(0.0564)

N.kink

*

0.7917
(0.2515)

***

-0.0015
(0.0139)
**

***

0.4837
(0.2464)

*

-0.0029
(0.0130)

0.4070
(0.1506)

***

0.3880
(0.1443)

-0.1569
(0.0773)

**

-0.1110
(0.0714)
-0.2536
(0.0544)

***

***

Notes: ***, **,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level 1%, 5%, and 10%, respectively.
N.kink stands for the number of kink points and is used to control the problem of
switching behavior.

였으며, 연령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위험 선호적인 선
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보다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선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 집단의 연령 범위(20세 ~ 30
세)가 젊은 학생들로 한정된 특성과 지나친 연령 동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6) 피실험자의 경제지식 수준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전공’(상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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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전공) 여부와 ‘학점’, 그리고 ‘과목 수’(경제학 및 재무관리 과목에 한함) 변
수를 살펴보면 세 변수 모두 회귀모형 추정결과에서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 7) 개인의 이질성이라는 관점에서 ‘종교’와 ‘군복무’
변수의 추정결과가 매우 독특하고 유의미하다. 종교를 갖거나 군복무 경험을
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보다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이런
결과는 신앙생활이나 군복무 경험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8) 가족의 구성원 수가 많은 학
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위험 선호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근소한 차이로 10%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값=0.1222). 예상과 다른 이런 결과 역시 전체 표본 집단의 연령 범
위가 젊은 학생들로 한정된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9) 다중
선택에 의한 비일관성 문제와 혼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추가한 ‘다중선택의
수’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며, 이는 예상처럼 피실험자의 다중
선택이 위험회피도 측정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
에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최소제곱 추정결과와 구간회귀모형 추정결과에서 통제변수를 추가하
여 비일관성 문제와 혼란 효과를 통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추정 결
과가 미미한 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통제변수를 삽입하여 추정한 결과는
통제변수를 삽입하지 않은 결과에 비하여 모형의 계수추정치와 표준오차가 감
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 선택으로 인한 비일관성 문
제와 혼란 효과가 표준오차를 과대평가하여 모형 내에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 결론
경제주체의 이질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행위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연쇄적 영향을 미쳐 경제주체의 소득
과 자산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실험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지적 능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위
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결과와
해석도 모호하거나 서로 상충되어 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지적 능력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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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 했던 운이나 삶에 대한 내재적 태도나 군복무 경험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들이 위험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간회귀모형
을 통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와 중요한 발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회피성향과 개인 특성의 관계에 대
한 실험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실험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둘째, 설문조사형식으로
수행된 위험회피도 추정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험추정치에 비해 개
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심하게 위험선호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추정결과에 오
류를 야기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인지적 능력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
눈 분석에서 낮은 인지적 능력을 갖는 그룹이 높은 인지적 능력을 갖는 그룹에
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
히 확인 되었다. 넷째, 위험회피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구간회귀모형에 대한 추
정결과에 의하면,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하는 기존의 실험연구들과 다르게 인지
적 능력(지능) 변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고 경제주체의 인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피실험
자의 경제지식 수준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전공’, ‘학점’ 그리고 ‘과목 수’
변수들은 위험회피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흥미롭게도
종교를 갖거나 군복무 경험을 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위험 회피적
인 선택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위험회피도를 측정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다수
가격 리스트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HL의 방법의 단점인 프레이밍 효과를 완
화하기 위한 실험설계를 수행하였으며, 160명의 대학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
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실험설계가 프레이밍 효과를 완화시
켜 위험회피도의 추정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
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험설계 및 방법은 위험회피도 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레이밍 효과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특정한 효용함수에
의존하는 문제와 다중 선택 설계로 인해 위험회피성향 측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들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내재하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
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예, Quiggin, 1995; Maier and
Rűger, 2010; Abdellaoui et al., 2011) 개선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향후에는

의사결정과정의 위험회피성향과 인지적 능력에 대한 실험연구

85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설계 및 방법에 대한 연
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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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Figure A1>

Pop-up Window for Introduction to Session 2

<Figure A2>

User Experimental Environment in Session 2

<Figure A3> Examples of Lottery Pairs Randomly Shown in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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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of Holt and Laury (2002) has been the most widely used to elicit
individual risk preferences in the MPL methods that have a framing effect. In
order to reduce the framing effect, this paper designs experiments which are
implemented with the program of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in MS Excel
software. Although recent experimental studies,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do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individuals with higher cognitive ability are less
risk averse in decision making, this paper presents a definite evidence on the
hypothesis by using the new experimental design and finds interestingly that
variables for attitude to life, a religious life and the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in an interval regression model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dividual risk preferences. Further, this paper finds that risk aversion estimated
by survey without financial incentives tends to be severely biased toward risk
l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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