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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축은 재의 소비를 억제하고 미래의 잠재  소비를 비하는 것으로 가계는 다

양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해 축과 투자행동을 하게 된다. 축에 한 의사결

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 질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가계는 축을 할 것

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축을 하기로 결정하 다면 두 번째 단계

로 얼마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어떤 축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각 축수단에 얼마씩 할당 할 것인가를 결정

하게 된다. 그러나 가계의 축의사결정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 들 단계

 하나에 을 맞추어 얼마를 축할 것인가? 는 각 축수단별로 가입자의 

특성이나 축액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단계별 축의사결정을 토 로 축행태를 살펴보

고 다양한 축 안들에 한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다음의 질문

에 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안 자산 심의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의 축행동에 험감수도가 향을 미치는가? 가계는 재무목표( 축

동기)에 합한 축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는가? 다양한 축수단을 선택하는데 있

어 축수단 간의 상호연 성은 어떠한가? 소득계정에 따라 축의사결정에 미치는 

소득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이론  연구의 틀

1) 생애주기가설과 행동학 인 생애주기가설

  가계의 축행동을 연구하는데 용하는 이론 인 틀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Modigliani & Brumberg(1962) 와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

이다. 즉 가계는 생애소비만족을 극 화하기 해 소비를 평활화하고자 하며 이는 

기간간자원배분( 재소비와 미래소비 즉, 축)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사람은 일

생을 통하여 소비의 흐름은 체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소득의 흐름은 차 상승

하여 장년기 는 은퇴직 에 정을 이루다가 다시 하락하는 포물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가계는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소득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와 재정복지를 달성하려는 요구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미래의 재정  기를 감소시키기 해 축과 소비를 한다고 가정하여, 

재와 미래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과거에 축 한 자산에 의해서도 가계의 소비가 

결정된다고 하 다. 생애주기가설에서도 항상소득가설과 같이 소비를 설명하는 소

득으로 총기 소득을 사용하는데, 항상소득가설과는 달리 개인의 상되는 총기

소득의 재가치를 잔여 생애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소비한다고 본다. 한 이 가설

은 항상소득가설이 자산을 불분명하게 항상소득에 포함시키고, 실제로 이용하기 곤

란한 항상소득이나 임시소득의 개념으로 이론을 개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자산을 소비( 축)함수의 설명변수로 명확히 투입하 다. 이 가설에 의한 가계의 소

비( 축)함수는 다음과 같다. 

     C(S) = c(A, Y; TP)       ․․․․․․․․․․․․․ (2-1)

       단, C(S) : 가계소비(가계 축)

          A : 가계의 보유자산

          Y : 비자산소득

   TP: 소비자의 시간선호

즉 가계의 최  축액은 가계가 지니고 있는 부와 재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M&B와 A&M의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소비자가 합리 으로 효용을 극 화하는 

완 한 의사결정을 하며, 이미 생애소득이 계산되어 연 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선

택의 여지없이 재 주어진 연  가치만 사용하면 된다(the first best rule)고 가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상의 규칙은 실 으로 소비자들이 공존하면서도 상

호 일 되지 않는 두개의 선호체계(the planner: 이성 인 면, the doer : 감성 인 

면)를 지니고 있고, 미래기 소득의 재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추상 인 개념으로 실제로 소비자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두 동류의 

선호체계로 인해 내 갈등( : 재소비와 미래소비 간의 결정)을 하게 되며 이러한 

최 을 찾지 못하므로 결국 차선책을 선택하게 된다(Shefrin & Thaler, 1988). 

Shefrin & Thaler는 이러한 에 착안하여 경제학에서는 간과된 3개의 요한 행동

학  특성인 제(self-control),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framing을 생애주기가

설에 포함시켜야 소비자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 다.  행동학  생애주

기가설에서는 소비자란 재소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소비를 해서는 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를 하기 해서는 유혹을 이겨내기 한 의지노력 즉 심리비

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계가 지닌 부는 얼마나 쉽게 화하여 재소비지출에 

이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 재소득계정, 자산소득계정, 미래소득계정이라는 3개의 

심리계정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가계는 서로 다른 심리계정에 그들의 부를 다양하

게 배분하며 이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쉽게 쓰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각

기 다른 형태의 소득 혹은 자산은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지니게 되어 동일한 화폐량

이라도 어떤 형태로 유입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은 달라지게 된다. 심리계정



은 Kahneman & Tversky(1984)에 의해 소비자의 의사결정패턴에 해 제안된 것으

로 Shefrin & Thaler는 심리계정을 3개로 나 었으나 연구자에 따라 달리 나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소비와 축의 불가분성에 비추어볼 때 어떤 형태로 소득이 유

입되느냐에 따라 가계의 축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Xiao & 

Olson(1993)은 Shefrin & Thaler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심리계정을 축행동에 용

한 바 있다.

  Shefrin & Thaler의 행동학  생애주기가설에 의한 가계의 소비함수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 식(3-2)와 같다. 이때 각 심리계정의 한계소비성향의 크기는 재소득

계정(I) 〉 재자산계정(A) 〉미래소득계정(F)이며, 심리비용의 크기는 미래소득계정

(F) 〉 재자산계정(A) 〉 재소득계정(I)이다.

    C = c(I, A, F; TP)       ․․․․․․․․․․․․․ (3-2)

       단, C : 가계소비

          I : 가계의 재소득

          A : 가계의 재자산

          F : 가계의 미래소득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가설에 행동학 생애주기가설의 심리계정의 개념을 도입하

여 재소득계정을 근로소득(LI)과 재산소득(WI), 이 소득(TI)  기타소득(MI)으로 

나 고 이를 식 (3-1)에 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 인 모형을 도출하 다.

  S = s(LI, WI, TI, MI, A; TP)    ․․․․․․․․․․․․․ (3-3)

즉 가계의 축의사결정은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유형별 

소득에 한 축의 반응도(소득탄력성)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εS,LI > εS,WI > εS,TI ≃ εS,MI ≃0

2) 험감수도(Risk Tolerance)와 자산배분 략

투자 안의 선택은 기본 으로 험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험을 회피하고 안정 인 수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계의 험감

수도(Risk Tolerance)는 험에 한 태도로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심리 인 특성

으로 가계의 자산배분 략과 한 련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험감수

성에 측정을 한 결정요인의 규명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성지미∙안주엽, 

2007; Grable & Joo, 1999; Grable & Lytton, 1998; Hallahan, Faff & McKenzie, 



2004; Hanna & Sung, 1997; Roszkowski & Grable, 2005; Sung & Hanna, 1996; 

Yao, Hanna & Lindamood, 2004) 자산선택과의 연 성에 한 연구는 주로 험자

산의 선택행동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추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류성희∙김성

우, 1997; 정운 ∙김경자,2004;정은주∙문숙재, 1992; Hariharan, Chapman, & 

Domian, 2000). 가계의 험에 한 태도와 자산배분 략간의 계에 한 연구결

과들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계가 보유하는 험자산의 보유율에 향을 

미치지만(정은주∙문숙재, 1992) 험감수 성향과 주식투자 행동 사이에는 유의한 

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류성희∙김성우, 1997) 있다. 비록 부분 이지만 험감

수성과 험자산(투자자산)의 선택간에는 련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반면 무 험

자산의 선택 즉 축의사결정에 미치는 험감수도의 효과에 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험감수도와 축의사결정간의 계

를 규명해보고자 험감수도를 이론 인 모형에 포함하 다.

3.  연구자료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 조사⌟의 7차년도 조사(2004년) 자료를 활용하 다. 

⌜한국노동패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국을 상으로 층화추출한 5,000개의 

가구표본과 이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상으로 1998년 조사를 실시 한 이래 

매년 동일한 가구표본과 개인표본을 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재 2006년까지 모

두 9차 조사가 완료 되었으며 가용한 가장 최근 자료는 8차년도(2005년) 자료이나 

본 분석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인 험감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7차년도 조사에만 

포함되어 있어 본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 본 연구의 단 는 가계로서 가구표본 

 결측치와 극단치 등 본 연구에 부 합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162가구의 자료를 

본 분석에 사용하 다.. 

2) 실증분석모형

 이론 인 모형에서는 축에 한 수요( 축의사결정)가 가계의 자산과 계정별 가

계소득, 험감수도, 이자율  소비자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 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각 가계가 이용하는 축수단별 이자율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

었다. 이자율의 경우 가계의 개별 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공 자에 의해 일방 으로 균일 으로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모형에서 제외시켰다.  

축수요에 한 소비자의 시간선호는 각기 다르지만 선호는 직  측할 수 없으

므로 선호와 련이 있는 몇몇 측정 가능한 변수를 통해 선호가 축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 기 하여 소비자의 시간선호는 가계의 축목

표,  자가소유여부  생애주기상의 단계, 가구주의 교육수 , 혼인상태, 성별, 취업

상태  부채보유여부와 과소비여부와 련이 있다고 가정하 다.



그러므로 분석 모형은 다음 식(3.1)과 같이 수정되었다.

Si1&2 = A0 + AwWi + Azj∑Zij + BrtRTi + Cdk∑Dik +εi          (3.1)

여기서  Wi 는 i번째 가계의 자산수 , ∑Zij 는  i번째 가계의 j번째 소득유형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 소득, 기타소득이다. RTi 는 i번째 가계의 험감수도,  Dikt

는 가계의 축목표,  자가소유여부  생애주기상의 단계, 가구주의 교육수 , 혼

인상태, 성별, 취업상태  부채보유여부와 과소비여부이다.  Si1&2는 축의사결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을 할 것인가와 말 것인가 만약 한다면 얼마

를 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Si1 축여부이며 Si2은 축액을 의미한

다.  험감수도는 각기 다른 즉석복권의 당첨확률과 보상을 제시하는 5개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한 성지미와 안주엽(2007)의 험감수지표를 계산하여 (range 

0~2) 3집단( 험회피자, 험 립자, 험감수자)으로 구분하 으며 다른 집단을 기

으로 하여 험회피자의 축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각 축수단별 축의사결정에 한 분석모형 한 의 축에 한 수요모형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축수단 간의 수요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 으며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Til3&4 = a0 + awWi + azj∑Zij + brtRTi + cdk∑Dik + dil∑Cil + μi          (3.2)

여기서 l은 ∙ , 개인연 , 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이다.  따라서 Cil은 각각

의 축유형별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Til3&4은 축 의사결정의 3단계와 4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l이라고 하는 축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와 선택한다면 

축액  얼마를 해당 축수단을 이용하여 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Til3 은 각 축수단에 한 축여부이며 Til4 은 각 축수단에 한 축액이 총 

축에서 차지하는 비 이다.

   가계의 축행동은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의 양이 희구수 에 

미치지 못할 경우 희구 수 으로의 조정을 의미한다. 한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특정 

자산 보유량의 변화( 축)는 그 기간의 시 에서의 희구량과 실제 보유량 간의 차이 

 일부분이다. 단순재고모형(Stock Adjustment Mechanism)을 확장하여 Brainard 

& Tobin(1968)은 다변량 재고조정 모형을 제안하 으며 Mishkin (1976)과 

Choe(1992)는 이를 부채수요에 용한 바 있다.  Mishkin(1976)에 따르면 기본 으

로 자산과 신용은 상호 보완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자산 구입에 할당

하는 소득의 량이 많을수록 기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어들며 결국 총부채액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 자산을 증식하기 해 부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를 들면, 주택구입 시 담보신용을 이용하거나 내구재 구매 시 할부신용을 이용

하는 경우) 포트폴리오내의 자산과 신용에 한 수요는 상호 보완 이라 할 수 있

겠다. Choe(1992)는 가계의 신용수요에 한 연구에서 가계포트폴리오 내의 다양한 

형태의 신용에 한 수요는 자산뿐 만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신용수요에 의해 

향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 하여 서로 다른 축수단에 

한 수요도 상호 연계성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본 실증분석 모형에 

용하 다. 

3) 분석 방법: Tobit 모형의 2단계추정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진 연립의사결정모형으로 연립방정식

(simultaneous equations)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회귀식이 

동일한 설명변수를 포함하 을 경우 각 회귀식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여도 BLUE 

(th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를 구할 수 있다(Kmenta, 1986). 본 연구의 의

사결정의 특성상 표본가계의 상당수가 축을 하지 않아 종속변수의 값이 0에 편

된 censored sample로 Tobit 모형을 용하면 식(3.1)과 (3.2)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Si1&2 = A0 + AwWi + Azj∑Zij + BrtRTi + Cdk∑Dik +εi  Si1&2 > 0 인 경우

Si1&2t = 0                                           Si1&2 = 0 인 경우     (3.3)

Til3&4 = a0 + awWi + azj∑Zij + brtRTi + cdk∑Dik + dil∑Cil + μi     Til3&4> 0경우   

Til3&4 = 0                                         Til3&4 = 0 경우         (3.4)

 

Tobit 모형의 2단계 추정법을 활용하면 먼  각 가계의 축에 한 의사결정(즉, 

축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이분선택)을 probit을 이용하여 추정한 다음 

여기에서 얻어진 Mills ratio(φi/Φi)를 추가설명변수로 하여 모든 표본을 포함시킨 식

(3.5)와 (3.6)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게 된다.

Sijt= A0 + AwWi + Azj∑Zij + BrtRTi + Cdk∑Dik + σ φi/Φi + υi            (3.5)

Til3&4 = a0 + awWi + azj∑Zij + brtRTi + cdk∑Dik + dil∑Cil +δφi/Φi + ηi     (3.6)

 

실증분석모형 (3.5)와 (3.6)에서 가계의 자산은 다 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총자산에

서 차지하는 융자산 비 으로 체하여 사용하 으며 소득변수와 함께 양 수선

형을 가정하여 분석하 다.

변수의 정의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가계의 특성 구분 빈도 %

험감수도

험감수자(0~0.50) 3,587 86.2

험 립자(0.51~1.50)  366  8.8

험회피자(1.51~2.0)  209  5.0

성별
남성 3,375 81.1

여성  787 18.9

생애주기

가족형성기(34세 이하)  523 12.6

가족확 기(35세 이상~54세 이하) 2,070 49.7

가족축소기(55세 이상~64세 이하 )  762 18.3

은퇴기(65세 이상 )  807 19.4

평균연령(세) 50.75(세)

직업

정규직 임 근로자 1,426 34.3

비정규직 임 근로자  494 11.9

자 업자 1,107 26.6

무직 1,135 27.3

교육수

졸 이하 1,508 36.2

고등학교졸업 이하 1,492 35.8

문 재학 이상 1,162 27.9

혼인상태

미혼  270 6.5

기혼 유배우자 3,081 74.0

기혼 무배우자  811 19.5

자녀유무
자녀 있음 2,252 54.1

자녀 없음 1,910 45.9

자가보유여부
자가 잇음 2,553 61.3

자가 없음 1,609 38.7

과소비여부
과소비(소비지출/소득>1) 1,020 24.5

과소비안함(소비지출/소득<1) 3,142 75.5

재무목표

비목  1622 39.0

자산증식목    618 14.8

기타  455 10.9

재무목표 없음( 축안함) 1,467 35.2

평균 액(만원)

소득

근로소득 2,470.32

재산소득 190.46

이 소득 152.01

기타소득 84.12

연간총소득 2,896.90

자산

융자산 1,660.16

실물자산(소유부동산시가) 12,702.38

총자산 15,794.24

총부채 2,629.87

순자산 13,056.26

(표 3-1) 표본가계의 일반 인 특성                                    (N= 4162)



4. 결과  해석

1) 가계의 축행태

  분석결과 표본가계   65.4%가 축을 하고 있으며 체 가계가 평균 으로 월 

42만8400원(월소득의 17.7%)을 축하고 있다. 주로 하는 축형태는 보장성보험으

로 체 가계의 반을 약간 넘는 가계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며  체가

계의 1/3정도는 ∙ 을 가입하고 있었다. 물론 보장성보험이 가장 많은 가계가 

가입하고 잇는 축수단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체가계의 반정도는 가계 험에 

한 비가 없는 실정이다.

  개인연 이나 축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구주는 극히 소수로 개인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체가계의 11.2%만이 개인연 을 가입하고 있으며 

축성보험은 체가계의 8.1%가 가입을 하고 있었다.  

(표 4-1) 가계 축행태의 일반 인 경향

축행태 빈도(%) 축행태 평균(표 편차)

축여부 

   축함

   축안함

2722(65.4)

1440(34.6)

월평균 축액(만원)

축자 월평균 축액(만원)

42.84 (60.69)

65.50

∙  가입여부

   가입함

   가입안함

1436(34.5)

2726(65.5)

월평균 ∙ 액(만원)

가입자월평균불입액(만원)

∙  비 (%)

23.23(77.23)

67.33

23.09(34.95)

개인연  가입여부

   가입함

   가입안함

466(11.2)

3696(88.8)

월평균 개인연 불입액(만원)

가입자월평균불입액(만원)

개인연  비 (%)

2.48(11.76)

22.14

3.72(13.65)

보장성보험 가입여부

   가입함

   가입안함.

2374(57.0)

1788(43.0)

월평균 축성보험불입액(만원)

가입자월평균불입액(만원)

축성보험 비 (%)

1.84(9.63)

23.44

2.79(12.43)

축성보험 가입여부

   가입함

   가입안함

337(8.1)

3825(91.9)

월평균 보장성보험불입액(만원)

가입자월평균불입액(만원)

보장성보험 비 (%)

13.37(19.06)

22.72

34.16(40.13)

  축수단별 축액은 ∙ 이 가장 많아 월평균 23만2300원을 축하며 축

성보험에 13만3700원을 그리고 개인연 에는 월평균 2만4800원을 납입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가계는 많지만 월납입액은 축수단  가장 

어 18400원을 평균 으로 납입하고 있다. 축을 하고 있는 가계의 평균 축액은 

65만5000원으로 월소득의 27.1%에 해당하며 각 축수단별 축액은 다음(표 4-1)과 

같다. 개인연 가입자들은 월평균 22만여원을 연 축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2004



년 당시의 소득공제한도(년간240만원 한도)내에서 연 을 불입하는 가계가 연 불입

가계의 71.5%에 해당해 개인연 가입자들의 다수는 소득공제혜택을 고려해서 개

인연 을 가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 축가입자의 축수단 별 가입유형을 살펴보면 모두 15가지로 구분된다. 

체 가계의 45.9%는 한 종류의 축을 하고 있으며 40.2%는 두 가지 그리고 12.8%

는 세 종류의 축수단을 활용하며 1.1% 에 해당하는 가계가 네 종류의 축을 모

두 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보장성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로 체의 23%가 

이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 과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로 체가계의 

19.3%이다.  즉 우리 나라 가계는 하나 혹은 두 종류의 축수단을 활용하며 보장

성보험에 가입하거나 ∙ 과 보장성보험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표 인 

융 축포트폴리오이다.

(표 4-2) 축수단별 가입유형

가입유형 빈도(%) 가입유형 빈도(%)

1 ∙  만 230(5.5) 8 개인연  + 축성보험 3(0.1)

2 개인연  만 28(0.7) 9 개인연  + 보장성보험 141(3.4)

3 축성보험 만 34(0.8) 10 축성보험 + 보장성보험 82(2.0)

4 보장성보험 만 957(23.0) 두 종류 가입 1094(40.2)

한 종류만 가입 1249(45.9) 11 ∙ +개인연 + 축성보험 4(0.1)

5 ∙  + 개인연 16(0.4) 12 ∙ +개인연 +보장성보험 199(4.8)

6 ∙  + 축성보험 22(0.5) 13 ∙ + 축성보험+보장성보험 117(2.8)

7 ∙  + 보장성보험 803(19.3) 14 개인연 + 축성보험+보장성보험 30(0.7)

세 종류 가입 300(12.8)

15 ∙ +개인연 + 축성보험+보장성보험                              45(1.1)

2) 가계의 축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교

① 소득계정과 가계의 축결정

각 유형별 소득이 가계 축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은 각기 달리 나타났다. 근로

소득은 축여부와 축액 그리고 ∙ , 개인연 과 보장성보험의 가입여부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축성보험의 선택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축할 가능성도 높고 축액도 높아 근로소득이 1%상승

할 때 가계의 축은 0.16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 경우 축의 

소득탄력성이 1.090으로 소득의 증가 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근로소득이 1% 증

가할 때 ∙ 의 비 은 소득 증가율을 과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해 보정성보험에 한 수요는 근로소득의 증가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열등재 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자산  융자산의 비 이 높을수록 축액이 증가하며 각 유형별 축가능성



이 증가하 다. 유형별 축액에서는 융자산의 비 이 높을수록 ∙ 의 비

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험감수도와 가계의 축결정

험감수도가 축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은 보험가입의사결정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험회피자들이 험감수자나 험 립

자에 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축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

았다.  

③ 축수단별 축결정의 상호연 성

  ∙ 을 가입하는 경우 개인연 이나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이 크며 개

인연 가입자는 모든 다른 종류의 축수단에 축할 가능성이 높다. 보장성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나 개인연 을 가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보장성보험의 가입

과 축성보험의 가입은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유형의 축수단의 이용은 서로 보완 이나 각 유형에 한 축액은 

경쟁 인 계를 지니고 있다. 즉 축총액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축수

단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축수단에 할당한 축액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

나 한 종류의 축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축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개인연 의 경우 다른 축수단을 모두 활용한 후에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결과를 통해 다양한 축수단에 한 축의사결정의 순 를 짐작해보

면 우리나라 가계는 ∙ 이나 보장성보험에 일단 가입한 후에 개인연 이나 

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④ 가계의 시간선호와 축결정 

  재무목표에 따라 축의사결정이 달리 나타나는데 재무목표가 "불의의 사고  

질병에 비", "노후생활 비" 등의 비목 인 가계( 비  동기)는 다른 재무목표

를 지닌 가계에 비해 축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연 과 보장성보험  

축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가계에 비해 축액이 더 

으며 ∙ 에 가입할 가능성도 낮고 가입 액의 비 도 낮았다. 즉 재무목표

가 비목 인 경우 ∙ 을 선택할 가능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  

재무목표가 "주택마련", "자동차, 가구, 가 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 "사업자  마련

" 등의 자산증식이 목 인 경우(투기  동기)가 다른 재무목표를 가진  가계에 비해 

축을 할 가능성이 크며 모든 종류의 축에 가입할 가능성이 컸다. 한 다른 재

무목표를 가진 가계에 비해 축을 더 많이 하고 특히 ∙ 에 더 많은 축을 

할당하지만 다른 재무목표를 지닌 가계에 비해 보장성보험에는 더 은 몫을 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축의사결정에서 차이를 보 다. 가족형성기의 가계



는 다른 생애주기의 가계에 비해 ∙ 이나 축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며 

가족축소기와 은퇴기의 가계가 다른 생애주기의 가계에 비해 축할 가능성이 낮고 

축액 한 다. 이들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도 낮았으나 은퇴기 가계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월납입액의 비 은 다른 생애주기의 가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기의 가계는 다른 가계에 비해 개인연 에 가입할 가

능성도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재무설계시 생애주기의 반에는 좀더 높은 

수익을 실 하기 해 극 인 투자자세가 필요하지만 본 분석결과 오히려 은 

가계가 ∙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계의 축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축을 할것인

가의 결정에서만 성차가 나타나 여성가구주 보다 남성가구주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축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보장성보험과 축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축의사결정

의 차이를 보면 정규직에 종사하는 임 근로자가 다른 직업유형의 가계에 비해 

축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종

에 비해 무직자는 축가능성이 낮으며 비정규직 임 근로자의 축액이 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상의 학력에서만 차이를 보여 다른 집단에 비

해 이들의 축가능성과 축액이 더 높으며 이들은 특히 ∙ 과 보장성 보험

에 가입할 가능성이 컸다. 보장성에 가입할 가능성은 졸이상의 집단도 높게 나타

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축의사결정의 차이를 보면 기혼이면서 이혼이나 별거나 

사별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가계의 축가능성이 히 낮으며 미혼과 기혼 

무배우자가계의 축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유배우자가계에 비해 미혼이

나 기혼 무배우자가계의 보장성보험과 축성보험 가입 가능성이 낮았다. 자녀가 

없는 가계에 비해 자녀가 있는 가계의 축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개인연 과 보

장성  축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 가입 의사결정에는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자녀가 있는 가계의  ∙ 가입액 비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축할 가

능성고 높고  축도 많이 한다. 특히 ∙ 을 가입할 가능성과 가입비 도 

높았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가능성은 자가를 보유한 가계가 더 컸으나 

가입비 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축액이 유의하게 낮으며 특히 ∙ 을 가입할 가능성

과 가입비 이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경

우 축할 가능성과 축액이 과소비를 하지 않는 가계에 비해 작으며 특히 ∙

을 가입할 가능성과 가입비 이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보장성보험과 축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도 낮았다. 



(표 4-3) 가계의 축의사결정 단계별 결정요인 요약표

1단계

( 축

여부)

2단계

( 축

액)

3단계(가입여부) 4단계(가입액비 )

연 보장성 축성 연 보장성 축성

험감수도

  =1 험회피자 + -

근로소득 +++ +++ +++ +++ +++ +++ --

재산소득 + +++ +++ +++ + ---

이 소득 + +

기타소득

융자산 비 +++ +++ + + +++ +

·  보유 여부 ++ +++ ---

개인연  가입 여부 + + ++ --- ---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 +++ ---

축성 보험 가입 여부 ++ --- ---

부채유무(없음)

  1= 부채 있음 --- --- ---

성별(여성)

  1= 남성 + + +

생애주기(가족확 기)

  1= 가족형성기 + ++

  1= 가족축소기 --- -- ---

  1= 은퇴기 - --- -- --- +

직업(자 업)

  =1 정규직 임 근로자 +++ ++

  =1 비정규직 임 근로자 ---

  =1 무직 -

교육수 (종졸이하)

  =1 고등학교졸업 이하 + +

  =1 문 학이상 ++ +++ +++ +

혼인상태(기혼 유배우)

  =1 미혼 - -- -

  =1 기혼 무배우자 --- -- -- --

자녀유무(무자녀)

  =1 자녀 있음 +++ ++ +++ +++ ---

자가보유여부(비자가)

  =1 자가  +++ +++ +++ +++ +++ +++ ---

과소비여부

  =1 과소비 --- --- --- -- - -

재무목표

  =1 비목 +++ --- --- +++ +++ + ---

  =2 자산증식목 +++ +++ +++ ++ +++ + ++ ---

주) (+)와 (-)는 각각 계의 방향을 나타내며 개수는 유의수 을 나타냄.

    (*** p< 0.001; ** p< 0.01; * p< 0.05)



5. 결론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가계의 재정복지의 극 화를 해 필

요한 재무설계에 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도출하 다.

  먼  체가계의 1/3정도에 해당하는 축을 하지 않는 가계에 해 축을 유인

할 수 있는 교육 인 노력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

난 과소비로 인해 축을 하지 못하는 가계에 해서는 지출을 통제하는 훈련인 

산생활이 필수 이다. 가계수지상태의 분석을 통해 과도하고 부 한 지출처를 

악하고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조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인 

소득부족으로 인해 축을 할 수 없는 소득 계층의 경우 이들에 한 정부지원의 

일부분을 재소비가 아닌 미래를 한 강제 축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축

기제를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직도 체가계의 반정도는 가계 험에 한 비가 필요한 실정이

며 은퇴 비가 부족하다는 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 에 한 가계의 선호

는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많을수록 보장성보험액의 비

이 어드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가계가 보유한 자산을 통

해 험 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험에 한 인

식이 필요하며 가계의 다양한 재무목표  지속 이고 장기 인 재무목표라고 할 

수 있는 가계 험 비와 노후 비에 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한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한다. 

  가계소득계정에 따라 축성향이 달리 나타났으나 기타소득의 경우 축의사결정

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수의 가계가 기타소득을 모두 소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축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험감수도는 보험가입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지만 보험의 성격에 따라 그 방향

이 다르게 나타남을 주지하고 재무설계시 이를 고려하여 설계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축수단에 한 축의사결정의 상호연계성을 통해 볼 때 

어떤 형태의 축수단이든지 가계의 축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단 축을 

시작하는 경우 다른 안들에 한 근에 더욱 허용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자산증식의 재무목표 즉 투기  축동기를 가진 가계가 다양한 축 안을 활

용하여 축을 하고 있으며 축액 한 많은 것을 통해 볼때 투기 동기와 생애주

기 단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좀 더 극 인 투자 안의 선택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시간의 제약으로 모형의 정교화나 해석  제언도출에서 심도 깊은 논의

를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향후 토론의견들을 수렴해서 

모형의 정교화와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제언들을 도출하여 장 용 방안을 모

색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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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축여부  축액 결정요인

marginal

effects
coefficient

Standard 

Error
b/St.Er.

상수 2.212
*** .167 13.173

험감수도

  =1 험회피자 -.053 .048 -1.091

근로소득(log) .011
*** .169 *** .013 12.832

재산소득(log) .093
*** .008 11.176

이 소득(log) -.003 .008 -.386

기타소득(log) .002 .013 .137

융자산비 .001
*** .003 *** .001 5.532

부채유무(없음)

  =1 부채있음 -.175
*** .037 -4.733

성별(여성)

  1= 남성 .023
* .070 .072 .962

생애주기(가족확 기)

  1= 가족형성기 .015 .058 .255

  1= 가족축소기 -.058*** -.175 ** .056 -3.119

  1= 은퇴기 -.036* -.331 *** .051 -4.078

직업(자 업)

  =1 정규직 임 근로자 .025
*** .006 .044 .137

  =1 비정규직 임 근로자 -.221
*** .062 -3.534

  =1 무직 -.029* -.036 .061 -.577

교육수 ( 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졸업 이하 .095
* .048 1.976

  =1 문 재학 이상 .025** .336 *** .053 6.355

혼인상태(기혼 유배우자)

  =1 미혼 -.183
* .088 -2.085

  =1 기혼 무배우자 -.069*** -.208 ** .078 -2.694

자녀유무(자녀없음)

  =1 자녀 있음 .085
*** .054 .049 1.094

자가보유여부(자가없음)

  =1 자가 보유 .071
*** .389 *** .047 8.184

과소비여부(과소비안함)

  =1 과소비 -.055
*** -.417 *** .051 -8.202

재무목표(기타)

  =1 비목 .569*** -.448 *** .085 -5.260

  =1 자산증식목 .111*** .347 *** .089 3.887

LAMBDA -.041 .096 -.427

(correct prediction(%) 

Adjusted R2
(93.296) 0.358

(Chi-square) F-Value (4132.29)*** 64.33 ***

* p< .0   ** p< .01   ***p< .001



(부표 2) ·  보유여부  보유액 결정요인

marginal

effects
coefficient

Standard 

Error
b/St.Er.

상수 -.735 *** 71.145 *** 10.650 6.680 

험감수도

  =1 험회피자 -.028 1.385 1.457 0.951 

근로소득(log) .038 *** 0.862 0.550 1.566 

재산소득(log) .029 *** 1.090 *** 0.304 3.584 

이 소득(log) .003 0.184 0.251 0.734 

기타소득(log) -.003 0.036 0.400 0.091 

융자산비 .002 *** 0.053 * 0.024 2.203 

·  보유 여부  

개인연  가입 여부 .051 * -8.055 *** 1.469 -5.483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226 *** -24.045 *** 2.242 -10.724 

축성 보험 가입 여부 .007 -11.025 *** 1.611 -6.845 

부채유무(없음)

  =1 부채있음 -.083 *** -5.644 *** 1.275 -4.428 

성별(여성)

  1= 남성 .032 -2.936 2.117 -1.387 

생애주기(가족확 기)

  1= 가족형성기 .069 * 3.128 1.688 1.852 

  1= 가족축소기 -.027 1.418 1.790 0.792 

  1= 은퇴기 -.026 -2.089 2.607 -0.802 

직업(자 업)

  =1 정규직 임 근로자 .063 ** 2.712 1.421 1.908 

  =1 비정규직 임 근로자 -.004 1.225 2.050 0.597 

  =1 무직 -.050 -1.684 1.965 -0.857 

교육수 ( 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졸업 이하 .004 -4.145 ** 1.580 -2.624 

  =1 문 재학 이상 .101 *** -0.248 1.813 -0.137 

혼인상태(기혼 유배우자)

  =1 미혼 -.068 4.288 2.493 1.720 

  =1 기혼 무배우자 -.051 1.662 2.408 0.690 

자녀유무(자녀없음)

  =1 자녀 있음 -.008 -5.331 *** 1.546 -3.448 

자가보유여부(자가없음)

  =1 자가 보유 .170 *** 7.301 *** 2.080 3.509 

과소비여부(과소비안함)

  =1 과소비 -.145 *** -5.795 * 2.432 -2.382 

재무목표(기타)

  =1 비목 -.093 *** -5.770 *** 1.624 -3.553 

  =1 자산증식목 .532 *** 8.323 * 3.372 2.468 

LAMBDA 10.546 * 4.472 2.358 

(correct prediction(%))

Adjusted R
2 (81.571) .372

(Chi-square) F-Value (1921.07) *** 32.45 ***

* p< .0   ** p< .01   ***p< .001



(부표 3) 개인연  보유여부  보유액 결정요인

marginal

effects
coefficient

Standard 

Error
b/St.Er.

상수 -.347 *** -330.621 639.276 -0.517 

험감수도

  =1 험회피자 -.016 -10.265 23.321 -0.440 

근로소득(log) .015 *** 13.423 22.589 0.594 

재산소득(log) .006 *** 5.006 8.173 0.613 

이 소득(log) .004 * 3.497 5.370 0.651 

기타소득(log) -.003 -2.149 4.762 -0.451 

융자산비 .000 * 0.189 0.379 0.499 

·  보유 여부 .024 ** -4.682 33.315 -0.141 

개인연  가입 여부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037 *** 3.729 57.118 0.065 

축성 보험 가입 여부 .038 ** 16.780 43.853 0.383 

부채유무(없음)

  =1 부채있음 .010 10.437 15.947 0.654 

성별(여성)

  1= 남성 .015 13.465 25.743 0.523 

생애주기(가족확 기)

  1= 가족형성기 -.012 -8.481 21.255 -0.399 

  1= 가족축소기 -.016 -5.434 27.456 -0.198 

  1= 은퇴기 -.043 ** -42.466 80.134 -0.530 

직업(자 업)

  =1 정규직 임 근로자 -.007 -4.040 14.026 -0.288 

  =1 비정규직 임 근로자 -.021 -20.511 36.450 -0.563 

  =1 무직 -.001 -5.874 14.780 -0.397 

교육수 ( 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졸업 이하 .001 0.422 11.500 0.037 

  =1 문 재학 이상 .013 8.846 20.271 0.436 

혼인상태(기혼 유배우자)

  =1 미혼 .014 18.463 27.421 0.673 

  =1 기혼 무배우자 -.009 -10.461 23.413 -0.447 

자녀유무(자녀없음)

  =1 자녀 있음 .029 ** 27.707 42.681 0.649 

자가보유여부(자가없음)

  =1 자가 보유 .003 -0.914 11.366 -0.080 

과소비여부(과소비안함)

  =1 과소비 -.016 -11.019 27.773 -0.397 

재무목표(기타)

  =1 비목 .059 *** 47.065 75.252 0.625 

  =1 자산증식목 .038 ** 22.215 46.636 0.476 

LAMBDA 129.920 198.677 0.654 

(correct prediction(%))

Adjusted R
2 (88.731) .565

(Chi-square) F-Value (501.43) *** 23.33 ***

* p< .0   ** p< .01   ***p< .001



(부표 4) 보장성보험 보유여부  보유액 결정요인

marginal

effects
coefficient

Standard 

Error
b/St.Er.

상수 -.775 *** 103.398 *** 6.032 17.142 

험감수도

  =1 험회피자 .076 * -0.089 1.078 -0.082 

근로소득(log) .023 *** -0.911 ** 0.307 -2.966 

재산소득(log) -.005 -0.711 *** 0.189 -3.766 

이 소득(log) -.003 -0.341 0.179 -1.907 

기타소득(log) -.010 0.440 0.279 1.576 

융자산비 .007 * -0.017 0.013 -1.296 

·  보유 여부 .236 *** -48.756 *** 1.126 -43.293 

개인연  가입 여부 .081 * -23.052 *** 1.043 -22.094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축성 보험 가입 여부 .003 -19.326 *** 1.225 -15.775 

부채유무(없음)

  =1 부채있음 -.004 1.431 0.807 1.774 

성별(여성)

  1= 남성 .092 * 0.022 1.664 0.013 

생애주기(가족확 기)

  1= 가족형성기 -.025 -0.941 1.261 -0.746 

  1= 가족축소기 -.141 *** -0.785 1.270 -0.618 

  1= 은퇴기 -.299 *** 4.186 2.167 1.932 

직업(자 업)

  =1 정규직 임 근로자 .055 -0.907 0.951 -0.953 

  =1 비정규직 임 근로자 -.031 1.008 1.371 0.736 

  =1 무직 .011 2.815 * 1.379 2.041 

교육수 ( 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졸업 이하 .063 * 1.345 1.074 1.252 

  =1 문 재학 이상 .082 * -1.115 1.181 -0.945 

혼인상태(기혼 유배우자)

  =1 미혼 -.166 ** -3.385 2.121 -1.596 

  =1 기혼 무배우자 -.133 ** 0.090 1.796 0.050 

자녀유무(자녀없음)

  =1 자녀 있음 .212 *** 1.994 1.212 1.645 

자가보유여부(자가없음)

  =1 자가 보유 .114 *** -3.494 ** 1.067 -3.275 

과소비여부(과소비안함)

  =1 과소비 -.078 ** 1.773 1.126 1.576 

재무목표(기타)

  =1 비목 .701 *** -0.725 3.166 -0.229 

  =1 자산증식목 .375 *** -9.215 *** 2.299 -4.007 

LAMBDA -9.246 ** 3.552 -2.603 

(correct prediction(%))

Adjusted R
2 (88.659) .743

(Chi-square) F-Value (3099.29) *** 255.69 ***

* p< .0   ** p< .01   ***p< .001



(부표 5) 축성보험 보유여부  보유액 결정요인

marginal

effects
coefficient

Standard 

Error
b/St.Er.

상수 -.280
*** 213.393 292.972 0.728 

험감수도

  =1 험회피자 -.020 * 2.371 14.646 0.162 

근로소득(log) .004 -1.902 3.666 -0.519 

재산소득(log) .003
* -1.298 2.891 -0.449 

이 소득(log) .001 -0.624 0.940 -0.664 

기타소득(log) .000 -1.572 1.064 -1.478 

융자산비 .001
*** -0.117 0.463 -0.251 

·  보유 여부 .010 -35.835 *** 8.284 -4.326 

개인연  가입 여부 .027 ** -19.346 17.936 -1.079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011 -35.762 *** 9.877 -3.621 

축성 보험 가입 여부

부채유무(없음)

  =1 부채있음 .001 1.391 3.316 0.419 

성별(여성)

  1= 남성 .032
* -19.314 23.420 -0.825 

생애주기(가족확 기)

  1= 가족형성기 .035 ** -5.928 22.682 -0.261 

  1= 가족축소기 .004 1.563 6.199 0.252 

  1= 은퇴기 .015 4.564 12.914 0.353 

직업(자 업)

  =1 정규직 임 근로자 .016 -3.248 12.959 -0.251 

  =1 비정규직 임 근로자 .011 0.203 9.770 0.021 

  =1 무직 -.003 1.997 6.551 0.305 

교육수 ( 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졸업 이하 .013 -6.332 10.682 -0.593 

  =1 문 재학 이상 .012 -5.371 10.656 -0.504 

혼인상태(기혼 유배우자)

  =1 미혼 -.034
* 14.589 38.077 0.383 

  =1 기혼 무배우자 -.036
** 19.946 36.076 0.553 

자녀유무(자녀없음)

  =1 자녀 있음 .047 *** -17.870 38.215 -0.468 

자가보유여부(자가없음)

  =1 자가 보유 .030 *** -8.924 25.488 -0.350 

과소비여부(과소비안함)

  =1 과소비 -.021 * 5.350 18.266 0.293 

재무목표(기타)

  =1 비목 .018 * -9.273 14.160 -0.655 

  =1 자산증식목 .023
* -11.884 16.822 -0.706 

LAMBDA -43.727 100.793 -0.434 

(correct prediction(%))

Adjusted R2 (91.879) .654

(Chi-square) F-Value (313.83)
*** 24.55 ***

* 
p< .0   

** 
p< .01   

***
p<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