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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우리는 모두 불확실성과 험 속에서 하루하루 시시각각 단기 으로 결과가 나
타나거나 평생에 걸쳐 장기 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개인의 험선호가 요한 결정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태조사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험선
호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
패  제7차년도 (2004년 조사)에 포함된 험선호에 한 다섯 개의 설문항을 
이용하여 가구주의 험선호가 가구의 험자산(주식사잔) 선택 는 보유  
보유 비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험자산 선택의 로짓모형과 험자산 보
유비 의 토빗모형의 추정 결과는 하게 험선호를 측정하 을 때 험선호
가 상 로 정 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험을 내포하는 의사결
정에서 험선호가 요한 결정요인이며 이러한 요인을 락한 추정은 변수탈락
의 오류(error of relevant variable omission)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
다. 향후 보다 엄 한 실험경제학  방법으로 개인의 험선호를 측정하는 노력
과 함께 험선호를 다양한 의사결정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주제어: 험선호, 험감수지표, 주식자산

1. 서론

모든 개인과 가구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험(risk) 속에서 시시각각 의사결정

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의사결정주체에 따라 개인이 독립  독자 으로 

내리는 결정이나 배우자 는 가족 구성원의 상호의존  계 속에서 내리는 의사결

정이 있으며, 의사결정이 미치는 효과에 따라 단기 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장기 

는 평생에 걸쳐 효과를 갖는 것 등 다양하다. 학 는 학원을 갈 것인가 바로 

사회로 나갈 것인가, 어떤 여성 는 남성과 결혼을 할 것인가, 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혼을 할 것인가 참으며 살 것인가, 끽연을 할 것인가 연을 할 것인가, 건

강을 해 운동을 할 것인가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할 것인가, 독자 인 사업을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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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되어 일할 것인가, 야간 근무를 할 것인가 친구와 술 한 잔을 할 것인가, 과속

을 할 것인가 속도제한을 지킬 것인가, 주식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등 평생을 좌우하

는 거창한 의사결성에서부터 오늘 녁을 좌우하는 간단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모

든 개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 는 가구의 의사결정이 험 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 지고 있다는 을 고

려하면 그들이 험 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정도가 그러한 의사결정에 요한 결

정요인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개인 는 가구의 의사결정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개인 는 가구의 다양한 특성이나 일자리의 특성을 포함하는 환경요인 만

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을 야기한 가장 요한 요인  하나는 조사

자료 부분이 개인의 험선호(risk preference)에 한 정보를 악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최근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2004년 조사)2)는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  방법을 원용하여 개인이 험을 감수하는 정도( 험감수도, risk 

tolerance measure 는 risk-taking behavior)를 악하기 한 다섯 설문을 구성하

여 험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험감수지표(risk-tolerance indicator)를 구성하고 

이 지표가 가계의 자산선택(portfolio), 특히 주식자산 선택  체 자산  주식자산

이 차지하는 비 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다. 개인(여기서는 가구주)이 험을 감수하

는 성향이 클수록 험도는 높지만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험자산(risky asset, 여기

서는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험감수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고 이론 으로 필수불가결할 때 이러한 

주요 결정요인을 제외한 모형은 주요변수탈락의 오류라는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다음 에서는 자료  표본구축에 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자산에서 주식 선택에 

한 기 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험감수도가 험자산 선택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제3 에서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험감수도가 

자산  험자산이 차지하는 비 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마지막 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2) 한국노동패  제10차년도(2007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 . 험자산 선택

2 .1 자료   표 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 (2004년) 자료를 이용한다. 제7차년도 조사

에 포함된 4,762 가구  가구주 연령이 20세에서 64세 사이이며 자산이 존재하는 한

편 요 변수에 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3,399가구를 표본으로 한다. <표 1>에서 

보듯, 남성가구주가 86.8%를 차지하며 여성가구주는 13.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

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이 40%, 졸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미만은 

26%, 졸과 학원졸은 각각 10%와 4%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를 보면, 35~44세 연령층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45~54세 연령층이 약 3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표본의 주식 보유  주식자산액
(단 : %, 만 원)

주식보유 자산  주식이 차지하는 비

표본 무 유 비 주식자산액 융자산
 비

주거외자산
비

자산 비

체 3,399 3,236 163 4.8  2,691 4,690 47.6 (32.2) 34.8 (31.6) 11.0 (14.8) 

가구주 

 남성 2,950 2,796 154 5.2 2,695 4,770 47.4 (32.3) 34.2 (31.9) 11.0 (15.2) 

  여성 449 440 9 2.0  2,622 3,219 51.5 (31.2) 44.9 (26.3) 10.6 (6.7) 

교육수

  고졸 미만 877 866 11 1.3  2,101 1,936 52.4 (38.6) 26.5 (23.3) 10.8 (9.3) 

  고졸 1,358 1,327 31 2.3  1,795 2,476 52.9 (36.1) 36.5 (35.9) 10.8 (13.8) 

  졸 346 323 23 6.6  1,284 2,092 35.5 (28.0) 33.9 (27.5) 8.7 (9.1) 

  졸 696 611 85 12.2  3,245 5,296 49.4 (31.5) 35.1 (33.2) 11.2 (16.4) 

  학원졸 122 109 13 10.7  4,200 7,958 40.7 (25.2) 37.1 (25.6) 14.2 (18.5) 

연령

  20~25 27 27 0 0.0 

  25~34 677 639 38 5.6  1,042 1,089 45.4 (35.3) 39.8 (36.0) 9.3 (9.6) 

  35~44 1,075 1,008 67 6.2  2,592 3,256 46.1 (28.5) 34.5 (28.9) 13.0 (19.5) 

  45~54 988 953 35 3.5  3,746 5,659 55.9 (33.4) 37.2 (32.7) 10.2 (10.9) 

  55~64 632 609 23 3.6  4,100 8,373 42.9 (35.1) 23.6 (29.3) 9.2 (10.8) 

주: (  )안의 숫자는 표 편차.
자료: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 (2004년) 원자료.



2 .2  기 술 통 계  분 석

한국노동패 에서는 조사시  당시의 자산을 주거자산(입주형태가 자가이면 시가, 

세 는 월세이면 임 보증 )3), ‘거주주택외 부동산’자산4) 5), 그리고 은행 , 주

식/채권/신탁,6) 축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 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돈’, 기타 융자산 등 여섯 종류의 융자산으로 악하고 있다.7) 8)

<표 1>에서 보듯, 자산을 가진 3,399가구  주식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163가구로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9)10), 남성 가구주 가구  주식자산을 보유한 비 은 

다소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  주식자산을 보유한 비 은 2%에 불과한 낮은 수

으로 나타나고, 가구주의 교육수 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식자산 보유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연령 별로 보면, 35~44세 연령층에서 주식자산 보유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연령 가 이보다 낮거나 높으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자산 보유 가구의 평균 액수는 2,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융자산 

비 48%, 주거외자산 비 35%, 자산 비 11%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주식자산액

이나 자산  차지하는 비 은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구 간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교육수 별로 평균 주식자산액을 보면, 졸과 고졸에서 

1,300만 원과 1,800만원으로 낮은 수 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졸과 학원졸 고학력

에서는 3천 만 원과 4천 만 원을 상회하고 고졸미만 학력에서는 2천 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 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식자산 보유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자산  주식자산이 차지하는 비 은 35~44세 연령층에서 

13%로 가장 높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10% 후의 비 을 보이고 있다. 

3) 조사 당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

4) 이에는 주택, 건물, 임야, 토지, 그리고 기타 부동산이 포함된다.

5) 소유부동산의 시가 총액, 임  여부  세/임 보증  총액(부채로 산입), 부동산 임차여부  보

증  총액(자산으로 산입).

6)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자산이라 한다. 험도가 다른 주식과 채권  신탁을 한 범주로 악하고 

있다는 에서 엄 하게는 주식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은행  등과 비교할 때 상 으로 

험도가 높은 자산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조사에서는 가능한 주식자산 보유에 한 보다 세분하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유사하게 부채는 융기  부채, 비 융기  부채, ‘개인 으로 빌린 돈’, ‘ 세  임 보증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기타 부채 등으로 악하고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자산을 합한 것을 자산, 주거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주거외 자산이라 한다.

9) 한국노동패  제7차조사에 응답한 4,762가구  3.4%.

10) 한국노동패  가구 부문에 한 조사는 가구원  면 조사가 가능한 가구원의 응답을 받는 특성

상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가구원의 주식투자는 포착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한국노동패

 가구의 주식 투자 비 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과소추정 가능성이 크다.



2 .3 . 실 증 분 석  -  Log it Model  of Choosing  Stocks

주식자산 결정요인에 한 실증분석모형은

(1)    

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  의 찰가능한 변수

  = 0 (주식자산 미보유)

     1 (주식자산 보유)

를 정의하고, 모형은 로짓모형(logit model)의 추정방식을 따랐다. 

<표 2>는 표본의 기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3>은 로짓모형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11) 표에서 보듯, 주식자산 선택 는 보유에 있어 가구주의 성, 혼인상

태, 연령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개인의 인구학  특성이 요한 결정요

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수 과 년도의 총가구소득이 주식자산 선택에서 

<표 2> 기초통계 분석
표본 전체 주식  미보유 주식보유

표본 3,399 3,236 163 
주식자산 보유 0.0480 (.2137)
금융자산 대비 주식자산 비중 2.28 (12.36) 47.58 (32.17)
주거외자산 대비 주식자산 비중 1.67 (10.15) 34.79 (31.63)
자산 대비 주식자산 비중 0.53 (3.99) 10.98 (14.80)
Risk1 0.1506 (.3477) 0.1482 (.3448) 0.1994 (.3988)
Risk2 0.1440 (.3432) 0.1411 (.3397) 0.2025 (.4031)
Risk3 0.1065 (.2991) 0.1017 (.2921) 0.2025 (.4031)
RiskL 0.1055 (.2981) 0.1040 (.2959) 0.1350 (.3382)
RiskH 0.1565 (.3560) 0.1505 (.3497) 0.2761 (.4484)
RiskAll 0.1284 (.2786) 0.1249 (.2747) 0.1973 (.3421)
Employed (임금근로자) 0.5784 (.4939) 0.5695 (.4952) 0.7546 (.4316)
SelfEmped (비임금근로자) 0.2813 (.4497) 0.2877 (.4528) 0.1534 (.3615)
NoWork (미취업자) 0.1403 (.3474) 0.1428 (.3499) 0.0920 (.2900)
Female (여성 가구주) 0.1321 (.3386) 0.1360 (.3428) 0.0552 (.2291)
never (미혼 가구주) 0.0733 (.2606) 0.0739 (.2616) 0.0613 (.2407)
ever (기혼 무배우 가구주) 0.1209 (.3261) 0.1264 (.3323) 0.0123 (.1104)
Age (연령) 44.09 (10.07) 44.20 (10.09) 41.80 (9.42)
AgeSq (연령의 제곱) 2045 (903) 2056 (905) 1836 (844)
HGC (교육연한) 12.14 (3.52) 12.02 (3.50) 14.64 (3.06)
LNtfi (가구총소득의 로그) 7.62 (1.40) 7.59 (1.42) 8.32 (.65)
TFI (가구총소득, 만 원) 3121 (2822) 3029 (2773) 4949 (3139)
주: (  )안의 숫자는 표 편차.
   Riski(i=1, 2, 3, L, H) 와 RiskAll에 해서는 본문 2.4의 설명 참조. 
   설명변수  16개 시와 도에 한 지역 가변수를 포함하 으나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 (2004년) 원자료.

11) 한국노동패 에서 다양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주식자산 선택(보유)의 결정요인을 악하고자 하

으나 이론 으로 필요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는 찾기 어려웠다. 여기서는 가장 단순화된 

실증  결정요인을 악하고 험감수도의 추가효과를 악하는 데 을 맞춘다.   



<표 3> 험자산 선택 모형의 로짓모형 추정치

Model (1) Model (2)

Intercept -8.1697(1.9581)*** -9.1491(2.0308) ***

SelfEmped -0.8254(0.2391) ***

NoWork -0.0157(0.3126)  

Female -.4125(.4018)  -.4197(.4080)  

never -.0926(.3847)  -.0826(.3833)  

ever -1.1785(.7477)  -1.2032(.7508)  

Age -.1215(.0836)  -.0819(.0855)  

AgeSq .0013(.0009)  .0009(.0010)  

HGC .1721(.0311) *** .1574(.0313) ***

LNtfi .7849(.1422) *** .8357(.1477) ***

Obs 3,399 3,399 

Dep=1 163 163 

Dep=0 3,236 3,236 

 -2 log L 1,104.62 1,090.84 

Wald Test Statistics 150.42 *** 159.01 ***

Concordant 80.1 80.6 

Discordant 19.0 18.5 

Tied 0.9 0.9 

주: (  )안의 숫자는 표 오차. 변수에 한 정의는 <표 2>를 참조.
   ***, **, *는 각각 유의수  0.01, 0.05, 0.1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설명변수  16개 시와 도에 한 지역 가변수를 포함하 으나 제시하지 않음.
표본: 가구주의 연령이 20~64세이며 자산이 있는 표본.
자료: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 (2004년) 원자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정 (+)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부분 시와 도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서울 거주 가구 비 통계 으

로 유의하게 주식자산 선택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열의 모형 (2)의 추

정치에서 보듯, 임 근로자 가구주 가구 비 비임 근로 가구주 가구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주식자산 선택을 기피하는 반면 미취업 가구주 가구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4  험감수도의  역 할

험행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 조사 제7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제7차년도 자료에는 험

감수도를 측정하기 한 설문이 5항 들어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임의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해 (응답자)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응답자)께서 지난 주말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가게를 돌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가

게 주인이 이에 한 가를 10만 원의 이나 즉석복권  하나로 지불하겠다고 

하 습니다.

복권에 당첨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  당첨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귀하께서는 

과 즉석복권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①  ②복권   ③어떤 것이라도 상 없음(무차별)

      10만원 당첨확률(보상) ‘꽝’(보상) 기 액 표 편차

보상

Risk1: 50% (15만원) 50% (5만원) 10만원   5.0

Risk2: 50% (20만원) 50% (0원) 10만원 10.0

Risk3: 20% (50만원) 80% (0원) 10만원 20.0

RiskL: 40% (20만원) 60% (0원)  8만원  9.8

RiskH: 60% (20만원) 40% (0원) 12만원  9.8

여기에서 risk1, risk2, 그리고 risk3는 모두 기 액이 과 동일한 수 인 10만 

원으로 차이는 험도에 있다. risk2를 간 험 는 기 험이라고 할 때 risk1은 

덜 험한 반면 risk3는 더 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riskL과 RiskH는 기 소득

이 각각 8만 원과 12만 원으로  10만 원보다 낮은 기 소득과 높은 기 소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험감수지표

험감수지표(riskall)는 가 평균을 이용하여 다섯 가지 험감수를 종합한 지표로

 
, i=1, 2, 3, L, and H

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험에 하여

  = 0 선호

  = 0.5 무차별
  = 1 복권 선호



로 정의하고, 가 치  는 체 험도가 큰 경우에 큰 값을 갖도록 하 는데, 한국

노동패  체 개인이 각 복권에 하여 이를 선호하는 비 의 역수(  를 구한 후 

  




     

로 정의하 다. 따라서  ≤        ≤  임을 알 수 있다. 즉 1에 가까울수록 험을 

선호하고(risk-loving), 0.5 근처에서는 험 립 이고(risk neutral), 0에 가까울수록 

험을 기피하는(risk averse)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음 <표 4>는 인구학  특성별과 주식자산 보유 여부별 험감수지표의 값을 보

여주고 있다. 표본 체에 한 험감수지표의 평균는 0.13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자산 보유 표본에서는 0.20으로 미보유 표본의 0.12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

나 험선호도가 높을수록 주식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은 학원졸과 55~64세 연령층을 제외한 부분 인구학  특성별 집단에서 동일

하게 나타난다. 

<표 4> 험감수지표의 기 통계

표본 체 주식자산 미보유 표본 주식자산 보유 표본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체 3,399 .128 (.279) 3,236 .125 (.275) 163 .197 (.342)

가구주 성

 남성 가구주 2,950 .141 (.291) 2,796 .138 (.288) 154 .196 (.345)

  여성가구주 449 .045 (.149) 440 .042 (.143) 9 .222 (.298)

교육수

  고졸 미만 877 .083 (.231) 866 .082 (.228) 11 .182 (.405)

  고졸 미만 1,358 .139 (.289) 1,327 .137 (.286) 31 .239 (.381)

  졸 346 .168 (.306) 323 .164 (.301) 23 .218 (.371)

  졸 696 .152 (.299) 611 .146 (.294) 85 .197 (.328)

  학원졸 122 .085 (.232) 109 .086 (.233) 13 .076 (.228)

연령

  20~25 27 .124 (.291) 27 .124 (.291) 0 . .

  25~34 677 .135 (.265) 639 .132 (.264) 38 .181 (.293)

  35~44 1,075 .182 (.324) 1,008 .175 (.317) 67 .292 (.402)

  45~54 988 .112 (.269) 953 .111 (.268) 35 .131 (.291)

  55~64 632 .056 (.191) 609 .056 (.190) 23 .051 (.210)

주: (  )안의 숫자는 표 편차.
자료: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 (2004년) 원자료.



험감수지표의 평균을 인구학  특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 으로 여성이 험을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잇다. 교육

수 별로 보면, 졸에서 가장 높고 이보다 학력수 이 낮을수록 는 높을수록 낮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별로 보면, 35~44세 연령층에서 험선호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나며 이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험선호도가 낮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험선호 의  추 가 효 과

험선호가 주식자산 보유에 미치는 추가효과를 악하기 하여 이  모형 (식 

(1))에 험선호를 추가변수로 포함하여

(2)       ,           

로 식(1)은 

 

으로 험선호가 통계 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 표는 식 (2)의 추정결과를 보여 다. 표에서 보듯, 험수 이 낮은 Risk1과 기

액이 에 비해 낮은 RiskL은 통계 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보이지 않는 반

면, 기 험에 해당하는 Risk2와 험수 이 높은 Risk3  기 액이 에 비해 

높은 RiskH와 이들 험선호의 가 평균인 험감수지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추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 방식으로 험선호를 측정하 을 때 이러한 

험선호가 험자산인 주식자산 보유에 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 험선호가 주식자산보유에 미치는 효과

추정치 -2 log L Wald Test 비중

일치
Concordant

불일치
Discordant Tied

Risk1 .316 (.222)  1,088.89 160.29 *** 80.7 18.4 0.9 

Risk2 .465 (.221) ** 1,087.68 162.16 *** 80.9 18.2 0.9 

Risk3 .836 (.226) *** 1,078.50 168.63 *** 81.0 18.1 0.9 

RiskL .255 (.258)  1,089.90 159.71 *** 80.7 18.4 0.9 

RiskH .759 (.201) *** 1,077.64 169.09 *** 81.2 17.9 0.9 

RiskAll .702 (.255) *** 1,083.83 164.42 *** 81.0 18.1 0.9 

주와 표본: <표 2>를 참조.
자료: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 (2004년) 원자료.



3 . 험자산 비 에 한  실 증 분 석

3 .1 험자산 비 의  Tob it Model  추 정

체 자산  험자산이 차지하는 비 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악하기 

하여 토빗모형(Tobit model)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3)    

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  의 찰가능한 변수

  = 0   (주식자산 미보유)

   =   (주식자산 보유)

<표 6>은 토빗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 다. 표에서 보듯, 가구주의 성과 연령  

혼인상태는 주식자산 보유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반면 교육수

은 교육연한이 1년 늘어날수록 주식자산의 비 을 2.3%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지

며, 총가구소득이 1% 늘어날 때 주식자산 보유비 은 9.3%포인트 높아진다. 

<표 6> 자산 비 주식자산 비 의 토빗모형 추정 결과

Model (1) Model (2)

Intercept -112.06 (26.16) *** -120.05 (26.79) ***

SelfEmped -8.05 (2.90) ***

NoWork 0.90 (3.94)  

Female -5.20 (5.11)  -5.25 (5.16)  

never -0.46 (4.90)  -0.49 (4.87)  

ever -12.59 (7.86)  -13.34 (7.91) *

Age -1.43 (1.09)  -1.02 (1.10)  

AgeSq 0.02 (0.01)  0.01 (0.01)  

HGC 2.26 (0.42) *** 2.13 (0.42) ***

LNtfi 9.29 (1.91) *** 9.49 (1.94) ***

Scale 27.25 (1.80) *** 27.14 (1.79) ***

Obs 3,399 3,399 

Non-censored 163 163 

Left-censored 3,236 3,236

log L -1124.7 -1120.2 

Test to (1) 9.00  **

주와 표본: <표 2>를 참조.
      Test (1)은 Model (1)에 한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 통계량
자료: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 (2004년) 원자료.



3 .2  험선호 의  추 가효 과

험선호가 주식자산 보유비 에 미치는 추가효과를 악하기 하여 이  모형 

(식 (3))에 험선호를 추가변수로 포함하여

(4)       ,           

로 설정하면, 식(3)은 

 

으로 험선호가 통계 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 표는 식 (4)의 추정결과를 보여 다. 표에서 보듯, 주식자산 보유의 로짓모형 

추정과 마찬가지로, 험수 이 낮은 Risk1과 기 액이 에 비해 낮은 RiskL은 

통계 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기 험에 해당하는 Risk2와 험

수 이 높은 Risk3  기 액이 에 비해 높은 RiskH와 이들 험선호의 가

평균인 험감수지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 

방식으로 험선호를 측정하 을 때 이러한 험선호가 험자산인 주식자산 보유비

에 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른 결정요인들을 통제하 을 때, 가구주의 기 험을 선택은 그 지 않은 가구

에 비해 주식자산의 비 을 5.9%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지며, 더 험한 자산의 선

택은 주식자산의 비 을 10.4%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험감

수지표는 험자산의 비 을 8.5%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자산 비 주식자산 비 의 토빗모형 추정:  험선호의 효과

추정치 log L Test (1) Test (2)

Risk1 3.14 (2.97)  -1119.7 10.11 ** 1.11 

Risk2 5.88 (2.94) ** -1118.3 12.92 *** 3.92 *

Risk3 10.35 (3.09) *** -1114.7 20.01 *** 11.02 ***

RiskL 2.93 (3.40)  -1119.9 9.73 ** 0.73 

RiskH 8.68 (2.76) *** -1115.3 18.93 *** 9.93 ***

RiskAll 8.49 (3.49) ** -1117.3 14.83 *** 5.83 **

주와 표본: <표 2>를 참조.
    Test (1)과 (2)는 각각 Model (1)과 (2)에 한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 통계량
자료: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 (2004년) 원자료.



4 . 요 약   결 론

불확실성과 험을 수반하는 개인 는 가구의 의사결정에 한 실증분석은 개인 

는 가구원의 험선호에 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상 한계로 

그러지 못하 던 것이 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  제7차년도(2004년 조사) 자

료에 포함된 개인의 험선호를 측정하기 한 다섯 설문항을 바탕으로 험감수지표

를 구축하고 이러한 지표가 가구의 험자산(주식자산) 선택 는 보유 여부와 체 

자산 비 험자산의 비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노동패 에 

포함된 개인의 험선호가 험자산의 선택  보유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는 이러한 실험경제학  방법을 원용한 설문이 개인의 험

선호를 측정하는 데 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다섯 가지 험선호  ‘기

험(Risk2)’와 비교할 때 ‘덜 험한 복권의 선택(Risk1)’이나 기 액이 보다 

낮고 험은 존재하는 ‘비합리  복권의 선택(RiskL)’으로 표 한 험선호는 험자

산의 선택에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험감수에 상응

하는 기 액을 제공하는 ‘합리  험’과 일정 수 (a threshold)을 과하는 험의  

선택이 험자산 선택에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험선호를 어

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통계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험선호를 하

게 측정하여야 주요 결정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 한국노동패 이 제공하는 

정보는 실증분석에 있어 나름의 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본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은 상 으로 험자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기술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상 으로 여성이 험을 기피하는 성향(낮은 험감수지표)을 지니고 있고 

상 으로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 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본질 으로 험자산을 덜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험자산의 선택이나 보유비 에 있어, 험선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

을 때, 성, 연령, 혼인상태 등 인구통계학  특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교육수 과 가구총소득은 정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임 근로자와 비교할 때 비임 근로자는 상 으로 험자산을 덜 선

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미취업자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비임 근로자를 고용주, 자 자, 무 가족종사자로 구분한 후 동일한 모형을 추

정하면, 고용주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험자산을 덜 선택하는 반면 자 자나 무

가족종사자는 험자산을 덜 선택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

다. 결론 으로 가장 험선호가 가장 높은 집단인 고용주는 가장 험자산을 덜 선호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서는 험자산의 선택이 ‘ 험감수지표’에 이미 반 되었다

는 측면과 투자의 부분을 주식보다는 회사운용을 한 용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을 반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 자에 의한 험선호가 일자리상태(임 근로 vs. 비임 근로, 임

근로 vs. 고용주와 자 자)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한 분석에 이어 가구주의 험

선호가 가구의 험자산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한 분석으로 험선호를 측정하기 

해 한국노동패 에 포함된 다섯 설문항으로부터 구축된 지표의 실용  합성에 

한 검토이기도 하다. 재까지 분석에서 얻어진 결론은 이 다섯 설문항의 정보가 개인

의 험선호를 나타내는 데 상당한 성을 가진다는 것이며 향후 이를 활용한 다양

한 연구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