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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Arrow 가설(Arrow, 1965)에 따르면 위험회피적 의사결정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는 DARA이고 

IRRA이다. 가설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가설의 타당성 여부가 위험증가효과의 방향성과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DARA가설은 위험자산이 열등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IRRA가설 즉 ‘위험자산은 사치재가 아니다’가설은 많은 논

쟁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소득과 부의 평균탄력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부의 추정치들은 위험자산의 유형, 추정방법, 전체표본과 하위표본에 관계없이 매우 

강건하였다. 위험자산에 대한 소득평균탄력도의 평균은 1.35, 부의 평균탄력도의 평균 1.25이

고, 95% 신뢰구간은 IRRA를 기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주제어 : Arrow hypothesis, DARA, IRRA, Tobit, L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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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불확실성과 위험증가효과(increasing risk effects)를 분석함에 기초가 되고, 많은 논쟁점을 

제공하는 가설은 Arrow(1965)에서 기인한다. Arrow가설(Arrow hypothesis)에 따르면, 위험회

피적 의사결정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는 DARA(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이고, 

IRRA(increasing relative risk aversion)이어야 한다. 전자를 Arrow가설1(이하 가설1), 후자

를 Arrow가설2(이하 가설2)로 설정한다면, 가설1의 경제학적 의미는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부

자가 가난한자 보다 덜 위험회피적(less risk-averse)이라는 내용이다. 이때 DARA제약은 위험

자산이 정상재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가설2는 위험자산수요에 대한 부의 탄력성(the 

wealth elasticity of demand for risky assets)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가 증가할 때 위험자

산에 투자하는 비율(share)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으

로 구성되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자. IRRA하에서는 부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량은 증가하나 전체 자산 중 위험자산 투자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불확실성의 경제학 영역에 Arrow가설의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을 검토함이 중요한 이유는 가

설의 타당성 여부가 위험증가효과(increasing risk effect)의 이론적 방향성(sign)과 강도

(strength)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Sandmo(1970)에 의하면 위험증가효과는 위험의 대체효과

(the 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the income effect)로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위험의 

대체효과는 위험회피적 의사결정자의 위험회피행위를 의미하고, 소득효과는 최소한의 기본적

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위험감수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자본위험(a capital risk)이 MPS(mean 

preserving spread), 선호가 IRRA이면, 자본위험의 증가는 대체효과만 고려하게 됨으로써 위

험회피행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호가 DRRA(decreasing relative risk aversion)이면, 소

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은 상쇄되어 위험증가 순효과(net effect)는 모호하게 된다(Levhari 

and Srinivasan(1969); Sandmo(1970); Rothschild and Stiglitz(1971); Diamond and 

Stiglitz(1974); Davis(1989); Snow(2003)).

위험자산을 열등재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설1에 대한 타당성은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받

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가설2는 많은 논쟁점이 되고 있다. Friend and Blume(1975), 

Barsky, Juster, Kimball and Shapiro(1997)는 가설2를 기각할 수 없음을 보였고, 

Stiglitz(1969), Haliassos and Bertaut(1995)는 기각가능성을 제시하고, Guiso, Jappelli 

and Terlizzese(1996), Poterba and Samwick(1999), Carroll(2000)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각

시켰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의 타당

성을 검토하고, 위험금융자산에 대한 소득과 부의 소득평균탄력성을 추정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실증분석 자료의 구

조를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Ⅴ장에서는 추정치의 강건성을 검토하고 

소득과 부의 평균탄력도를 추정한다. Ⅵ장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실증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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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포트폴리오선택 연구성과들에 의하면, 포트폴리오선택은 가계의 가용자원인 부(wealth)와 

소득수준, 투자자산의 수익률과 위험 이외에도 가계의 이질적 위험회피성향, 건강위험, 차입

제약, 노동소득위험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계의 위험회피성향은 이질적

(heterogeneity)이며(Barsky, Juster, Kimball and Shapiro, 1997), 노인과 청년, 남자와 여

자, 미혼자와 기혼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자 등은 다른 위험회피성향을 가질 수 있다

(Granger, 2002). 특히 가구의 건강상태(health status)는 가구 선호모수(preference 

parameters)들 즉 위험회피도, 시간선호율 등에 영향을 미쳐 저축과 포트폴리오선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하면, 이질적인 위험회피성향은 위험자산과 무위험

자산간의 투자비율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가계에 있어 차입제약(borrowing constraint)은 소비변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

다(차은영, 2000; 남주하․여준형, 2003). 그러나 차입제약은 포트폴리오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입에 대한 제약 또는 미래 차입에 대한 예상은 차입에 따른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Paxon,1990; 

Guiso et al.,1996). 또한 투자자산위험은 포트폴리오선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그러

나 노동소득위험 역시 포트폴리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비적저축이론(precautionary 

savings theory)에 따르면 완전한 위험분산이 가능하지 않는 노동소득위험(labor income 

risk)은 예비적저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Kimball,1990a, 1990b, 1993; Heaton and Lucas,2000; Letendre and Smith, 2001). 즉 위험회

피적 의사결정자는 노출된 전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다.1) 

가계 포트폴리오 선택에 대한 이질성을 반영한 실증분석 모형은 식(1)과 같다.

(1) 
          ′   ,

여기서 
의 가구의 총금융자산 중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의미하고, 는 가구의 로그총소

득, 는 가구의 로그총자산,  는 가구가 직면한 노동소득위험, 는 가구의 차입

제약, 는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한다. 로그총소득, 로그총자산과 위험자산수요

간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의미는 위험자산에 대한 엥겔곡선(the Engel curve)이 된다(Deaton 

and Muellbauer(1980)). 따라서 추정치는 위험금융자산의 소득탄력성 또는 부탄력성을 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위험자산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식(2)와 같이 정의하자.

(2)    
 .

만약 소득 탄력성이    또는   이면 위험자산은 사치재임을 의미하고,    또는 

  이면 필수재,     이면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식(1)에 대한 실증 분석에 있어 문제

점은 종속변수의 자료성격에 있다. Ⅲ장의 자료구조분석에서 위험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

1) Kimball(1993)의 표준위험회피(standard risk aversion; SRA)로 개념에 의하면, 두 위험이 통계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할지라

도 손실을 악화시키는 모든 위험은 모든 바람직하지 않는 위험을 악화시킨다. 이는 독립적인 위험들이 상호 대체재

(substitutes)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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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전체 가구의 30.1%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0의 관측치가 존재하게 되고, 이산

적 경우와 연속적 경우가 복합된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의 성격을 가진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자료가 중도절단 되었다면, 통상의 최소자승법(OLS) 추정량은 비일치추정량

(inconsistent estimators)이 된다. 그러나 정규분포라는 제약하에 Tobit 모형(the censored 

regression or censored 'Tobit' model)은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Amemiya, 1973).2) 실

증분석에 사용한 Tobit 모형은 식(3)과 같다. 

(3)  










   
≦ 

      
  

   
≧ 

단, 종속변수의 하한(the lower limit)는 0으로 가구는 단지 안전자산만 보유하게 되고, 상한

(the upper limit)는 1로 가구는 단지 위험자산만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의 0의 관측치는 비

음제약(a non-negative constraint;  ≧ )하의 가계 최적화과정의 결과인 모서리 해(a 

corner solution)로 해석될 수 있다.3) 또한 공매도제약(short-sales constraints)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노동소득위험하의 공매도제약은 위험자산수요를 연기(defer)할 수 있다

(Haliassos and Bertaut, 1995; Heaton and Lucas, 2000). 따라서 음(-)의 증권보유는 공매도

제약하에 0으로 관측될 것이다.

Ⅲ. 자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2000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4)를 이용한다.5) 가구소비실태

조사 자료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

로 나누어져 있다. 결측치를 제외한 총표본수는 23,720가구인데, 이 중 가구주의 연령이 90살 

이상, 가구 총소득이 0인 가구, 가구 총저축이 0인 가구, 순금융자산(총금융자산-총부채)과 

부동산가치의 합이 0인 가구, 가구주의 주된 활동이 농림어업경영주, 무급가족종사자, 가사 

또는 육아, 학생, 기타인 경우는 총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실증분석 표본수는 16,903가구이다.

<표-1>은 2000자료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의료비지출은 가구원 1인당 보건

의료비지출, 교육비지출은 가구원 1인당 사교육비지출, 상용직더미(가구주의 주된 활동이 상

2) Guiso et al(1996), Poterba and Samwick(1999) 등은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가계 포트폴리오 선택을 실증분석 한 바 있

다.

3) 따라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부의 수준에서 위험자산을 선호하지 않은 결과이다.

4) 2000자료는 공식적으로 「2001 가구소비실태조사」로 되어져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간이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 자료

로 명명한다. 가계수지는 조사대상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이며, 저축 및 부채에 관한 조사시점은 

2000년 12월 31일 이다.

5)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자료들은 가구주의 출생년도, 거주지역, 교육수준, 가구원수, 성별, 주택보유 상태, 결혼상태 등이

며,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자료들은 가구주의 직업유형, 소득, 저축, 부채, 지출항목, 부동산평가액 등이 조사되어 있

다. 이 중 소득관련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지출관련 항목은 소비지출, 비소비지출로 

분류되어 집계되어 있다. 또한 총저축은 요구불예금, 적금․부금, 저축성보험, 목돈예금, 목돈예탁, 주식, 채권, 개인연금, 계돈

불입금, 빌려준 돈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부채 역시 금융기관대출, 직장대출, 사채,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계 탄 후 불

입할 총액, 외상 및 할부액, 기타로, 부동산관련 항목은 입주형태별  부동산 평가액, 현 거주 주택이외의 부동산 평가액 등으

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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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 非상용=0), 임시일용직(임시일용=1, 非임시일용=0), 공무직더미(공무직=1, 非공무직=

0)6)를 각각 의미한다. 순금융자산은 총금융자산에서 총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 총소득은 가

구총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稅後총소득, 총자산은 순금융자산과 부동산가치를 더하였다.7)

분석 표본에서 가구주의 평균나이는 43.9세, 가구주의 평균적인 교육년수는 11.8년, 가구원 

수는 평균 3.2명,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전체의 82.0%, 自家 보유 가계는 52.2%, 서울지역

에 거주하는 가계는 15.6%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주의 주된 활동이 상용직인 경우는 전체 

35.8%, 임시․일용직은 24.4%, 자영업자는 21.1%, 공무직은 9.6%였다. 가구원 1인당 의료비 지

출은 평균 25만원,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평균 31만원, 가구 총소득은 평균 2,997만원, 총자

산은 평균 10,31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1>  자료의 기술통계량

(단위 : 세, 년, 명, 만원)

평균(빈도) 중위수(백분율) 표준편차

나이 43.9 43.0 10.6 

결혼 (13858.0) (82.0) -

성별 (14288.0) (84.5) 0.4 

교육년수 11.8 12.0 3.5 

가구원수 3.3 4.0 1.3 

지역 2641.0 (15.6) -

자가 9336.0 (55.2) 0.5 

의료지출 25.0 12.5 45.9 

교육지출 31.1 6.7 52.1 

상용직 (6058.0) (35.8) -

임시직 (4126.0) (24.4) -

고용주 (1667.0) (9.9) -

자영자 (3566.0) (21.1) -

공무직 (1618.0) (9.6) -

총소득 2997.4 2475.0 3221.8 

순금융자산 1553.6 625.0 4500.7 

총자산 10311.1 5750.0 17541.3 

Obs. 16903

주 : 나이는 가구주의 만나이, 결혼(기혼=1, 미혼=0), 성별(남성=1, 여성=0), 교육년수(미취학=0, 초등졸=6, 중졸=9, .... , 대학원 

중퇴=15, 대학원 졸=16), 지역(서울=1, 非서울=0), 자가(自家=1, 非自家=0), 의료비지출은 가구원 1인당 보건의료비지출, 교

육비지출은 가구원 1인당 사교육비지출, 상용직(상용=1, 非상용=0), 임시일용직(임시일용=1, 非임시일용=0), 공무직더미(공무

직=1, 非공무직=0)를 의미함. 

6) 2000자료의 경우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주의 직업유형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상용직 중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을 납입하는 가구는 공무직 가구로 분류하여 추출하였다

7)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관적 부동산평가액,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전세보증금과 보증부 월세

보증금을 의미한다.



- 6 -

<표-2> 가구 포트폴리오의 평균구성

(단위 : 만원)

금융자산 유형 빈도 (비율) 투자비율의 평균 중위수

   

요구불예금 14059 (0.832) 0.268 0.103

적금,부금 8374 (0.495) 0.211 0.000 

저축성보험 9311 (0.551) 0.203 0.043 

목돈예금 3554 (0.210) 0.118 0.000 

목돈예탁 393 (0.023) 0.011 0.000 

주식 2101 (0.124) 0.041 0.000 

채권 119 (0.007) 0.001 0.000 

개인연금 4730 (0.280) 0.079 0.000 

계돈불입금 1706 (0.101) 0.024 0.000 

빌려준 돈 1954 (0.116) 0.044 0.000 

위험자산 5092 (0.301) 508.2 0.000 

<0.121> 0.000 

[0.400] 

주식 2101 (0.124) 312.1 100.0 

<0.041> 0.000 

[0.330] 

광의의 위험자산 11678 (0.691) 1539.1 450.0 

<0.449> 0.481 

[0.651] 

주 : 위험자산은 주식, 채권, 목돈예탁, 계돈불입금, 빌려준 돈의 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위험금융자산은 위험자산에 원금보장이 

되는 목돈예금, 적금․ 부금을 합한 것을 의미 함. 괄호 <․  > 내의 내용은 가구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괄호[․  
] 내의  내용은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위험자산 투자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표-2>는 가계 포트폴리오 평균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위험자산은 주식, 채권, 원금보

장이 되지 않는 목돈예탁, 계돈불입금, 빌려준 돈의 합계를 의미하고, 광의의 위험금융자산

(broad definition)은 위험자산에 원금보장이 되는 목돈예금과 적금․부금을 합한 것을 의미한

다. 광의의 위험자산을 설정한 이유는 이자소득위험, 낮은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위험 등을 고

려한다면 목돈예금과 적금․부금 역시 위험자산들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보유한 가구는 분석 표본에서 12.4%, 가구 보유량 평균은 312만원이고, 가구 투자비율

의 평균은 4.1%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한 가구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투자비율은 평

균 33.0%에 달한다. 위험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30.1%이고, 가구 투자비율의 평균은 

12.1%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계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자산을 폭넓게 정의하더라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평균은 50%

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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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위험금융자산 보유가구와 非보유가구의 통계적 특성 비교

(단위: 세, 만원)

보유가구 非보유가구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위험자산

나이 43.7 43.0 9.5 43.9 43.0 11.0 

교육수준 3.5 3.0 1.3 3.1 3.0 1.4 

총소득 3748.8 3141.5 3342.7 2673.4 2243.0 3112.9 

총금융자산 4296.3 2618.0 5894.0 1550.1 750.0 2619.9 

총부채 990.0 107.5 1961.4 752.2 0.0 1837.7 

총자산 14874.9 9100.0 22090.5 8343.6 4616.0 14736.0 

Obs. 5092.0  11811.0

주식

나이 43.0 42.0 8.6 44.0 43.0 10.8 

교육수준 3.9 4.0 1.3 3.1 3.0 1.3 

총소득 4277.3 3648.0 2915.0 2815.7 2340.0 3222.1 

총금융자산 5502.1 3730.0 6518.6 1933.9 780.4 1153.4 

총부채 1129.3 300.0 2147.6 938.0 0.0 508.0 

총자산 17939.8 11807.0 21809.6 9228.3 5070.0 16566.6 

Obs. 2452 14451

광의의 위험자산

나이 43.5 43.0 10.3 44.5 43.0 11.1 

교육수준 3.3 3.0 1.3 2.9 3.0 1.4 

총소득 3344.7 2803.5 3477.6 2221.2 1887.0 2382.9 

총금융자산 3140.4 1728.0 4675.3 672.1 300.0 1199.8 

총부채 825.6 0.0 1794.9 819.9 0.0 2054.5 

총자산 12150.3 7102.0 19402.5 6200.6 3300.0 11384.3 

Obs. 11678 5225 

주 : 여기서 교육수준변수는 초등=1, 중학=2, 고등=3, 4년째 미만 대학=4, 4년제 대학=5, 대학원=6인 더미변수를 

의미함.

이와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험자산 보유가구와 非보유가구로 나누어 

통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3>에 의하면 위험자산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유가구는 非보유

가구에 보다 총소득은 1.40배, 총자산은 1.70배 더 많이 보유하고,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위수(median)를 비교하더라도 역시 위험자산 보유가구는 非보유가구에 비하여 

총소득(1.40배)과 총자산수준(1.97배)이 높다. 주식과 광의의 위험자산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득과 총자산의 수준이 가계의 극단적인 안전자

산 선호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적인 이유일 수 있다.

<표-4>는 가구주의 주된 활동별로 가구를 분류하고 통계적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평균적으

로, 상용직가구는 임시․일용직가구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총소득은 1.68배, 총금융자산은 

2.15배, 총자산은 1.74배 높다. 또한 위험금융자산 투자액은 주식 1.56배, 위험자산 3.28배, 

광의위험자산 1.39배로 높고,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주식 5.20배, 위험자산 1.72배 더 

높다. 상용직가구와 공무직가구를 비교해 보면, 공무직가구는 상용직가구에 비하여 교육수준

이 더 높고, 총소득(1.26배)과 총자산(1.50배)의 규모는 더 크다. 평균적으로 위험자산에 대

한 투자량도 주식(1.31배) 위험자산(1.05배)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위험자산 투자비율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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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주식(0.77배), 위험자산(0.92배)로 상용직가구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위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공무직가구는 상용직

가구에 비하여 평균 교육수준이 높고, 총소득, 총금융자산과 총자산 수준이 높다. 그러나 위

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상용직가구에 비하여 낮다.8)

<표-4> 가구 직업상태별 통계적 특성 비교

(단위: 세, 만원)

상용직 임시․일용직 공무직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나이 40.5 40 9.4 45.3 45.0 12.1 44.1 44.0 9.1 

교육수준 3.6 3 1.2 2.4 3.0 1.2 4.2 5.0 1.3 

총소득 3190.8 2755 2093.6 1896.7 1700.0 1107.3 4031.6 3574.0 2182.2 

총금융자산 2731.8 1349.5 4506.6 1270.5 550.0 2263.2 3580.7 2111.0 4859.4 

총부채 789.8 100.0 1400.3 424.1 0.0 923.4 1080.2 260.0 2040.6 

총자산 9989.6 6000.0 15755.7 5733.4 3200.0 8423.6 14958.8 9897.0 19358.6 

투자량

위험자산 670.4 0.000 2159.1 204.6 0.000 857.8 706.0 0.000 2415.7 

주식 308.3 100.0 945.6 198.2 80.0 453.6 403.0 130.0 1126.9 

광의 1832.4 600.0 3667.2 772.9 100.0 1828.4 2475.5 1142.0 4067.5 

투자비율

위험자산 0.147 0.000 0.261 0.085 0.000 0.223 0.136 0.000 0.243 

주식 0.068 0.000 0.181 0.013 0.000 0.088 0.053 0.000 0.153 

광의 0.508 0.584 0.365 0.365 0.202 0.388 0.576 0.665 0.337 

Obs. 6058 4126 1618

   

 주 : 여기서 교육수준변수는 초등=1, 중학=2, 고등=3, 4년째 미만 대학=4, 4년제 대학=5, 대학원=6인 더미변수를 

의미함.

Ⅳ.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실증분석을 위해 설정된 세 종류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s)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건

강위험의 대리변수로 가구원 1인당 보건․의료비지출, 둘째, 차입제약에 대한 대리변수인데, 가

구노동소득과 부동산가치 대비 순금융자산의 변수를 이용하여 25분위수 이하인 가구는 차입제

약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셋째, 노동소득위험의 대리변수로 

직업상태별 더미변수인데, 임시․일용직가구인 경우 높은 노동소득위험(high income risk), 상용

직인 경우는 중간 노동소득위험(middle income risk), 공무직인 경우 낮은 노동소득위험(low 

8)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소득위험이 낮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더 많은 부를 집적한 공무직 가구들은 왜 위험자산을 덜 보유하는 것일까? 부분적인 단서는 공무직가구의 직업선별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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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risk)의 대리변수로 각각 설정한다.9)  

<표-5>의 1열은 위험자산에 대한 Tobit 모형 최우추정결과이다. 성별더미, 지역더미, 의료비지출변

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가구주의 나이, 결혼, 가구원수, 가구원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차입제

약 변수 들은 1% 유의수준, 가구주의 교육년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포트폴리오선택이론 예측대로 가계 인구학적 특성 더미변수들은 포트폴리오 선택에 이질적

인 영향을 미친다. 청․장년층의 포트폴리오는 노년층의 포트폴리오에 비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

자비중이 높고, 가구주의 교육년수가 낮을수록,10)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가구일수록, 自家 거주자

일수록, 미혼자일수록, 차입제약에 직면한 가구일수록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위험자산수요와 노동소득위험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예측은 노동소득위험 노출이 가장 낮은 

공무직가구가 위험노출이 낮은 상용직가구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야 한다. 추

정결과를 살펴보면, 위험자산모형에서 상용직 추정치 0.091, 임시․일용직 0.010로 추정치를 단

순하게 비교해 보면 9배 이상 높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 낮은 노동소득위험의 대리변수인 공무직더미의 경우 부호는 음(-)으로 낮은 소

득위험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투자비율을 감소시켰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공무직가구의 

높은 위험회피성향에 찾을 수 있다. 만약 공무직가구의 직업선택에 자기선별(self-selectio

n)11)이 있다면, 공무직가구는 높은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예비적저축이

론(precautionary savings theory)에 따르면, 상대적위험회피도(the degree of relative risk 

aversion) 또는 상대적신중도(the degree of relative prudence)는 예비적저축의 강도

(strength)를 결정한다. 높은 위험회피도는 예비적저축의 유인을 강화 시켜, 안전자산 보유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음(-)의 추정치는 위험자산선택에 있어 위험회피효과가 노동소득위험효과

를 압도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가구 포트폴리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엥겔곡선을 살펴보자. 

추정결과 로그총소득과 로그총자산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였고, 로그총소득 추

정치는 0.157, 로그총자산은 0.115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추정치의 부호가 양(+)이

라는 사실은 위험자산의 재화적 특성이 사치재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위

험자산이 열등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가설1을 기각시킬 수 없으며, 정상재가 아니라 사치재

라는 측면에서 가설2를 기각시킬 수 있다. 

Tobit모형 유의성검정을 위한 우도비 검정통계량(LR_sign)은 1966.1로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

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시켜 모형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Tobit모형의 제약은 위험자산을 보유

할 확률에 대한 의사결정과 보유한다면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동일한 변수들(same 

variables)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모형의 제약은 모형 식별검정(a specification test for the 

Tobit)을 통하여 검정해 볼 수 있다(Green, 2000). 검정방법은 Probit모형의 우도비와 Truncated 모

형의 우도비의 합을 Tobit모형의 우도비와 비교하는 것이다. 우도비 검정통계량(LR_spec)은 338.1로 

1% 유의수준에 제약이 의미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시켰다.

9) 노동소득불확실성의 대리변수로 직업상태별더미를 사용한 예는 Skinner(1988), SchÜndeln  and SchÜndeln(2005) 등을 

들 수 있다.

10)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았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은 투자기회에 대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11) 즉, 높은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의사결정자는 노동소득위험이 낮은 직업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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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Tobit 모형 추정결과

위험자산 주식 광의의 위험자산 광의(LAD)

상수항 -2.858 -3.988 -1.287 -1.155 
(-22.37)* (-20.31)* (-14.83)* (-16.13)*

나이 0.020 0.029 -0.020 -0.022 
(4.38)* (4.05)* (-6.46)* (-8.88)*

나이제곱/1000 -0.254 -0.387 0.173 0.202 
(-5.08)* (-4.87)* (5.19)* (7.55)*

결혼 0.056 0.045 0.008 -0.013 
(2.70)* (1.51) (0.53) -(1.05)

성별 0.001 0.036 -0.035 -0.035 
(0.08) (1.21) (-2.48)** (-3.11)*

교육년수 0.005 0.021 -0.003 -0.003 
(2.19)** (7.26)* (-2.19)** (-2.21)**

가구원수 -0.030 -0.031 -0.028 -0.028 
(-5.41)* (-4.17)* (-6.73)* (-8.29)*

지역 0.007 -0.027 -0.028 -0.049 
(0.47) (-1.36) (-2.42)** (-5.07)**

자가 -0.050 0.027 -0.043 -0.036 
(-3.64)* (1.52) (-4.16)* (-4.15)*

의료비지출/1000 -0.109 -0.065 -0.443 -0.461 
(-0.94) (-0.48) (-4.78)* (-6.00)*

사교육비지출/1000 0.323 0.317 -0.290 -0.281 
(3.14)* (2.67)* (-3.49)* (-3.96)*

상용직 0.091 0.261 0.121 0.127 
(6.81)* (13.92)* (11.86)* (14.96)*

임시일용직 0.010 0.025 0.018 0.025 
(0.56) (0.90) (1.47) (2.48)**

공무직 -0.082 -0.132 0.045 0.041 
(-4.43)* (-6.00)* (3.23)* (3.40)*

차입제약 -0.152 -0.143 -0.251 -0.279 
(-10.57)* (-7.22)* (-24.11)* (-33.25)*

log(총소득) 0.157 0.165 0.175 0.174 
(12.70)* (10.24)* (19.05)* (22.28)*

log(총자산) 0.115 0.140 0.119 0.117 
(17.01)* (14.28)* (25.66)* (28.79)*

 0.593 0.593 0.494 .

(85.5)* (53.86)* (135.2)* .

left obs. 11811 14802 5225 .

right obs. 143 24 697 .

total obs. 16903 16903 16903 15949

LR_sign 1638.4 1966.1 3123.7 .

LR_spec 959.4 338.1 6537.9 .

주 : 괄호 ()내의 값은 t-통계량을 의미하고, *(**)는 각각 1%(5%) 유의수준에서 기각됨을 의미함. LR_SIGN는 유의성 검정을 위

한 LR(likelihood ratio)검정통계량을 의미하고, LR_SPEC는 모형식별검정을 위한 LR 검정통계량을 의미함. 나이는 가구주의 

나이, 결혼(기혼=1, 미혼=0), 성별(남성=1, 여성=0), 교육년수(미취학=0, 초등졸=6, 중졸=9, .... , 대학원 중퇴=15, 대학

원 졸=16), 지역(서울=1, 非서울=0), 자가(自家=1, 非自家=0), 의료비지출은 가구원 1인당 보건의료비지출, 교육비지출은 

가구원 1인당 사교육비지출, 상용직더미(상용=1, 非상용=0), 임시일용직더미(임시일용=1, 非임시일용=0), 공무직더미(공무

직=1, 非공무직=0), 차입제약더미(순금융자산/(노동소득+부동산가치)의 25분위수 이하=1, 이상=0)를 의미함. 총소득은 가구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稅後총소득, 순금융자산은 총금융자산에서 총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 총자산은 순금융자산과 부동

산가치를 합 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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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강건성 검토와 평균탄력도 추정

<표-5>의 2열은 주식모형 추정결과이고, 3열은 위험자산에 목돈예금과 부금․적금을 포함시킨 광의의 

위험자산모형 추정결과이다. 주식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결혼더미와 자가더미의 추정치는 강건

(robustness)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자산모형에서 유의하였던 나머지 추정치들은 통계적 유

의성이 높았고, 부호의 일치성과 추정치의 절대값이 거의 비슷하여 추정치는 강건해 보인다. 광의의 

위험자산모형 역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의료비지

출은 1% 유의수준, 지역더미와 성별더미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고, 공무직더미의 추

정치의 부호는 양(+), 나이효과(age effect)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폭 넓은 정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obit모형 추정의 제약은 에러항의 정규성(normality)을 가정한다. 만약 정규분포가 아니라면 Tobit 

추정량은 비일치추정량이 된다. Powell(1984) 증명에 의하면 에러항이 비정규성을 가질 때 Tobit 모

형에 대한 최소절대편차(least absolute deviation; LAD) 추정량은 일치성과 점근적 정규성

(consistent and asymptotically normal)을 가진다. Powell의 LAD 추정방법은 중위수 추정방법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중위수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위험자산과 주식의 중위수는 0이기 

때문에 중위수 회귀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광의의 위험자산의 중위수는 0.481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위험자산을 LAD 회귀시켰다.12) <표-5>의 4열은 LAD 추정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추정치들의 값

과 유의성은 광의의 위험자산에 대한 Tobit 추정결과와 비슷하다. 추정치들의 유의성은 매우 높고, 

Tobit모형 추정결과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일시․일용직더미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노동소득

위험효과만 분석해 보면, 상용직 0.127, 임시일용직 0.025, 공무직 0.041로 상용직가구가 임시일용

직가구와 공무직가구에 비하여 광의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입제

약과 노동소득위험, 소득과 총자산의 추정치들은 매우 강건함을 알 수 있다.

표본에 따른 강건성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표본(subsamples)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자영업자들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자산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규모의 영세성과 상품 수요의 가변

성 등으로 인하여 위험노출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노출된 전체 위험을 낮추기 위해 위험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감소시켜 위험금융자산 투자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표-6>은 자영업자를 

제거한 非자영업자표본(13,337 가구수)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또 다른 하위표본으로 가구주의 나이

가 20세이상 65세이하인 가구 만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5>의 추정결과는 우리나라 가계의 선

호가 DARA임을 의미한다. DARA는 DAP(decrease absolute prudence)를 의미함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나라 가계는 예비적저축동기를 가지고 있다. 예비적저축동기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나이(age)는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보고, 이 연령대 가주주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선택을 분석하였다. <표-7>

은 非자영업자표본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20세이상 65세 이하인 표본(13,047)에서 추정한 결과들이

다. <표-6>과 <표-7>의 분석결과들은 <표-5>의 분석결과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본을 

달리한 분석결과에서도 차입제약과 노동소득위험, 소득과 총자산 변수의 추정치는 강건함을 알 수 

있다.

상기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위험자산에 대한 소득과 부의 평균탄력도를 추정하였

12) 또한 Buchinsky(1994)의 반복적 선형프로그램 알고리듬(the iterative linear programming algorithm for censored 

quantile regressions)은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한 한 방법으로 LAD 추정결과 예측치가 0과 1의 범위

를 넘는 관측치는 제거하고 다시 회귀시킨다. 모든 예측치가 0과 1사이 들어올 때 까지 이 방법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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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균탄력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계산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위험자산을 보유한 가구들의 

포트폴리오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표-8>의 6열과 7열)이다. Tobit모형 추정치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는 추정치와 관측치가 0이 아닐 확률의 곱과 같다(Green, 2000). 따라

서 위험자산을 보유한 가구들만 대상으로 할 때는 위험자산 보유확률은 1이 되고 추정치 자체

가 한계효과가 되어 평균탄력성을 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체가구의 포트

폴리오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8열과 9열)이고, 세 번째 유형은 추정모형의 포트폴리오 

예측치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10열과 11열)이다.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 독립

변수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구한 후 평균탄력도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구한 소득과 

부의 평균탄력도 관측치는 각각 33개이다. 위험자산에 대한 소득평균탄력도의 표본평균은 대

략 1.35 이고, 95% 신뢰구간은 (1.32, 1.38), 부의 평균탄력도 표본평균은 대략 1.25이고, 

95% 신뢰구간은 (1.23, 1.27)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소득의 평균탄력도가 부

의 평균탄력도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IRRA가설은 본 연구의 분석표본에서는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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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Tobit 모형 추정결과(非자영업자 표본)

위험자산 주식 광의의 위험자산 광의(LAD)

상수항 -3.059 -4.360 -1.105 -1.201 

(-20.24)* (-19.50)* (-11.48)* (-11.76)*

나이 0.030 0.034 -0.020 -0.025 

(5.57)* (4.23)* (-5.92)* (-7.03)*

나이제곱/1000 -0.357 -0.436 0.175 0.215 

(-6.12)* (-4.94)* (4.76)* (5.60)*

결혼 0.053 0.029 0.014 -0.002 

(2.27)** (0.91) (0.90) (-0.11)

성별 0.013 0.057 -0.046 -0.068 

(0.59) (1.72) (-3.13)* (-4.43)*

교육년수 0.005 0.024 -0.002 -0.004 

(1.83) (7.11)* (-1.35) (-2.47)**

가구원수 -0.031 -0.035 -0.030 -0.038 

(-4.75)* (-3.95)* (-6.70)* (-7.98)*

지역 0.016 -0.022 -0.022 -0.057 

(0.89) (-0.94) (-1.73)* (-4.36)*

자가 -0.039 0.031 -0.040 -0.041 

(-2.41)** (1.51) (-3.56)* (-3.57)*

의료비지출/1000 -0.010 -0.008 -0.385 -0.589 

(-0.07) (-0.05) (-3.76)* (-4.86)*

사교육비지출/1000 0.344 0.401 -0.239 -0.334 

(2.86)* (2.83)* (-2.69)* (-3.62)*

상용직 0.093 0.268 0.114 0.139 

(4.69)* (10.08)* (8.04)* (9.43)*

임시일용직 0.027 0.055 0.015 0.018 

(1.14) (1.58) (0.93) (1.07)

공무직 -0.094 -0.141 0.043 0.049 

(-4.60)* (-5.73)* (2.99)* (3.26)*

차입제약 -0.140 -0.127 -0.219 -0.308 

(-8.49)* (-5.79)* (-19.87)* (-26.11)*

log(총소득) 0.163 0.196 0.162 0.170 

(11.19)* (10.22)* (16.10)* (15.55)*

log(총자산) 0.103 0.127 0.107 0.143 

(13.85)* (11.88)* (22.10)* (24.59)*

 0.586 0.585 0.482 -

(77.60) (50.89)* (121.91)* -

left obs. 9165 11473 3894 -

right obs. 116 21 573 -

total obs. 13337 13337 13337 12081 

LR_sign 1372.89 1639.712 2553.793 -

LR_spec 813.6 324.3 5405.7 -

주 : 괄호 ()내의 값은 t-통계량을 의미하고, *(**)는 각각 1%(5%) 유의수준에서 기각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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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Tobit 모형 추정결과 (19 < age < 66)

위험자산 주식 광의의 위험자산 광의(LAD)

상수항 -3.329 -4.681 -0.958 -0.972 

(-20.01)* (-19.32)* (-9.04)* (-7.71)*

나이 0.042 0.046 -0.025 -0.033 

(6.75)* (5.16)* (-6.19)* (-7.16)*

나이제곱/1000 -0.509 -0.591 0.232 0.323 

(-7.22)* (-5.80)* (5.15)* (6.14)*

결혼 0.050 0.028 0.015 -0.001 

(2.14)** (0.87) (0.98) (-0.08)

성별 0.007 0.053 -0.048 -0.065 

(0.32) (1.57) (-3.22)* (-3.73)*

교육년수 0.005 0.026 -0.003 -0.005 

(1.85) (7.41)* (-1.87) (-2.56)**

가구원수 -0.033 -0.036 -0.030 -0.037 

(-4.97)* (-4.10)* (-6.52)* (-6.76)*

지역 0.015 -0.019 -0.021 -0.060 

(0.85) (-0.83) (-1.67) (-4.04)*

자가 -0.035 0.030 -0.038 -0.038 

(-2.15)** (1.45) (-3.37)* (-2.87)*

의료비지출/1000 0.008 0.007 -0.329 -0.421 

(0.06) (0.04) (-3.17)* (-3.40)*

사교육비지출/1000 0.288 0.314 -0.192 -0.270 

(2.37)** (2.20)** (-2.15)** (-2.58)**

상용직 0.100 0.266 0.116 0.141 

(4.99)* (9.99)* (8.16)* (8.38)*

임시일용직 0.034 0.049 0.013 0.021 

(1.42) (1.42) (0.79) (1.05)

공무직 -0.094 -0.141 0.044 0.048 

(-4.58)* (-5.73)* (3.08)* (2.83)*

차입제약 -0.142 -0.132 -0.220 -0.312 

(-8.60)* (-6.00)* (-19.83)* (-23.41)*

log(총소득) 0.169 0.205 0.156 0.165 

(11.41)* (10.59)* (15.37)* (13.30)*

log(총자산) 0.102 0.128 0.107 0.139 

(13.62)* (11.89)* (21.82)* (21.11)*

 0.584 0.581 0.480 -

(77.08)* (50.78)* (120.98)* -

left obs. 8936 11197 3763 -

right obs. 114 19 561 -

total obs. 13047 13047 13047 11887

주 : 괄호 ()내의 값은 t-통계량을 의미하고, *(**)는 각각 1%(5%) 유의수준에서 기각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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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소득과 부의 평균탄력도 추정

포트폴리오 평균 추정치 평균탄력도
위험보유가구 전체가구 예측치* 소득 총자산 소득 총자산 소득 총자산 소득 총자산

전체표본

위험자산 0.400 - - 0.157 0.115 1.39 1.29 - - - -

주식 0.330 - - 0.165 0.140 1.50 1.42 - - - -

광의 0.651 - - 0.160 0.194 1.25 1.30 - - - -

광의(LAD) - 0.470 0.448 0.175 0.119 - - 1.37 1.25 1.39 1.27 

한계효과**

위험자산 - 0.121 0.117 0.042 0.030 - - 1.35 1.25 1.36 1.26 

주식 - 0.041 0.040 0.014 0.011 - - 1.33 1.26 1.33 1.26 

광의 - 0.449 0.409 0.132 0.084 - - 1.29 1.19 1.32 1.21 

非자영업자표본 

위험자산 0.402 - - 0.196 0.127 1.49 1.32 - - - -

주식 0.338 - - 0.163 0.103 1.48 1.31 - - - -

광의 0.658 - - 0.162 0.107 1.25 1.16 - - - -

광의(LAD) - 0.488 0.473 0.170 0.143 - - 1.35 1.29 1.36 1.30 

한계효과

위험자산 - 0.126 0.122 0.044 0.028 - - 1.35 1.22 1.36 1.23 

주식 - 0.047 0.046 0.015 0.009 - - 1.31 1.20 1.32 1.21 

광의 - 0.466 0.425 0.126 0.083 - - 1.27 1.18 1.30 1.20 

하위표본

(19 <age<66 )

위험자산 0.400 - - 0.169 0.102 1.42 1.26 - - - -

주식 0.330 - - 0.205 0.128 1.62 1.39 - - - -

광의 0.651 - - 0.156 0.107 1.24 1.16 - - - -

광의(LAD) - 0.489 0.478 0.165 0.139 - - 1.34 1.28 1.35 1.29 

한계효과

위험자산 - 0.127 0.123 0.045 0.027 - - 1.35 1.21 1.36 1.22 

주식 - 0.047 0.047 0.015 0.009 - - 1.31 1.19 1.32 1.20 

광의 - 0.468 0.427 0.122 0.083 - - 1.26 1.18 1.29 1.19 

주 : *는 추정모형의 예측치를 의미하고, **는 Tobit모혀의 한계효과를 의미하고, 한계효과를 구하기 위한 누적확률은  

으로 계산됨.

Ⅵ. 요약 및 시사점

불확실성과 위험증가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초가 되고, 많은 논쟁점을 제공하는 가설은 

Arrow(1965)에서 기인한다. 가설에 따르면, 위험회피적 의사결정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는 

DARA이고 IRRA이다. 가설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가설의 타당성 여부가 위험증가 효과의 방향성과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소득과 부의 평균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이질적인 선호는 포트폴리오 선택

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장년층의 포트폴리오는 노년층의 포트폴리오에 비하여 위험자

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았고, 가구원수가 많고, 自家 보유자, 미혼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 16 -

수록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둘째, 차입제약은 포트폴리오선택에 있어 주요한 결

정요인이다. 차입제약에 직면한 가구는 非차입제약가구에 비하여 위험자산투자비율은 매우 낮

았다. 셋째, 노동소득위험은 가계의 포트폴리오선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노동소득위

험 낮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 비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

구의 포트폴리오 선택을 분석함에 있어 직업선택의 자기선별(self-selection)을 고려해야 한다. 공

무직의 경우, 노동소득이 있는 상용직, 임시․일용직가구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소득과 부

의 수준, 높은 교육수준, 낮은 노동소득위험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에 덜 보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무직 가구의 높은 위험회피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험자산에 대한 엥겔곡선 추정결과는 위험자산이 열등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DARA가

설을 기각시키지 못하고, 위험자산이 사치재라는 측면에서 IRRA 가설을 기각시켰다. 분석결과 

소득과 부의 추정치들은 위험자산의 유형, 추정방법, 전체표본과 하위표본에 관계없이 매우 

강건하였다. 위험자산에 대한 소득평균탄력도의 평균은 1.35, 부의 평균탄력도의 평균 1.25이

고, 평균의 95% 신뢰구간은 IRRA를 기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불확실성하의 경제 예측과 정책을 수

행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된다. 가계의 위험에 대한 선호가 DARA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가 

예비적저축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예비적저축이론에 예측하는 바는 노동소득위

험의 증가는 예비적저축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 예비적 부(precautionary wealth)를 축적한

다. 예비적저축동기는 거시경제의 잘 풀리지 않는 과제인 항상소득가설의 실증적기각의 문제

와 주식프리미엄퍼즐에 대한 설명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위험선호가 DRRA라는 사실

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고,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의 증가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감

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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