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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위험 회피 성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 직접 측정하여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할 때 크게 실험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 설문을 수행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

bor & Income Panel Study)에서도 리스크라는 설문을 7차, 10차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하여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LIPS의 리스크 설문에 Brown-Taylor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려 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한 결과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

ics)를 활용하여 측정된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KLIPS의 리스크 설문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잘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한다. 만약 KLIPS의 리스크 설문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게 잘못 설계되었다면 리스크 설문을 통해 측정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은 여러 연구에 직접적인 변수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LIPS의 리스크 설문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학적 이론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KLIPS 리스크 

설문의 문제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KLIPS 리스크 설문의 문제점 

분석에는 리스크 설문구조의 차이점, 설문 문항의 수 등이 주된 근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KLIPS를 활용하여 설문으로 측정된 성향이 

위험회피성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자산구조 선택행위 변수를 

실효적으로 설명하는지의 여부를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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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은 개인의 경제학적 행태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위험 회피 성향을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 직접 추출하여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①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실험 설계를 통한 측정 방법, 위험에 관한 설문을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 측정 방법이다. 실험을 수행하면서 설계된 실험 구조에 대한 

문제점, 실험 설계방법에 따라 측정되는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여러 실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하고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설문을 통한 위험 회피 성향 측정 

방법은 실험 설계를 통한 측정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arsky et. al.(1997)의 

논문에서는 개인의 항상 소득과 관련된 설문을 설계하여 위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려 하였다. 이 설문을 활용하여 Brown et. al.(2006)의 

논문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0부터 5까지 6개의 범주로 나누어 위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려 하였다. 그 외에도 Ding et. al.(2010), Hanna 

and Suzanne(2004), Dohmen et. al.(2015), Kim and Lee(2012) 등 

위험 회피 성향을 직접 측정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에서도 KLIPS의 리스크 설문을 활용하여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위험자산 보유에 대한 영향, 개인 연금 

① Barsky et. al.(1997), Brown et. al.(2006) 등에서 위험 회피 성향을 직접 추정하
여 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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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진형 

(2008)에서는 KLIPS의 설문을 활용하여 Brown et. al.(2006)에서 

사용되었던 방법론으로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진형(2008)에서는 Brown et. al.(2006)에서 활용되었던 기대 효용 

이론을 잘못 적용하여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였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KLIPS에서 수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위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수행된 설문을 바탕으로 도출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에 대한 자료는 정확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 없다.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변수화하여 관련된 여러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KLIPS 

설문을 통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KLIPS이다. KLIPS의 리스크 설문에 Brown 

et. al.(2006)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려 하였다. Brown et. al.(2006)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PSID의 위험 설문을 활용하였다. PSID의 위험 설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은 M1설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응답에 따라 다른 질문으로 진행하게 하는 순차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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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SID 설문 구조 

 

 

M1 :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에 수입이 2배로 될 확률이 50%이지만 현 

수입의 1/3만큼 삭감될 확률이 50%이다. -> (Yes : M2),  

M2 :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에 수입이 2배로 될 확률이 50%이지만 현 

수입의 1/2만큼 삭감될 확률이 50%이다. -> (Yes : M5) 

M5 :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에 수입이 2배로 될 확률이 50%이지만 현 

수입의 3/4만큼 삭감될 확률이 50%이다.  

M1 :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에 수입이 2배로 될 확률이 50%이지만 현 

수입의 1/3만큼 삭감될 확률이 50%이다. -> (No : M3),  

M3 :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에 수입이 2배로 될 확률이 50%이지만 현 

수입의 20% 만큼 삭감될 확률이 50%이다. -> (No : M4) 

M4 :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에 수입이 2배로 될 확률이 50%이지만 현 

수입의 10% 만큼 삭감될 확률이 50%이다.  

 

Brown et. al.(2006)에서는 위 설문을 활용하여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0부터 5까지 범주화 하였다. 이 설문 구조를 기대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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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정리하면 기대 효용의 크기에 따라 [표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1] PSID 설문의 기대효용 이론 적용 

문항 기대효용 문항 기대효용 

    

    

  
  

 

[표 2] PSID 설문의 기대 효용 서열 관계 

RA 서열 관계 
0 (4)>(3)>(1)>(2)>(5)>U(X) 
1 (4)>(3)>(1)>(2)>U(X)>(5) 
2 (4)>(3)>(1)>U(X)>(2)>(5) 
3 (4)>(3)>U(X)>(1)>(2)>(5) 
4 (4)>U(X)>(3)>(1)>(2)>(5) 
5 U(X)>(4)>(3)>(1)>(2)>(5) 

 

위와 같이 현재 직장에서 주어지는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을 U(X)라고 한다면 이직 제안이 주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용 

수준은 위에서 나타낸 것과 같다.  수입의 2배가 될 확률이 0.5로 

동일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만 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함수의 가정 

없이도 기대 효용을 서열화 할 수 있다. 이를 서열화 해보면 

> 로 나타낼 수 있다. M1, M2, M5 

설문에서 모두 YES를 선택한 개인은 U(X)가 모든 기대 효용보다 작기 

때문에 이직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M1, M2에서는 YES를 선택하고 

M5에서는 NO를 선택한 개인은 이지만 U(X)는 

보다 큰 값을 가지는 효용곡선이다. 이러한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위험 회피 성향 별로 효용의 서열 관계를 나타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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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0부터 시작하여 RA=5까지 위험에 대한 태도를 범주화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0이 가장 위험을 선호하는 범주이며 5는 가장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론을 KLIPS의 

리스크 설문에도 적용하여 각 선택에 따른 효용을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이를 선호순서를 적용하여 0부터 6까지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② 

 

 

Ⅱ. KLIPS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 측정 

 

1. KLIPS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 측정 

KLIPS의 리스크 설문은 각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에 얻게 되는 

금액과 게임에서 졌을 경우 얻게 되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변하는 구조이다. KLIPS의 리스크 설문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금과 복권, 어느 것이든 상관 없음의 3문항 

중 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한다. 위험 회피 성향을 일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복권 당첨 금액이 같고 확률이 0.4, 0.5, 0.6으로 주어져 있는 

리1-3, 리1-2, 리1-4를 선택하여 ③  Brown-Taylor의 방법론을 

적용해 보려 한다. KLIPS의 리스크 설문 구조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② Risakave=0~2까지는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이고, Riskave=3은 위험 중립적인 성향,
 Riskave=4~6은 위험을 회피 하는 성향을 보인다. 
③ 리1-1, 리1-5는 복권 당첨금액과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효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이 없이는 효용의 서열관계를 나타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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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LIPS의 리스크 설문 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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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LIPS의 리스크 설문 구조 2 

 

설문 구조에 기대 효용 이론을 적용하여 나타내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KLIPS 리스크 설문의 기대 효용 이론 적용 

 리1-3 리1-2  리1-4  
대안 40% 확률로 20만 원 50% 확률로 20만 원 60% 확률로 20만 원 

기대값 8만원 10만원 12만원 
기대 
효용 

0.4*U(20)+ 
0.6*U(0) 

0.5*U(20)+ 
0.5*U(0) 

0.6*U(20)+ 
0.4*U(0) 

 

각 복권이 가져다 주는 기대 효용을 (3), (2), (4)라고 한다면 각 

게임의 기대효용은 (4)>(2)>(3)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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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분석해 보면 리1-3은 불리한 게임, 리1-2는 공정한 게임, 

리1-4는 유리한 게임으로서 ④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불리한 

게임, 공정한 게임에는 응하지 않지만, 유리한 게임에는 응하지 않을 

수도, 응할 수도 있다.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유리한 게임에는 응하지만, 

공정한 게임이 가져다 주는 효용과 게임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같기 때문에 게임에 응할 수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유형은 유리한 게임, 공정한 게임에는 

반드시 응하고, 불리한 게임에는 효용곡선의 형태에 따라 게임을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가장 위험 회피 성향이 낮은 사람, 즉 위험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모든 설문에 복권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유리한 내기, 공정한 내기에는 무조건 응하고, 불리한 

내기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유형이다. 이 

선택을 한 개인의 경우는 불리한 내기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게임이 

가져다 주는 효용이 게임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선호 관계를 바탕으로 각 선택에 따른 

기대 효용과 게임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서열관계를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④ 불리한 게임은 기대값이 확실한 금액보다 작은 게임, 유리한 게임은 기대값이 확실한
 금액보다 큰 게임, 공정한 게임은 기대값이 확실한 금액과 같은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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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LIPS 리스크 설문의 기대 효용 서열 관계 

Riskave 서열 관계 

0  
1  
2  
3  
4  
5  
6  

 

이를 각 문항에서의 선택 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고 각 위험에 대한 

태도를 0부터 6으로 7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나타낼 수 있다.  

 

[표 5] KLIPS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 도출 

riskave 리1-3 리1-2 리1-4 
0  2 2 2 
1 3 2 2 
2  1 2 2 
3 1 3 2 
4 1 1 2 
5 1 1 3 
6 1 1 1 

 

 

2. 위험 회피 성향의 분석 

KLIPS를 활용하여 측정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 [그림 4]를 

보면 약 90% 정도가 모두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6의 

범주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PSID로 측정한 개인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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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성향의 분포 [그림 5]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위험 회피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혀진 바가 있다. 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 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 위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위험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 KLIPS를 통해 

측정한 위험 회피 성향과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단순 OLS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림 4] KLIPS 위험회피성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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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Schooley (1996)의 논문에서 위험 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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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SID 위험회피성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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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위험 회피 성향과 인구 통계학적 변수간의 관계⑥ 

 (1) 
Sex07  

 
Edu07  

 
Job07  

 
Age07  

 
Cons  

 
R2  
F-statistic  

 
 

KLIPS를 활용하여 측정한 위험 회피 성향을 OLS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⑥ Sex07은 남성일 경우 1, 여성일 경우 0인 더미 변수이고, Edu07은 교육을 받은 연
수이다. Job07은 취업상태일 경우 1, 미취업 상태일 경우 0인 더미 변수이다. Age07은
 연령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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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위험을 선호하며,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위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두 유의 

수준은 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분포의 90%정도가 가장 위험을 싫어하는 

Riskave=6에 몰려있다는 점으로 인해 정확한 선형관계를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표 8] PSID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위험을 싫어하는 성향을 보이는 RA=5에 가장 많이 몰려있기는 하지만 

23.44%로 전체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KLIPS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과는 다르게 각 범주 별로 20%정도의 균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⑦ 

 

[표 7] KLIPS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 

Riskave 빈도 확률 누적확률 

0 591 5.40 5.40 

1 4 0.04 5.44 

2 237 2.17 7.61 

3 5 0.05 7.65 

4 326 2.98 10.63 

5 3 0.03 10.66 

6 9,772 89.34 100.00 

합계 10,938 100.00  

 

 

⑦ Hanna and Suzanne (2004)의 논문에서는 Barsky의 설문과 Hanna의 연금관련 설
문을 비교하여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 위험 회피 성향이 균일한 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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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PSID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 

RA 확률 
0 5.88 
1 12.76 
2 17.99 
3 19.21 
4 20.72 
5 23.44 

합계 100.00 
 

 KLIPS의 리스크 1-2, 1-3, 1-4 문항만을 사용하여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을 측정한 이유는 복권의 당첨금과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되는 금액이 같고 확률만 다르기 때문에 효용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의 가정 없이도 효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서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하여 리스크 1-1과 1-5문항을 활용한다면 더 

정확한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 1-1, 문항과 1-5 문항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금액과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효용 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 없이는 크기를 비교하여 서열화 하기 

어렵다. 리1-1과 리1-5 설문의 경우는 공정한 게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번 문항은 당첨금 15만원 당첨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보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첨 확률,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각각 0.5이다. 

5번 문항은 당첨될 경우 50만원, 당첨되지 않을 경우 0원의 보수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첨될 확률은 0.2이다. 즉 두 문항 모두 기대값이 

10만원으로 동일한 공정한 게임이다. 위험 회피 성향을 추정하는데 이 

두 문항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극단적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인 Riskave=6 그룹의 선택과, 위험 중립 성향을 보인 Risakve=3 

그룹의 선택, 위험 선호 성향을 보인 Riskave=0 그룹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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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봄으로 인해 설문에 응함에 있어서 일관된 선택을 보여주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9] Riskave=6인 사람들의 1번 문항 선택 분포 

선택 빈도 확률 누적확률 
1 9,579 97.11 97.11 
2 249 2.52 99.64 
3 36 0.36 100.00 

Total 9,864 100.00  
 

[표 10] Riskave=6인 사람들의 5번 문항 선택 분포 

선택 빈도 확률 누적확률 
1 9,740 98.74 98.74 
2 118 1.20 99.94 
3 6 0.06 100.00 

Total 9,864 100.00  
 

[표 11] Riskave=0인 사람들의 1번 문항 선택 분포 

선택 빈도 확률 누적확률 
1 72 12.10 12.10 
2 520 87.39 99.50 
3 3 0.50 100.00 

Total 595 100.00  
 

[표 12] Riskave=0인 사람들의 5번 문항 선택 분포 

선택 빈도 확률 누적확률 
1 104 17.48 17.48 
2 489 82.18 99.66 
3 2 0.34 100.00 

`Total 59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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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Riskave=3인 사람들의 1번 문항 선택 분포 

선택 빈도 확률 누적확률 
1 0 0 0 
2 0 0 0 
3 5 100.00 100.00 

Total 5 100.00  
 

[표 14] Riskave=3인 사람들의 5번 문항 선택 분포 

선택 빈도 확률 누적확률 
1 3 60.00 60.00 
2 2 40.00 100.00 
3 0 0.00 100.00 

Total 5 100.00  
 

Riskave=6인 표본의 선택을 살펴보면 1번 문항의 경우 현금을 선택한 

사람이 97.11%가 되고 5번 문항에서는 현금을 선택한 사람이 

98.74%이다. 즉 위험 회피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의 대부분은 타 문항의 

선택에서와 같이 모두 현금을 선택하였다. Riskave=0인 사람들의 

선택을 살펴보면 1번 문항의 경우 복권을 선택한 사람은 82.18%, 5번 

문항의 경우 복권을 선택한 사람은 87.39%로 일관된 선택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설문 응답에 대한 

논리적 선택을 보여준 표본은 07차에 전체 표본의 95.37%이고, 

10차에는 97.75% 이다. 즉 설문을 설계할 때 개인의 비논리적 선택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PSID와의 위험 회피 성향과의 분포 차이가 극단적으로 난다는 점에서 

KLIPS를 활용하여 측정된 위험 회피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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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험 회피 성향 측정의 문제점 분석 

 

1. PSID와 KLIPS의 설문 구조 분석 

 위험에 대한 태도는 자산 선택, 직업 선택, 건강 문제 등 한 평면이 

아닌 다양한 평면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Dohmen 

et. al.(2015)의 논문에서 설문의 질문을 일반적 위험, 운전 상황에서의 

위험, 금융 자산 선택에서의 위험, 여가, 직업 선택, 건강에서의 

위험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⑧ 그 결과 일반적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실험을 통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잘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각 설문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직업 

선택을 할 때보다 금융 자산을 선택할 때 위험을 더 회피하려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PSID의 설문과 KLIPS의 설문 구조를 

살펴보면 PSID는 상대적으로 직업 선택을 통한 항상 소득의 변화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KLIPS는 복권을 활용한 일시 소득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직업과 금융상품의 선택으로 본다면 KLIPS가 좀 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으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Barsky et. al.(1997)에서는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구성할 때 

반드시 평생에 걸친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문을 구성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KLIPS에서는 일회적 대가성의 

10만원이라는 현금과 복권의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함으로 일시적 소득을 

활용하여 설문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KLIPS의 

⑧ 위험에 대한 설문은 특정 평면(건강, 자산선택, 직업 선택 등)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
는 위험 수준을 0(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10(위험을 감수하겠다)으로 나누어 
선택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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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관한 설문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잘 포착하는 설문인지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KLIPS와 PSID의 설문 구조 

차이를 보상의 금액적인 차이에서 본다면 KLIPS의 설문은 PSID의 

설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의 금액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직관적인 

관점에서는 금액이 클수록 불확실성 하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KLIPS에서의 

결과는 직관과는 다르게 더 위험을 선호하지 않고 회피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인해 KLIPS에서는 물론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의 분포가 나타나는 점이 어느 정도 위험 선호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설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소득을 통해 위험을 측정하여 개인에게 신중한 선택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KLIPS의 리스크 설문 구조는 잘못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KLIPS와 PSID의 차이는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의 

문항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SID의 경우 M1에서부터 M5까지 모두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한 게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기 

때문에 KLIPS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분포가 고르게 퍼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에 반해 KLIPS는 총 5가지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한 게임이 1문항, 위험 

선호적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이 1문항, 공정한 게임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을 상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다. PSID의 경우 0~5까지 6개의 구분이 모두 

위험 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평면이지만, KLIPS의 경우는 4~6까지만이 

위험 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평면이다. KLIPS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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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개인에게 선택 대안이 한 가지 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두 문항에서 현금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모두 위험 회피 성향이 6에 몰려있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설문을 설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의 수를 

증가시킨다면 3개의 범주를 PSID의 설문처럼 6가지의 범위로 넓게 

확장시킬 수 있고, PSID의 결과처럼 균일한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2. 소유효과를 통한 분석 

KLIPS에서 측정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이 올바르게 측정된 

분포라면 이는 소유효과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PSID의 위험 설문의 경우 2배의 수입과 일정 비율 삭감된 수입을 

절반의 확률로 얻는 구조이다. KLIPS의 리스크 설문은 10만원의 

현금과 20만원의 당첨금, 당첨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0원을 얻게 되는 

복권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만원을 얻었을 때의 

가치보다 복권에서 당첨되지 못했을 경우 0원을 획득하게 될 경우를 

심리적으로 기피하게 된다면 안전한 10만원을 선택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KLIPS에서의 설문이 PSID에서 측정한 값보다 

지나치게 높은 위험 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원인이라 분석할 수 있다. 

복권의 평면은 0이상의 평면이기 때문에 잃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유효과(Endowment effect)로 인해 10만원의 유보가격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10만원을 기준으로 이득과 상실의 평면으로 구분 

될 수 있다. Kahneman et. al.(1990)은 머그컵 실험을 통해 소유효과가 

존재함을 증명하려 하였다. 실험을 통해 머그컵을 소유한 그룹과 

소유하지 않은 그룹간의 유보가격을 측정하였는데 그 차이는 $7.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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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며 소유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KLIPS의 리스크 설문에 적용하여 설문이 소유효과가 

작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설문 구조를 분석하면 

리스크 설문에서는 어떠한 일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이라는 현금이 

주어지는데 이를 복권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은 실제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10만원과 복권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권의 유보가격이 10만원으로 

설정되고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0원의 가치는 

유보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의 평면에 존재하여 현금 10만원을 더 

선호하도록 행동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SID의 경우 

대가성으로 지불된 금액이 아니라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인 직장소득을 

수단으로 하여 설문을 수행하기 때문에 KLIPS보다 소유효과가 작용할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이 떨어질 경우의 규모도 

KLIPS와는 달리 0원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정 비율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효과는 KLIPS보다 적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PSID와 KLIPS의 설문 구조를 보면 이는 단순히 

준거점(Reference Point)만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⑨ 

PSID에서는 기존의 수입 수준인 X점에서 수입의 좌, 우 이동을 통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려 하였다. X점 이하에서는 개인이 

상실평면으로 인지하고 효용곡선이 획득 평면에서보다 더 오목하게 

작용하게 된다. KLIPS에서는 기존의 PSID에서 X점이었던 준거점이 

X+10점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KLIPS에서 X+10점을 기준으로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기 때문에 X+10점 아래 구간은 상실 평면으로 

⑨ 준거점의 이동 후 이동 된 준거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PSID
에서와 같은 획득평면, 손실평면에서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고, 효용곡선의 오목성은 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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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PSID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용곡선이 획득 평면에서 보다 더 

오목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소유효과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PSID와 KLIPS의 차이는 준거점의 이동으로 볼 수 있고 그 

준거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유효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 즉, 소유효과는 KLIPS에서 

측정한 위험 회피 성향이 PSID에서 측정한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에 뒷받침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KLIPS에서의 설문은 개인들에게 소유효과를 작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추정된 분포가 바르게 측정된 분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Sprenger(2010)의 논문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게임을 PE(Probability Equivalent Game)과 CE(Certainty Equivalent 

Game)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PE 게임은 KLIPS의 리스크 

설문 구조의 게임으로 특정한 값의 금액과 일정 확률로 높은 금액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낮은 금액을 얻게 되는 게임 중 선택하게 

하는 게임이다. KLIPS의 리스크 설문 내용을 예로 들면 확실한 현금 

10만원과 0.5의 확률로 게임에서 20만원을 얻게 되고 0.5의 확률로 

0원을 얻게 되는 구조의 게임이다. Sprenger(2010)의 논문에서는 

이론상 PE game에서 예측하는 위험에 대한 태도와 CE game구조에서 

예측하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같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PE 게임 참가자의 경우 위험에 대해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 되고 CE의 경우 위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실험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Sprenger(2010)의 

PE게임과 KLIPS 설문 내용이 같은 구조를 가진 PE게임으로 본다면 

KLIPS를 활용하여 측정된 위험 회피 성향의 결과가 PSID 위험 설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도록 설계된 설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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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Sprenger(2010)의 논문의 연구 결과도 

PSID와 KLIPS의 분포의 차이에 대한 명백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KLIPS는 PE게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PSID의 설문은 

CE게임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PSID의 설문구조는 50%의 

확률로 항상 2배의 소득을 얻게 되고 50%의 확률로 현재 수입 X보다 

적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보상만이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CE게임의 형태라고 할 수 없다. 

CE게임은 게임에서 이기거나 질 확률을 고정하고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을 변경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KLIPS는 PE게임의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PSID에 비해 위험 회피 성향이 더 높게 나오는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없다.  

 

3. 실증연구를 통한 분석 

개인의 다양한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위험 회피 성향을 직접 측정하여 

변수로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이 

위험 자산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저축 선택에 미치는 영향,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연구에 위험 회피 성향이 직접 변수로 활용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 KLIPS에서 추정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이 정확하게 측정 된 

결과라면 기존에 수행된 실증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KLIPS에서 측정한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를 

살펴보면 6의 분포가 90% 정도로 몰려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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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분석을 통해 KLIPS에서 추정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이 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직접 변수로 활용 가능한지 분석하려 한다. 

활용한 데이터는 KLIPS 07차 데이터로 요약 통계량은 [표 15]와 같다.  

 

[표 15] KLIPS 요약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riskave 10938 5.5260 1.4833 0 6 
saving 11549 1350.017 4615.155 0 150000 
sbm 11549 134.5867 1280.987 0 50000 
sex07 11549 0.4832 0.4997 0 1 
age07 11549 42.4067 17.04504 14 99 
edu07 11549 5.0101 1.5091 2 9 
job07 11549 0.5387 0.4985 0 1 
age2 11549 2088.837 1609.464 196 9801 
wealth 11549 17659.31 26446.04 0 321700 
 

Bucciol et. al.(2016)의 논문에서는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⑩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Probit 방법론과 OLS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위 논문에서 설명 변수로 활용한 

데이터는 SHARE(Survey on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

rope)로 2006년(2차), 2013년(5차)에 수집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에서는 KLIPS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를 수행하지 않고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Bucciol et. al.(2016)에서 이러한 

분류는 위험 자산에 대한 협소한 이해보다 광범위한 개념 접근을 통해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이는 KLIPS의 데이터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방법론 OLS를 통해 KLIPS의 위험 

⑩ Bucciol et. al. (2016)의 논문에서 활용된 위험 감수 능력(Risk Tolerance) 변수는
 위험 회피 성향의 역수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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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위험 회피 성향간의 관계를 통해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Bucciol et. al.(2016)의 논문에서는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을수록 즉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위험 자산을 많이 보유한다는 

결과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서술하고 있다. 

OLS를 통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KLIPS를 통해 측정한 위험 회피 성향을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6] 위험 자산과 위험 회피 성향의 OLS분석 

 (1) 
Riskave  

 
Edu07  

 
Age2  

 
Age07  

 
Sex07  

 
Job07  

 
nw  

 
wealth  

 
cons  

 
R2  
F-statistic  

 
 

 

 

 23 



 

[표 16]을 보면 KLIPS에서 수집한 위험자산을 sbm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단순 OLS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P-value가 50%로 

높은 값이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위험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연구를 수행하기 전 

가설을 세웠던 것처럼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가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변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개인의 저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Kahn(2013)의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LIP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같은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KLIPS에서는 저축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서술하게 구조되어있고 이를 금액으로 가져와 변수화 

하였다. 저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 OLS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위 논문의 연구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더미 변수화한 RiskTaking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KLIPS를 활용하여 측정된 위험 회피 

성향(Riskave) 변수를 Dummy화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⑪  단순 

OLS분석 결과 기존의 논문과 방향성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P-

value의 값은 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회피 성향의 영향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로서 종속 변수를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⑪ drisk=0 : riskave(0~2), drisk=1 : riskav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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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저축과 위험 회피 성향의 OL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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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KLIPS를 활용하여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한 후 PSID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과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KLIPS의 리스크 설문은 전 

생애에 걸친 소득이 아닌 복권과 10만원이라는 일시적 소득을 보상으로 

설문을 설계되었다는 점, 위험 회피 성향을 포착할 수 있는 설문이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잘못 측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LIPS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을 직접 변수로 설정하여 위험 회피 성향이 위험 자산 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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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저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하였지만, 위험 회피 

성향이 6에 약 90% 정도가 몰려있는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소유효과와 PE게임을 통해서는 KLIPS의 

리스크 설문으로 측정한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가 정확한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설문을 

설계하고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KLIPS로 

측정된 위험 회피 성향은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정확히 포착하는 

설문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문을 처음 설계할 때 어떠한 목적과 

기준으로 설문을 설계하였고, 설문을 수행한 뒤 이 설문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의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 노동 패널에 직접 문의 한 결과 안주엽(2006)의 논문이 사후 

검증을 절차를 대체하였다는 답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안주엽 

(2006) 논문에서는 응답의 논리성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였고 

KLIPS의 리스크 설문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지나치게 위험 

회피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설계가 되어있는지, PSID와의 분포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똑같은 설문이 07차, 10차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사후검증이 제대로 되었다면 같은 설문이 수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노동패널의 답변은 패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이유라고 

하였다. 즉 안주엽(2006)의 논문에서 사후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문제가 없다 판단하였고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의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PSID, SOEP(Socio-Economic 

Panel) 등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된 위험 회피 성향의 분포와는 

지나친 차이를 보이고 유리한 게임의 문항이 1문항으로 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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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그리고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기준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이 아닌 복권과 일시적 소득인 10만원이라는 점으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다. KLIPS에서 

수행한 리스크 설문을 바탕으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측정하고 이를 

변수화하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PSID와 같은 구조의 설문을 

수행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문의 장점과 여러 기간에 걸쳐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패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설계된 설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KLIPS를 활용한 

위험 회피 성향에 대한 문제점 분석은 실증 연구와 설문의 구조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지만 이는 실험으로 증명된 PSID의 설문을 수행하여 

KLIPS의 설문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보다 

강력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KLIPS에서 수행한 

리스크 설문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문제점 분석과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KLIPS에서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을 적용하여 타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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