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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1장에서는 상품가격자료 없이 통상적인 가계조사 자료만을

사용하여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는 엥겔곡선 방법론의 정확도를 연

구하였다. 엥겔곡선 실증방법론의 문제점과 보정방법을 이론적으로 분석

하고, 실제 상품가격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통크비스트 물가지수

계산방법과 WCPD 방법론으로 추정된 지역 간 물가지수를 엥겔곡선 방

법론 추정치와 비교함으로 엥겔 곡선 방법론의 정확도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횡단면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준거 방법론의 자체

적인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지역 간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

소득불평도와 최저생계비관련 빈곤정책에 관한 지역 간 물가지수의 정책

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문헌들에 대해 메타 분석하고

미국과 비교해 낮은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유도한 요인들을 밝히

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평균 0.2 근방에 위치하였고 선행연구별 추정 모형 및 표본의 성격에 따

라 추정치의 크기는 달랐다. 미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0.4 근방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인 0.2 근방의 낮은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가져온 요인들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증 결과를 통

해 밝혔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0.204이었던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제시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 시 0.236으로 증가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줄었다. 따라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국내 세대 간 소득

이동성보다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요어 : 지역 간 물가지수, 엥겔곡선 방법론, 세대 간 소득 이동성

학 번 : 2013-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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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 방법론 연구*

제 1 절 서론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고용안정

성악화(김봉근·윤상철, 2010) 및 이로 인한 소득분포의 악화에 관심이 지

속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필두로 국가 내,

국가 간 소득불평등도는 사회과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여겨지고

있다. 높은 소득불평등도나 빈곤 가구의 증가 등은 소득계층 간 위화감

의 고조 및 이로 인한 범죄율 증가나 사회신뢰도의 약화 등 주요 사회문

제들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한 시점의 높은 소득불평등도

가 시점간의 낮은 소득이동성과 연계되면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빈곤선 아래인 저소득층에 대해 관련 빈곤정

책이 비효율적이어서 세대 내 상방소득이동성이 낮을 경우, 저소득층은

장기적인 빈곤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Antman and Mckenzie,

2007). 이러한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의 현황과 그 추세에 관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계층 간 삶의 질의 불균등도나 특정 계층의 낮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이므로 적정한 생계비수준을 반영한 실질지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실질적인 삶의 질의 불평등도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통상적인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시점 간 생계비지수뿐만 아니라 지

역 간, 나아가 계층별 생계비수준의 차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생계비 차이는 큰 국토를 가진 미국이나 중국, 또는 국가 내 시

장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더욱 클 것이나, 한국의 경우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년도인 2007년 기준으

로 평당 전세가에 관해 최고지역인 서울의 344만원은 최저지역인 경북의

131만원의 2.63배에 해당하며, 월세의 평당 배율도 2.33배로 큰 격차를

* 본 장은 현은주·김봉근(2017)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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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Almas and Johnsen(2012)에 따르면 통상적인 시점 간 생계비지수(소

비자물가지수)만을 반영한 중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0.55에서 0.43으로 개

선된 것에 비해 지역 간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 불평등도는 0.35에

서 0.38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정부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

득불평등도의 개선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동 연구는 중국의 빈곤율의 추

세에 관해서도 유사한 보고를 하였다. 한편, 지역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 소득 기준 빈곤선과 명목 소득 기준 빈곤선 간 차이는 빈곤 정책의

급여대상과 규모 파악에 있어 오차를 발생시켜 정책 예산 집행에서의 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한시 부조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등 각국의 빈곤 정책들과 유사하게 우

리나라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를 지원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들은 지역 간 물가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별 생계비차이를 반영한 실질소득 측면에서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 빈곤가구가 빈곤정책의 수급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최저 임금에 관해서도 유사한 논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로 본 연구에서 계산한 서울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지수(전국기

준을 1로 할 때 서울은 1.168)를 감안하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상대

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2008년 한국노동패널 1026가구 중 359

가구로 계산되며, 이는 지역 간 물가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의

306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약 6%인 53가구가 실질소득으로 빈곤

선아래이나 명목소득기준으로는 차 상위계층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러한 실질 소득 불평등도 추정이나 빈곤가구의 정확한 선정을 위해

서는 지역 간 생계비 지수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통계청을 비롯한 대

부분의 국가들은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 등만을 보고하고 지역 간 물가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역

별 경제 지표들의 디플레이터로서 가격의 지역 내 시계열 변화를 보여주

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 간 생계비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지역 간 물가지수의 필요성과 가격자료의 부재라는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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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Almas and Johnsen(2012) 그리고 동

일 연구자의 또 다른 연구인 Almas(2012)는 큰 의미를 갖는다. Almas는

상품 가격자료 없이 통상적인 가계조사자료만을 사용하여 지역 간 물가

지수를 추정하는 엥겔곡선방법론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동 방법론의

정확도에 관한 분석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엥겔곡선방법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설명하기 전에 제한적이나마 상품가격자료가 이용 가

능할 때의 지역 간 물가지수 계산방법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먼저 설명한

다. 가격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을 먼저 설명

하는 것은 이들 방법론들을 본 연구에서 엥겔곡선방법론의 정확도 검증

을 위한 대안방법론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격이나 가격의 대리변수자료가 있는 경우, 지역 간 물가지수의 대표

적인 계산방식은 소비자 물가지수(Laspeyres index) 작성방법과 유사하

게 동일한 상품바스켓에 대한 지역 간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구

체적인 예로 중국의 지역 간 생계비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Brandt and Holz(2006)는 중국의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서 보고한 1990년 초기 지역별 상품 가격자료와 이 바스켓

방법론을 적용해 중국의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1990년 전후의 기간에 대한 결과 비교를 위해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1984년, 2004년의 지역 간 물가지수도 구하였다. 1990년 초기

이후 상품 가격 자료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Li and Gibson(2014)는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

는 라스파이레스 지수 방식의 대체편의를 개선한 계산방식 통크비스트

GEKS(Törnqvist GEKS)지수 산식에 중국 NBS에서 집계한 각 행정구

역들의 신설 주택 평균 판매가격을 투입하여 지역 간 물가 지수를 추정

한 결과 Brandt and Holz(2006)의 결과와 비교해 비교적 중국 내 지역

간 물가차이가 적은 것을 보고하여, 라스파이레스 방식의 지수가 지역간

물가차이를 다소 과다하게 추정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라스파이레스나

통그비스트 지수 방식은 바스켓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자료가 필

요하여 높은 조사비용을 수반하며, 또한 이들 지수들은 특정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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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체계하에서만 그 정확도가 보장된다는 한계도 가진다.

가격을 상품더미와 지역더미에 회귀 분석하는 CPD(Country Product

Dummy)나 이를 개선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WCPD 방법론은 위의 바스

켓 방법론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Aten(2006)은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가격자료에 WCPD 방

법론에 적용하여 미국의 38개 지역에 대한 2003년, 2004년 지역 간 물가

지수를 계산하였으며 후속 연구인 Aten and D’'Souza(2008)에서는

ACS(American Community Survey)에서 보고하는 주택 가격자료를 사

용하여 BLS에서 보고하지 않았던 지역들을 포함해 363개의 대도시 및

콜롬비아 특별 구, 모든 주 단위에 대한 2005년, 2006년 지역 간 물가지

수를 추정하여 이전 연구를 발전시켰다. 국내 물가지수에 관한 선행 연

구들 또한 WCPD방법론으로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한 바 있다. 한국

의 지역 간 물가 수준 비교를 최초로 시도한 강승복(2006)에서는 이 방

법론을 적용해 2006년 36개 도시에 대해 식료품의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물가 수준이 높은 그룹

에 속하였다. 이상호(2009)는 2005년 전체 품목의 지역 간 물가 지수를

추정한 결과 강승복(2006)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서울 지역의 물가가

가장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가격조사는 조사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보

고하지 않고 있으며, 제한적인 상품수이나마 여전히 상품가격자료를 사

용하는 WCPD 방법론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매우 한정적이다. 한

국역시도 통계청이 2008년 5월 이후 지역별 상품 가격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고하지 않고 있다.

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 대안적으로 가계조사 자료만을 사용하여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Deaton and Dupriez(2011)

는 인도와 브라질의 가계조사를 이용해 인도와 브라질 내 도농 간 지역

간 식료품 물가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계조사자료로부터 가구들이 소비

하는 상품 품목들의 지출액 그리고 소비량 정보를 얻어 상품 품목 지출

액에서 소비량을 나눈 값인 단위가격(Unit value)을 도출하고 이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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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과 도시 더미 변수에 대해 회귀 분석해 도농 간 물가차이를 구한

결과 6.9%로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조사 대상이 되는

재화는 대부분의 경우 쌀, 소고기 소비같이 어느 정도의 집합재의 성격

을 가지며, 단위가격은 지역 간 물가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가

격 차이에 집합재내에서 (질적으로 다른) 상품구성선택의 차이로 반응하

는 상품의 질적 차이 정보를 혼재하여 포함하고 있다. 질적 효과의 적정

한 보정과 관련하여서는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Gibson

and Kim, 2013).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도 측정에 사용되어온 엥겔곡선 방법

론을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에 응용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엥

겔곡선 방법론은 Hamilton(2001)에서 제시한 방법론으로 그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편의 추정을 위해 수많은 선행연구들1)에서 사용되어왔으며 단

위가격방법론과 마찬가지로 가계조사 자료만으로 적용가능하다는 큰 장

점을 갖고 있다. 엥겔곡선방법론은 Gong and Meng(2008) 연구에서 처

음으로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의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에 사용

되었고, Almas의 두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물

가지수 추정방법론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Almas and Johnsen(2012)

은 엥겔곡선 방법론을 통해 중국의 1995년과 2002년의 각 지방 내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들에 대한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였고 이를 적용하

여 실질 소득 불평등과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또 Almas(2012)에서는 국

가 내 지역 간 물가 차이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차이를 보여주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추정에서도 엥겔 곡선방법론을 적용할 수

1) CPI는 상품 가격이 변화 시 상대 가격이 낮은 상품으로 수요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

못하는 대체 편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이 질적 향상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

는 질적 변화 편의를 비롯하여 소비자가 아울렛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

매하는 것을 반영 하지 못하는 아울렛 대체편의, 새로운 상품이 소비자 물가조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신상품 편의를 가진다고 지적 받아왔다. 엥겔 곡선 방법론은 시간에

따른 가계의 식료품 비중의 변동과 CPI로 조정한 실질소득의 변동을 비교하여 CPI

내 편의를 추정한다. 식료품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는 실질소득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데 만약 이 기간 CPI로 조정한 실질소득이 일정하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향편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Costa 2001 ; Beatty and Larsen 2005 ; Barrett and

Brozozowski 2010; 정철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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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엥겔 곡선 방법론은 소비자 물가 지수 편의 추정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그리고 풍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고 최근 지역 간

물가 지수 추정 및 PPP추정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정확도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매우 적다. Beatty and Crossley(2012)는 엥겔 곡

선 방법론을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편의 추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만약 엥겔 곡선 방법론에서 추정

하는 대표적인(Reference) 가구의 생계비와 CPI의 대표적인(통상적으로

소득분위 상위 20%) 가구의 생계비가 동일하지 않다면 엥겔 곡선 방법

론에서 추정한 CPI편의는 동일하지 않은 가구 때문인지 CPI가 가지는

본래의 편의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동 연구는 엥겔곡선방법

론이 소득분포내에서 대표가구의 인식(Identification)이 불가능함도 보이

고 있다. 한편 Gibson et al.(2016)에서는 엥겔 곡선 방법론으로 지역 간

물가 지수 추정 정확도에 관한 직접적인 실증작업을 시행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상품 가격자료를 보고하고 있지 않아 다른 방법론의 결과 치들

과 비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엥겔 곡선 방법론을 통해 추정한 지역 간 물

가지수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직접적인 실증검증작업을 시행

하였다. 2010년, 2012년 베트남 가계조사와 지역별 생계비조사의 시장가

격을 이용하여 엥겔 곡선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고 이를

WCPD 방법론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엥겔 곡선 방법론의 가격 지수와

WCPD의 가격지수는 23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 엥겔 곡선 방법론의 물가지수를 이용하게 되면 베트남 내 지역별 빈

곤격차와 소득불평등 추정 시 상당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

다. 본 연구는 Gibson et al.(2016)과 연구목적을 공유하며, 엥겔곡선방법

론의 한계를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그 보정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Gibson et al.(2016)에서 사용된 횡단면 물가

지수 준거 방법론들이 가지는 자체의 한계점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이외

이러한 지역 간 물가지수의 소득불평등도나 최저생계비 보조 가구 선정

등에 관한 정책시사점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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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장에서는 엥겔 곡선 방법론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비교

방법론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자료와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IV장에서는 횡단면 물가지수 준거 방법론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 Ⅴ장에서는 실증결과에 따른 후속연구 방향과 정책시사점을 제시한

다.

제 2절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 방법론

1. 엥겔 곡선 방법론

Hamilton(2001)과 Costa(2001)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편의추정을 위해

그리고 Gong and Meng(2008)과 Almas and Johnsen(2012)에서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을 위해 적용하였던 Deaton and Muellbauer(1980)의 선형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    (1)

식(1)에서  는 j지역에 거주하는 i가구의 식료품 비중이며

ln   ln 항은 식료품과 비 식료품 간의 상대 가격을 의미한다.   


는 j지역에 거주하는 i가구의 장기소득, 는 j지역의 물가지수 그리고

는 식료품 비중을 설명하는 가구의 특성변수들이고 는 실질 장기소

득과 식료품 비중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ln  ln  ln   (2)

식(2)에서 ln는 j 지역의 로그물가지수이며 이는 준거지역의 로그물

가지수(ln)와 준거지역 대비 비교지역 j 지역의 로그 상대 물가지수

(ln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준거지역 대비 j 지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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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물가지수 즉 지역 간 물가지수는 (Spatial Price Index)라 한다.

추정해야하는 ln를 관측 가능한 준거지역 로그물가지수 ln 와 준거

지역 대비 비교지역 j 지역의 로그 상대 물가지수(ln  )로 표현하여

식(1)을 수정하면 식(3)과 같다.

    ln   ln   ln  
  ln  ln   ′    (3)

를 포함한 식(3)의  ln  를 추정하기 위해 식(3)에 대해 지

역더미를 사용한 실증 추정식은 식 (4)와 같다. 이때 로그 장기소득

(ln  
 )는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관측 가능한 로그 연간소득 (ln  )으로

대체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한다.

   ln   ln   ln    ln    ′   
′ (4)

지역더미 계수 는 준거지역 대비 비교지역의 상대 물가지수에 관한

항과 실질소득변수 계수 항의 곱으로 표현된다(   ln  ). 정리

하면 지역 간 물가지수 는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통상적으로 위의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 시 관측 불가능한 로그 장기

소득 ln  
 대신 로그 연간소득 ln  를 사용함에 따라 소득탄력성을 나

타내는 파라미터() 추정의 잠재적인 내생성을 보정하기 위해 식 (4)에

도구변수 방법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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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엥겔 곡선방법론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량의 편의와

보정식

엥겔곡선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구한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치의 정

확도는 소득탄력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와 엥겔곡선의 이동방향과 크

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의 적정한 추정에 의존한다. 먼저, 엥겔곡선의

이동 파라미터()는 연간소득을 장기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엥겔곡

선의 통상적인 실증작업 과정에서 아래의 식 (6)과 같이 지역별 물가지

수 정보와 지역별 자영업자의 비중차이 등으로 인한 임시소득의 분산차

이 정보가 혼재하여 나타나게 된다. 또 지역별 소득분포가 차이나 선호

체계의 차이로 지역별로 다른 식료품의 소득탄력성을 갖는 경우(보다 구

체적으로 지역별로 다른 )에는 동일한 엥겔곡선의 시점 간 또는 지역

간 이동을 이용하는 엥겔곡선 방법론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아

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문헌 최초로 엥겔곡선의 이동 파라미터

가 지역 간 물가지수차이와 다른 정보를 혼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편의

를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도출된 편의식은 3절 후반부의 엥겔곡선

추정의 보정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한다.

통상적인 엥겔 곡선 방법론과 같이 실증 분석에서는 연간 소득을 소득

변수로 사용하는데 연간소득은 항상 소득과 각 지역의 임시소득으로 구

성된다. 연간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항상 소득과 달리 임시소득의 경우

자영업자의 지역별 비중차이나 다른 이유로 지역 간 분포차이가 날 수

있다. 엥겔 곡선방법론 추정에서 지역 간에 임시소득의 분산의 차이가

난다면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식은 지역 간 물가지수 이외의 편의를 갖

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과정을 통해 편의식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관

측 가능한 j 지역의 i가구의 로그 연간소득(ln  )은 다음 식(6)과 같이

관측 불가능한 로그 장기소득(ln  
 )과 로그 임시소득( ln  

 )으로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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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6)

본 연구에서는 임시소득(  
 )에 대해 로그정규분포를 따르고 모든 지

역이 동일한 임시소득 평균을 가진다고 가정( 
′ )한다. 로그화한

i지역의 임시 소득과 로그화한 준거지역의 임시소득은 다음 식(7)과 같

다.

ln  



   

ln  



    (7)

식(3)에서 관측 불가능한 로그 항상 소득(ln  
 )에 대해 로그 연간 소

득(ln  )과 로그 임시 소득 (ln  



)으로 표현하고 로그 임시소득에 대해

다시 식(7)로 정리하여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ln lnln ln ln   ′ ″ ′ (8)

그러나 식(8)에 대한 실증 추정식은 여전히 식(4)와 같다. 이때 추정된

지역 더미()는 지역 간 물가 지수에 관한 항뿐만 아니라 지역 간 로그

화한 임시소득의 평균의 차이를 나타낸다(      ln  ).

앞서 임시소득(  
 )에 대해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지역별로

임시소득의 평균이 다르지 않다는 제한적인 가정( 
′ )을 하는 경

우에 식 (9)가 성립한다.

  


 
    


 
 (9)

따라서 지역 더미 항에서의 지역 간 로그화한 임시소득의 평균의 차이

는 식(9)를 이용하여 지역 간 로그화한 임시소득의 분산의 차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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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ln  ), 즉 지역 간

물가차이가 없어도 (  ), 지역 간 임시소득 분산의 차이는 엥겔곡선

의 지역 간 이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감안한 정확한 지역 간 물가지

수 는 식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0)

물론 하나의 지역더미로는 식 (10)의 혼재된 정보를 분리할 수 없으므

로 독립적으로 

 

  
 를 추정해야한다. 로그 실질연간소득을 종속

변수로 하는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한다.

3. 통크비스트 지역 간 물가지수 계산 및 WCPD 방법론

엥겔 곡선방법론의 한계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격자료를 직

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통크비스트 물가지수 계산방법과 WCPD

방법론을 사용한다. 두 방법론은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지역 간

물가 격차 혹은 물가지수 추정을 위해 사용되어 오고 있다. 먼저, 통크비

스트 물가지수는 두 지역의 각각의 상대가격과 각 상품의 평균 지출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기하 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본 물가지수 계산방법

은 소비자물가지수 계산방식인 라스파이레스나 유사하게 고정상품 바스

킷방식인 파셰방식의 대체편의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가격지수

(Superlative Price Index)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p
  





    
l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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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j지역의 통크비스트 지수를 의미하고  와  는 i상품이

각 지역에서 가구의 소비 지출액을 1000으로 하였을 때 각 상품의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와  는 각 지역에서 판매되는

각 상품 가격이다. 명확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최적지수임에도 불구하

고, 위의 통크비스트 방식은 준거지역과 비교지역의 양면적인 비교만이

가능하고, 준거지역이외의 비교지역간의 물가수준비교는 불가하고, 모든

상품의 가격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

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WCPD2)(Weighted

Country Product Dummy)방법론을 사용한다. Rao(2005)는 기존 CPD 방

법론을 수정하고 각 상품이 기여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WCPD를 제시하였다. 가중치를 반영한 CPD 즉 WCPD방법론은 물가지

수 작성 시 모든 상품들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각 상품

간의 가중치 즉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본 연구 역시 동일한 가중치

를 상품에 부여한 CPD 방법론이 아닌 각 지역의 가구 지출액 대비 상

품의 비중을 가중치로 하는 WCPD를 통해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한

다. WCPD 방법론에 따르면 한 지역의 특정 상품 가격은 준거지역 대비

지역의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지역 효과와 기준 상품 대비의 상대 가격수

준을 반영한 상품 효과 그리고 오차항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각 효과들

을 더미변수로 하는 헤도닉 회귀식을 통해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식 (12)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을 구성하는 각 효

과에 대해 분해하게 되면 지역 간 물가 격차를 반영하는 준거 지역 대비

지역의 상대 물가를 도출 할 수 있다.

    (12)

ln  
′ 

′ 
′ (13)

식 (12)에서 는 i 지역의 j 상품의 가격이며 는 준거 지역 대비 i

2) WCPD방법론은 지역 간 물가차이를 반영한 물가지수에 대해서만 추정 가능하여 지

역 내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간의 물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4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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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상대 물가,  는 준거 상품 대비 j상품의 상대 가격이다. 이를

로그화하면 식 (13)과 같다. 위와 같은 식을 상위 품목의 상품 가격에 대

해 표현하게 되면 N개의 지역과 품목 M개의 상품에 대한 더미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  ′  (14)

식 (14)의 i지역의 j 상품에 해당하는 로그 가격 ln은 와 에

대해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더미들은 0의 값을 가진다. 이때 추정되는

계수 는 준거 지역 대비 i 지역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추정되는 계

수를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준거지역 대비 i지역의 상대가격을 구할 수

있다.

 ln   
     (15)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각 상품들이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의 각 상품이 가지는 중요도

를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는 소비자 물가지수 작

성 시 사용되는 가중치로 소비 지출총액 1000으로 하였을 때 개별 품목

이 차지하는 구성비이다. 지역 물가지수를 도출하는 순서는 먼저 각 지

역에서 실제 품목별 가격을 기초로 하여 중분류 수준에서의 지역 간 상

대 가격을 얻고 다시 추정한 상대가격을 토대로 다시 WCPD를 사용하

여 지역 간 물가지수로 총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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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증분석결과

1. 자료

가. 엥겔 곡선방법론 자료

기존 엥겔 곡선방법론의 실증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제 상품가격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

용하고자 하는 변수인 식비에 대해 KLIPS에서는 조사가 ‘작년 한 해’ 식

비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분석 가능기간은 2007년, 2008년이다. 두 기간에

대해서 추정치를 구하는 것은 가장 최근 상품가격자료를 사용하는

WCPD 방법론의 추정치와의 비교를 위함이다. 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7개 광역 시 및 30개 시 그리고 9개 도 단위 소비자 물가지수 및 식료품

지수 자료 역시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에서 필요한 변수들은 가구별 소비 지출액 및 식료품 지출

액, 식료품과 비 식료품 간 상대가격, 가구주의 학력, 배우자의 학력, 가

구주의 연령, 배우자의 연령, 가구원 수, 거주 지역, 가구 내 아동 수 및

노인 수, 가구주의 근로시간, 배우자의 근로시간 그리고 가구주의 산업

등이다. 변수들에 대해 보다 설명하면 먼저 종속변수인 식료품 비중은

소비 지출 대비 외식비를 제외한 식비이다.

분석대상은 한 달 평균 지출액 중 식료품 지출액 비중이 1% 미만

99% 이상의 비정상적인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을 만

20세부터 65세까지,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으로 제한하여 선호측면에서

가능한 한 동질적인 자료를 사용한다. 학력 자료 구성 시 매년 응답이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분석 기간 중 가장 응답 빈도가 높은 교육연

한을 각 분석대상들의 교육연한으로 선택하였다.

식료품과 비 식료품의 상대가격의 세부 지역단위는 37개 지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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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며 지역 더미는 6개의 광역 경제권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

기도, 인천), 충남권(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대경권(대구, 경상북도),

호남권(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상남도), 강원·제

주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제4차 국토종합계

획에 따른 것이다. 특별·광역시 및 도 단위가 아닌 광역 경제권을 중심

으로 지역 단위를 나눈 것은 미국, 중국과 같이 국토가 넒은 국가와 달

리 한국은 국토가 작아 지리적으로 지역 간 거리가 가깝다. 지역 간의

분리(Segregation)가 완벽하게 가능한 국가가 아니므로 지역 간의 이동

을 통제하기 위해 보다 큰 단위에서의 지역 단위가 필요하다. 한편 식료

품과 비 식료품 간의 물가지수 작성을 위해서는 KLIPS의 정보와 통계

청의 정보를 매칭시켜야 한다. KLIPS에서는 가구별 거주 지역 정보가

16개 광역시도별에 대해 각각 시, 군, 구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통계

청에서 식료품지수와 총 지수에 대해 KLIPS보다 포괄적인 30개 시, 7개

광역시, 9개 도 단위로 물가지수를 제공하고 있어 KLIPS 자료에서 37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지역 시 단위

의 물가지수를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상대가격은 상

위 지역(도 단위)인 9개 도 단위 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으며 식료품 비중은

가구지출액 중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주요 변수인 식료품

비중은 두 개년동안 연평균 약 18%의 값을 가진다. 엥겔 곡선 방법론을

통해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2007년과 2008년 추정치 간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지 확인하고자 한

다. 두 연도의 변수들 간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위해 시

행한 Mean-Difference test 결과에 따르면 로그 지출액, 상대가격, 배우

자 연령에서만 95%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료상에서 대부분의 통제 변수들은 연도 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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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t값

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로그지출액 17.055 0.445 17.117 0.435 4.901

식료품비중 0.178 0.075 0.177 0.073 -0.307

상대가격 -0.087 0.038 -0.093 0.011 -7.67

가구원수 3.708 0.922 3.694 0.898  -0.522

가구주연령 46.975 9.645 47.497 9.367  1.858

배우자연령 43.883 9.300 44.430 9.012  2.025

아동수 0.962 0.968 0.967 0.960  0.197

노인수 0.101 0.325 0.098 0.317 -0.342

가구주교육연한 12.313 3.389 12.382 3.313 0.700

배우자교육연한 11.326 3.282 11.449 3.213 1.355

가구주근로시간 2435.256 1185.693 2445.553 1208.117 0.283

배우자근로시간 1273.287 1444.172 1238.003 1379.249 -0.850

표본수 2480 　 2376 　

<표 1> 기술통계량

지역 별 식료품과 비 식료품 간 상대 가격은 식료품 지수와 비 식료품

지수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식료품 지수와 총 지

수 그리고 품목별 가중치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하

여 비 식료품 지수를 도출해야 한다.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가구의 소비

지출 총액을 1000으로 할 때 개별 품목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의미한다.

총 지수가 식료품 지수와 비 식료품 지수 간 기하평균으로 구성되어있다

는 가정 하 에서 품목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비 식료품 지수를 도출 할

수 있으므로 식료품, 비 식료품의 상대 가격지수를 생성할 수 있다. <표

2>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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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국 37개 지역 평균 물가지수 및 가중치

변수 2007년 2008년

평균 총 지수 90.05 94.53

평균 식료품지수 82.73 86.93

평균 비식료품지수 91.38 95.92

평균 식료품가중치 0.15 0.15

평균 비식료품 가중치 0.85 0.85

평균 로그 상대가격 -0.10 -0.10

자료: 통계청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나. WCPD 및 통크비스트 지수 자료

WCPD 방법론을 통해 지역 별 물가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중분류 수준

의 지역 간 상대가격을 계산 후 대 분류 수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인 중분류 수준의 지역 간 상대가격 추계를 위해서는 도시 별 전체

품목 월 평균 소비자가격 자료(원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총 물가지수를

산출 및 보고하지만 원 자료인 도시 별 월 평균 소비자가격 자료의 경우

2008년 5월 까지만 보고하여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자료 사용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도시 별 월평균 소비자가격의 가장 최근 자료

는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2008년 5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한 시점에서 두 방법론의 물가지수를 비교하고자 2008년 5월 자료를 사

용하고 또한 WCPD결과의 기간 간 비교 및 엥겔 곡선 방법론을 통해

추정한 물가지수와의 비교의 연속성을 위해 2007년 5월 자료 역시 사용

하였다. 분석기간인 2008년의 소비자 물가조사는 489개 품목에 대해 38

개 도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2개 대분류, 38개 중분류로 구성하고 있

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대분류 품목은 중분류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중분

류 품목에 속해있는 품목들의 개수는 중분류 품목 간 각각 다르다.

WCPD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를 위해서는 도시 별 소비자가격과 각 품

목별 가중치가 필요하다. 회귀 분석 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보고하는

가중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비자 가격월보에서 보고하고 있는 상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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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보고하고 있는 상품의 수가 더 많다. 소비자

가격월보에서 보고하는 상품 수는 총 288개 상품을 보고하고 있다. 즉

품목의 가중치 자료가 있지만 소비자 가격월보에서 월 가격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일부 중분류 항목은

누락된다. 그런데 누락된 품목 중 집세의 경우 가중치가 9.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경우 추정하는 지역 간 물가지수에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이상호(2009)에서와 같이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집세 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전세와 월세의 월

평균 가격 자료를 형성하기 위해 2007년 KlIPS 조사 대상 가구 중 필요

한 정보에 대해 응답한 1744가구와 2008년 1812 가구의 정보를 사용하

였다. 전세 가구 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존재하는 가구는 월세 이율인

1%의 역수를 곱하여 적용하여 전세금을, 반대의 경우인 월세의 경우 보

증금에 월세 이율 1%를 곱하고 월세를 합하여 완전 월세 액을 산출하였

다. 그리고 각각 실제 사용 평수에 대해 나누어 각 지역의 평균전세 가

격 평균 월세 가격을 계산하였다.

차량구입비 품목과 같이 중분류 수준뿐만 아니라 중분류품목 내 개별

품목이 1개 인 경우 역시 기준 상품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 중분

류를 구성하는 소분류 개별품목들이 일부 없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그리고 동일한 개별품목에 대해 여러 가격이 조사된 경우 평균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중분류 단계의 회귀 시 포함하는 지역은 38개 지역

으로 2008년 5월 자료는 마산과 창원 지역이 통합되기 전 자료이다. 자

세한 품목별 분류 및 가중치 내용은 <부록 표 1>의 내용과 같다. 통크

비스트 물가지수 역시 도시별 월 평균 소비자가격 자료와 소비자물가지

수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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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수도권 1.000 1.000

충청권 0.702 0.838

대경권 0.979 0.846

호남권 0.86 0.904

동남권 1.482 1.212

강원 0.684 0.637

표준편차 0.292 0.191

2. 실증분석 결과

가. 엥겔 곡선방법론 추정 결과

2007년과 2008년 기존 엥겔 곡선 방법론에 따라 추정한 지역 간 물가

지수는 <표 3>과 같다. 준거 지역인 수도권 지역 대비 지역 간 물가지

수를 살펴보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나 두 연도 간 물가 순위는 비교

적 안정적이었다.

<표 3>엥겔 곡선방법론을 통해 추정한

2007년, 2008년 지역 간 물가지수

2007년 동남권지역은 1.482로 가장 높은 물가를 가졌고 다음으로 수도

권이 물가가 높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대경권과 호남권간의 순위 변동은

있었으나 후순위인 충청권과 강원지역은 일정하였다. 하위권과 상위권의

물가 차이는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가졌다. 한편 동남권과 수도권 간의

물가 순위에 대해서는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지역 간 물가 순위와 일

치하지 않았다.

부록 <표 2>에서는 서울지역을 기준지역으로 하는 16개 광역시, 도

단위의 엥겔 물가지수 및 세부추정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 3>에

서 제시한 물가 순위보다 훨씬 큰 연도간의 변동 및 체감하는 물가와 괴

리가 큰 지역 간 물가지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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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서는 지역 간 물가지수의 연도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기존

국외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Gibson et al.(2016)에서는

2010년 Urban Red River지역을 기준 지역으로 하여 2010년과 2012년 지

역 물가지수에 대해 보고하였다. 각 연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2010년과

2012년 모두 Rural Mid-Northern Mountains 지역이 가장 물가가 높은

지역이었으며 Urban Mid-Northern Mountains과 Rural Southeast을 제

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최대 2개 순위차이 내에서 변동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8번째 물가가 높은 지역인 Urban Mekong Delta 지역

은 2012년 10번째 물가가 높은 지역으로, Rural Mekong Delta 지역은

2010년 3번째로 높은 지역이었으나 2012년 4번째로 높은 지역에 해당하

였다.

Gong and Meng(2008)에서도 중국의 1986-2001년까지 Beijing 지역을

기준 지역으로 한 30개의 지역 간 물가지수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최근

연도인 2000년과 2001년의 1년의 연간의 변화에서 7개의 순위가 하락한

Hebei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3개 순위 차이 내에서 변동하였다. Beijing

지역은 2000년 3순위에서 2001년 2순위로, Heilongjiang 지역은 8순위에

서 11순위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추정한 엥겔 곡

선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지수는 연도 변화에도 순위의 변동이 안정적이

었다. 만약 국내 엥겔 곡선 방법론 지역 물가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부

록 표 2>와 같이 16개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를 구분하면

한국적 현실(좁은 국토 및 활발한 지역 간 이동)을 반영하지 않게 되어

기존 선행 연구에 비해 높은 연간 변화가 나타 날수 있다. 특히 대전, 전

북 지역은 5순위 이상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표 3>과 같이 6

개 광역 경제권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추정한 물가지수는 대경권

과 호남권의 순위 변경 외에 다른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어 국외 선행 연

구와 유사하였다.

아래의 <표 4>에서는 세부적인 엥겔곡선 추정식의 실증결과를 제시한

다. <표 4>에서 로그 지출은 매 연도 1%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음

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비가 감소하는 엥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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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007년 2008년 t 값 2007년 2008년 t값

가구

지출액

-0.0807

***

-0.0944

***

0.388 통신업 0.0020 0.0176 -0.859

(0.0217) (0.0280) (0.0113) (0.0142)

상대가격 0.0350 0.3250

**

-1.739 금융보험업 0.0125 0.0119 0.035

(0.0406) (0.1620) (0.0116) (0.0130)

가구원수 0.0007 0.0046 -0.487 부동산 임대업 0.0107 0.0064 0.324

(0.0052) (0.0059) (0.0095) (0.0092)

가구주

연령

0.0003 -0.0000 0.419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0.0028 0.0061 -0.617

(0.0006) (0.0005) (0.0106) (0.0098)

아동수 0.0073*** 0.0066*** 0.21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0.0177 0.0120 0.328

(0.0024) (0.0024) (0.0113) (0.0135)

노인수 0.0098 0.0030 0.829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0.0115 0.0157 -0.294

(0.0064) (0.0051) (0.0094) (0.0109)

배우자

연령

0.0001 0.0006 -0.573 교육서비스업 0.0063 0.0095 -0.226

(0.0007) (0.0006) (0.0093) (0.0107)

가구주

교육연한

-0.0015 -0.0000 -0.929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0037 0.0034 -0.376

(0.0009) (0.0012) (0.0133) (0.0131)

배우자

교육연한

-0.0004 -0.0004 0.00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0092 0.0029 -0.552

(0.0010) (0.0011) (0.0161) (0.0149)

배우자

근로시간

-0.0000

***

-0.0000 -0.595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0.0051 0.0073 -0.973

(0.0000) (0.0000) (0.0095) (0.0085)

가구주

근로시간

-0.0000* -0.0000

***

0.269 가구 내 고용활동

분류안됨

-0.0031 0.0535

***

-4.261

의 법칙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통제 변수들 중 아동 수와 노인 수는 식

료품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들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구주의 산업 더미 변수(농업, 임업, 어업을 기준 산업)를 통하

여 연도 간 경기변동이 가구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각 통

제 변수의 연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 검증한 결과, 산업더미

와 지역 더미에서 기각 되었다. 따라서 연도의 변화에 따라 통제변수들

의 추정치는 안정적이었다.

<표 4> 2007년, 2008년 엥겔곡선 방법론 세부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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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0.0000) (0.0108) (0.0077)

광업 0.0913*** 충청권 -0.0286

***

-0.0167

***

-1.503

(0.0085) (0.0049) (0.0062)

제조업 0.0011 0.0010 -0.731 대경권 -0.0018 -0.0158

***

1.624

(0.0083) (0.0088) (0.0062) (0.0060)

증기,수도

가스

0.0103 0.0136 -0.156 호남권 -0.0122** -0.0095 -0.327

(0.0141) (0.0153) (0.0056) (0.0062)

건설 0.0085 0.0177** -0.833 동남권 0.0317*** 0.0182

***

2.419

(0.0080) (0.0075) (0.0038) (0.0041)

도매,

소매업

0.0058 0.0110 -0.468 강원 -0.0307

***

-0.0425

***

0.961

(0.0081) (0.0078) (0.0086) (0.0089)

숙박,

음식업

0.00151 0.0028 -0.083 상수항 1.5550*** 1.7830

***

(0.0112) (0.0105) (0.3230) (0.4170)

운송업 0.0017 0.00631 -0.412 표본수 2,480 2,376

(0.0081) (0.0078) R-squared 0.315 0.316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부록 표 3>에서는 연도 간에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연도 간의 소득분포의 차이에 대한 K-S(Kolmogorov-Smirno

v) test와 식료품 선호체계를 반영하는 소득 탄력성의 구성요소인 지출

액의 계수값 의 차이에 대한 t-test를 시행하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 6

개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구분한 지역의 소득 분포 차이는 수도권, 충

청권, 대경권에서만 p-value가 0.05보다 작은 값을 가져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다. 반면 는 모두 1.96보다 작은 값을 가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경기도에서만 소

득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고 는 6개 광역 경제권의 결과와 동일하게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정한 엥겔 곡선 방법론 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비 식

료품 중 이동이 불가한 품목인 집세에 대해서만 이의 가격지수를 사용하

여 식료품간의 상대가격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엥겔 곡선 방법론으로 추

정하였다. <부록 표 4>와 같이 기존 방법론에서 동남권 외에도 호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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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수도권 지역보다 물가가 높아 더욱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

다.

이는 주택과 관련한 품목이 비 식료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밖

에 되지 않아 비 식료품물가지수를 대표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에 보고한

물가지수 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WCPD방법론, 통크비스트 추정 결과 및 엥겔곡선 방법론과

의 결과비교

상품가격자료 사용하지 않는 엥겔 곡선 방법론으로 추정한 지역 간 물

가지수의 한계점을 실증적으로 보이기 위해 앞서 설명한 WCPD의 추정

치와 통크비스트 지수를 구하여 엥겔곡선 방법론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WCPD방법론의 중분류 단계의 회귀 분석 시 포함 지역은 38개 지역이

며 서울이 준거 지역이 된다. 각 중분류 단위 내 소분류 단위 중 첫 번

째 품목을 기준 품목으로 하여 37개 지역 더미와 각 상품에 대한 더미들

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한 계수를 지수화

하여 중분류 수준 서울 지역 대비 37개 도시의 상대가격을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인 총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이전 단계에서 산출한 37개 지역

의 중분류 품목의 상대가격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총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준거지역으로 하고 식료품을 준거 상품으로 하여 준

거 지역을 제외한 5개의 광역경제권 지역에 대한 더미 변수 그리고 나머

지 중분류 품목들에 대해 더미 변수를 구성하였다. 통크비스트 지수 역

시 수도권 지역을 준거 지역으로 하며 수도권 지역의 각 상품 가중치와

비교 지역의 각 상품 가중치의 평균 가중치를 구하고 이에 대해 각 상품

의 수도권 대비 비교지역의 로그 상대가격을 곱하여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산출한 2007년, 2008년 5월의 지역 간 물가지

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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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PD 물가지수 통크비스트지수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수도권 1.000 1.000 1.000 1.000

충청권 0.916 0.923 0.955 0.960

대경권 0.882 0.892 0.927 0.930

호남권 0.877 0.886 0.930 0.940

동남권 0.923 0.932 0.958 0.963

강원,제주 0.916 0.920 0.950 0.952

　 2007년 t 값 2008년 t 값

　 엥겔곡선 WCPD 　 엥겔곡선 WCPD

수도권 1.000 1.000 　 1.000 1.000

충청권 0.702 0.916 -3.63 0.838 0.923 -1.49

대경권 0.979 0.882 1.32 0.846 0.892 -1.06

호남권 0.860 0.877 -0.27 0.904 0.886 0.27

동남권 1.482 0.923 3.42 1.212 0.932 3.42

강원 0.684 0.916 -2.44 0.637 0.920 -2.51

<표 5> 준거 방법론들로 추정한 2007년, 2008년 지역 간 물가지수

WCPD 방식을 통해 도출한 지역 간 물가지수과 통크비스트 지수에서

수도권 지역은 준거지역이므로 엥겔 곡선 방법론의 추정치와 동일하게

서울지역은 1의 값을 가진다. 결과에 따르면 두 지수 모두 2007년, 2008

년 수도권이 가장 지역 물가가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물

가가 높은 지역은 동남권이다. 이 외의 물가 순위는 약간의 순위변동이

있으나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간 순위는 유사하다. 이들 결과는 통상적

으로 인식되는 지역별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2007년, 2008년 수도권 지역 대비 지역 간 물가 지수에 대한 기존 엥

겔 곡선 방법론의 추정한 결과와 WCPD 방법론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 6> 과 같다. 추정치들의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준거 추정치들

과 엥겔곡선 추정치와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시도, 두 추정치가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T-test를 시행하였다. 두 추정치에 대한 지역

간 비교를 보면 95% 유의 수준에서 2007년과 2008년에서 동남권과 강원

지역에서 기각되었다.

<표 6> 엥겔곡선 방법론과 WCPD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 지수 비교



- 25 -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이 상위권 지역인 점과 강원 지역이 하위 지역이

라는 점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전체 순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지역 간 물가 차이에서 동남권 지역의 경우 엥겔 곡선 방법론에서는 수

도권 지역 대비 2007년, 2008년 각각 약 50, 20% 더 높은 수준이나

WCPD방법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약 10%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두 방법론을 통해 계측한 지역 간 물가 지수는 지역순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

의 경우 2007년, 2008년 엥겔 곡선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 지수를 추정

할 수 없어 강원 물가로 대표 되었으나 WCPD 방법론은 제주와 강원

지역 모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 분석에서 기존의 엥겔 곡선 방법론이 지역 간 물

가지수를 추정함에 있어 정확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즉 풍부한 선행연구

들에서 엥겔 곡선 방법론을 통해 시계열 변화에 따른 물가지수 편의를

추정한 바와 달리 횡단면 변화의 물가지수를 추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Gong and Meng(2008)에서 기존 엥겔 곡선 방법

론에 따라 추정한 중국의 지역 물가지수가 다른 방법론인 바스켓 방법론

의 결과와 유사하였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추정한 지역별 물가 지수는

실제 체감물가와 동 떨어진 결과(특히 수도권 보다 높은 동남권 물가)를

보였으며 WCPD와 통크비스트 방법론을 통해 추정한 결과와도 차이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Gibson et al.(2016)의 베트남자료의 결과와 유사

하다. 즉 기존에 시계열 변화에 대한 물가지수의 참 값을 계측함에 있어

서 엥겔 곡선 방법론이 역사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안정적이라 밝혀

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면 정보를 가진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엥겔곡선의 이동 추정량에 대한 보정

앞서 이론적으로 보인 기존의 엥겔 곡선 방법론의 한계점 및 이에 대

한 보정식을 실증결과에 적용한다. 즉 지역 간 임시소득 분산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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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겔곡선 WCPD 통크비스트 지역별 임시소득분산

차이 보정

수도권 1.000 1.000 1.000 1.000

충청권 0.702 0.916 0.955 0.686

대경권 0.979 0.882 0.927 0.946

호남권 0.860 0.877 0.930 0.833

동남권 1.482 0.923 0.958 1.480

강원 0.684 0.916 0.950 0.691

표준편차 0.292 0.044 0.026 0.294

반영하여 엥겔 곡선 물가지수를 보정한다. 지역 간 임시소득 분산 차이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각 지역별로 가구의 연

간소득을 항상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들(가구원 수, 아동 수, 노인 수를

비롯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및 가구주와 배우자의 교육 연한, 근

로시간, 종사상 지위)에 회귀하여 항상 소득을 구하고 이를 가구의 연간

소득에서 감하여 임시소득을 얻는다. 이러한 임시소득의 분산을 각 지역

별로 수도권 지역과 비교 지역의 임시소득 분산의 차이를 구해 지역 간

임시소득 분산의 차이를 반영한 엥겔 곡선 물가지수를 추정한다.

<표 7> 엥겔곡선 추정 지역 간 물가지수와 보정 지수 (2007년)

<표 7>은 엥겔곡선방법론으로 추정한 지역 간 물가지수와 준거 방법

론인 WCPD 및 통크비스트 방법론으로 추정한 지역 간 지수들 그리고

보정한 엥겔 곡선 방법론으로 추정한 지역 간 물가지수를 담고 있다. 먼

저 WCPD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지수와 보정한 엥겔곡선 방법론의 지

역 간 물가지수를 비교하면 대경권, 동남권, 강원 지역 에서만 기존 엥겔

곡선 방법론의 추정치에 비해 WCPD 추정치에 가까워져 미세하게나마

개선되었으나 보정효과 자체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크

기가 작아 보정된 엥겔곡선 물가지수들은 여전히 WCPD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지수 보다 기존 엥겔 곡선 방법론의 결과와 유사하다.

보정치가 준거방법론 추정치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엥겔 곡선 방법

론에서의 지역 간에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진다는 가정이나 지역 간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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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추정에서 대표가구 차이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엥겔

곡선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에 대한 적용은 보다 심각한 한계

를 가지게 된다. 또한 사용한 KLIPS 자료 자체의 문제 가능성도 존재한

다.

한편 각 방법론들을 통해 계산한 지역 간 물가지수의 실질 소득불평등

도를 비교해 보면, 2007년 엥겔 곡선 방법론을 통해 추정한 지역 간 물

가지수 반영 시 지니계수는 0.359 이었으며 준거 방법론인 WCPD 방법

론 물가지수를 반영 한 지니계수는 0.347 로 엥겔 곡선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지수를 반영한 결과와 차이가 존재하였다. 지역 간 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 소득 불평등도는 0.349로 엥겔곡선 지역물가 반영한

소득불평등도는 명목 소득불평등도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나 소득불평

등도 측면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명목 소득의 지니계수와 준

거방법론들의 지니계수 추정치와 유사하게 나타나 한국은 중국 등에 비

해 지역 간 물가의 격차가 크지 않고, 지역물가와 명목소득의 상관도도

매우 미약하였다. 또한 국내 보상임금이 작용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2008년 실질 소득 불평등과 명목 소득 불평등 역시 2007년의 결과와 유

사하였다.

제 4절 준거 횡단면 물가지수의 문제점 고찰

엥겔 곡선 방법론의 한계와 별개로 본 절에서는 준거방법인 가격자료

를 사용한 횡단면 물가지수 계산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물가지수는 지금까지 논의한 한 시점에서 지역 간 물가차이의 횡

단면 물가지수와 한 지역에서 시점 간 물가 차이의 종단면 물가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전환하는 물가지

수라 함은 종단면 물가지수를 지칭한다. 두 지수의 개념을 비교하면 종

단면 물가지수는 동일 지역의 시간에 따른 물가 변화를, 횡단면 물가 지

수 즉 지역 물가지수의 경우 지역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여 지역 간 물가

차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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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 물가지수 계산 방법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 편의와

질적 변화 편의를 비롯하여 아울렛 대체편의와 신상품 편의를 가진다.

횡단면 물가 지수 계산 방법 중 바스켓 방법론은 바스켓에 해당하는 모

든 상품의 가격자료가 필요하여 높은 조사비용을 수반하며, 또한 이들

지수들은 특정한 소비자 선호체계하에서만 그 정확도가 보장된다는 한계

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준거 횡단면 물가지수 계산

방법론 역시도 그 자체의 문제점을 가진다.

첫 번째로 횡단면 물가 지수의 준거 방법론의 문제점은 지역 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인구 사이즈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계비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Glaeser and

Mare(2001)의 주장과 같이 도시 규모에 따라 물가 차이가 달라지며 이

를 반영한 물가지수가 생계비를 대표한다. 또한 Mcmahon and

Melton(1978)은 지역 물가 지수는 지역 거주 인구수에 대해 양의 함수를

가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고 이의 실증 분석에서 지역 간 물가지수에

대한 인구 규모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back(1982)에

서 역시 생계비 지수에 대해 인구사이즈가 유의미한 계수 값을 가졌다.

이외에도 인구 사이즈와 생계비 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혔다. 이는 지역 내에서도 인구 사이즈에 따라 지역

간 물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면

준거 방법론의 광역시도에서와 같이 지역 간만을 구분하여 계산하게 되

면 지역 간과 지역 내 도시 사이즈에 따라 다른 물가차이를 모두 반영하

여 추정한 지역 물가지수과 차이가 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파생된 결과로 어떤 지역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지에 따라

실질 소득 불평등도 역시 다르다. 준거 방법론인 WCPD방법론은 지역

물가지수 추정 시 행정 구역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물가 차이만을 반영할

뿐 지역 내 물가차이에 대한 정보를 담지 못하는 데, 이로 인해 앞서 계

산한 실질 소득 불평등도가 명목 소득 불평등도와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실질과 명목 소득불평등도의 유사성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미

국에서도 나타났다. Geloso and Msaid(2017)에 따르면 At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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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eora(2014)에서 추정한 WCPD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지수를 이용하

여 2012년 미국 명목 소득 불평등과 실질 소득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로

계산한 값은 각각 0.491, 0.489로 0.002의 차이를 가졌다. 이외에도 지역

물가와 명목 소득 간의 상관도가 낮다는 결과나 보상임금크기가 작다는

것 역시 또 다른 횡단면 준거 계산 방법론의 한계이다.

정리하면 지역 간 물가차이만을 반영한 준거 방법론으로 계산한 물가

지수로 인해 실질 소득은 행정 구역에 따른 물가차이를 반영할 뿐 사용

한 지역 물가의 지역이 대도시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지역 내

의 도시 사이즈에 따른 물가차이를 담고 있지 않는다. 지역 간 대도시

간 물가차이 보다 지역 내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물가 차이가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소득 불평등도가 유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물가차이

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 물가지수는 지역 물가와 명목 소득 간의 낮은

상관도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지역 내 훨씬 큰 물가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축한 물가지수를 사용할 경우 물가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상 임금’이 작용하지 않는 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생계

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물가를 통해 보상임금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

다.

1. 지역 간 물가차이와 지역 내 물가차이의 혼재

횡단면 물가지수 계산방법론의 한계를 보이기 위해 이론적으로 두 지

역 물가지수의 차이와 지역 간 물가 차이만을 반영한 실질 소득불평등도

와 지역 내 물가 차이까지 반영한 실질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고자 한

다. 이의 비교는 궁극적으로 각 지역 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 소득불평

등도들과 명목 소득불평등도 간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로 보이고자함

이다. 소득불평등도는 소득 분산으로 계산하고자 한다.3)

명목 소득불평등도와 지역 내 물가차이까지 반영한 실질 소득불평등도

3) 전유정(2016) p.9 횡단면 소득 불평등 모형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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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식을 보이기 위해 먼저 식(16)과 같이 명목 소득과 지역 물가

지수에 대한 단순 추정식을 이용한다. ln는 지역 내와 지역 간 물가차

이를 모두 반영한 지역 물가지수이다. ln는 로그 변환 명목소득이며

h의 단위는 가구 단위, i의 단위는 상위 지역인 j의 지역 내 단위, j는 지

역 간 단위를 의미한다. 는 가구 단위의 명목 소득을 설명하는 통제

변수들을 포함한 오차항이다. 지역 물가 지수의 분산(ln  과 지역

물가지수와 명목소득 간 공분산(ln ln)으로 구성되는 가 1을

가진다면 이는 지역 물가지수 즉 생계비의 차이와 명목 소득의 차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계비 차이에 대한 완전한 보상임금이 존재한다.

지역 물가지수의 분산은 지역 내의 물가 차이 즉 지역 내에서도 대도시

와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간의 물가차이에 대한 정보(ln)와 대도

시 지역의 지역 간 물가차이 혹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간의 물가차이에

대한 지역 간의 물가 차이 정보( ln  )로 분리 할 수 있다.

 ln  는 Between variation,  ln  는 Within variation 이다.

ln  ln   

 ln  

lnln  
 ln    ln  

lnln  
(16)

명목 소득을 지역 물가지수로 나눈 실질 소득의 분산은 다음 식(17)과

같이 명목 소득의 분산과 지역 물가 지수의 분산, 두 변수의 공분산으

로 이루어지며 식(16)과 같이 지역 물가지수의 분산은 Between

variation과 Within variation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ln


  ln ln  ln ln lnln

 ln ln ln lnln

(17)

식(17)을 명목 소득불평등도와 실질 소득불평등도의 차이에 관해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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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ln  ln ln

(18)

식 (16)과 식(18)을 연계하여 정리하면 식(19)와 같고 이때의 는 단

순 추정식의 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을 의미한다. 가 보다 크다면

명목 소득불평등도는 실질 소득불평등도보다 크고 물가차이의 절반이상

크기의 보상임금이 존재한다.

ln


ln


⇔


 (19)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 물가지수 그리고 이 지역 물가지수를 사용한 명

목 소득불평등도와 실질 소득불평등도 간의 관계는 ‘지역 내 물가 차이

를 반영한 횡단면 물가지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횡단면 물가지수 준

거 방법론인 WCPD방법론과 통크비스트 물가지수 방법론은 이와 다르

다. 구체적으로 앞서 이상적인 지역 물가지수와 같이 Between variation

과 Within variation을 분리할 수 없다. 이들은 식(20)과 같이 지역 내

물가 차이를 반영한 물가지수들의 가중 기하 평균한 물가 지수이다. 는

각 지역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의미하고 ln는 지역 간 물가차이만을 반

영한 지역 물가지수이다. 지역 내 물가차이를 반영 하지 못하는 지역 간

단위의 물가지수 ln는  ln  은 사용할 수 없다. 지역 간 단위의

물가지수는 지역 내 물가차이를 평균한 값이므로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

닌 지역들 간의 물가차이가 소거되어, 지역 간 물가차이가 적을 가능성

이 높다.

ln    

ln ln  l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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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 물가지수와 명목 소득 간 단순 추정식은 (21)과 같고 이

때의 로그 명목 소득에 대한 로그 지역 물가 지수에 대한 회귀 계수 ′

역시 단순 추정식의 회귀계수 값으로 지역 내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

하는 지역 물가지수의 분산과 지역 물가지수와 명목 소득 간의 공분산으

로 구성된다.

ln  ′· ln  ′
′ ln 

lnln 
(21)

새로운 실질 소득의 분산은 식(22)와 같고 식(18)과 같이 정리하면 명

목 소득불평등도와 실질 소득불평등도의 차이 간의 관계에 대한 식으로

표현 된다. 식(19)와 같이 실질 소득불평등도와 명목 소득불평등도의 관

계에 대한 일반화는 식(23)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또한 


를 의미한다. 그러나 식(19)과 식(23) 모두 단순 추정식이므로 통

제 변수 및 표본수, 사용하는 지역 물가지수 등에 따라  와 ′가 

보

다 작더라도 실질 소득불평등도가 명목 소득불평등도 보다 작을 수 있

다.

ln


  ln ln  ln ln lnln

ln ln


  lnln ln

(22)

ln 


ln


⇔′


 (23)

이와 같이 횡단면 물가지수 계산 시 지역 내 물가 차이 반영 여부에

따라 지역 물가지수를 비롯하여 실질 소득불평등도와 명목 소득불평등도

의 관계가 달라진다. 앞서 사용한 준거 계산 방법론들은 지역 내 물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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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t값 2008년 t값

충청권대도시 0.940 3.620 0.947 3.430

충청권대도시 외 0.891 0.900

대경권 0.888 1.900 0.898 1.800

대경권대도시 외 0.857 0.869

호남권 0.881 1.050 0.888 0.640

호남권대도시 외 0.868 0.880

강원 0.916 -0.053 0.918 -0.430

강원대도시 외 0.917 0.924

이를 소거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 물가 차이를 반영한 물가지수의 결과와

다르다. 2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2. 거주지역 규모와 지역 간 물가지수간 상관관계

횡단면 물가지수 준거 계산방법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WCPD 방법론의 지역 간 물가지수에 대해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을

20만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38개 도시 중 수도권 지역과

동남권 지역의 경우 WCPD 물가지수 추정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대도

시에 해당하여 대도시 외 지역의 물가지수 추정이 불가하였다. 비교 가

능한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강원 지역의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에서

충청권 지역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록 표

5>에서는 엥겔 곡선 방법론에 대해서도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의 물

가지수를 계산하여 보고하였다.

<표 8> WCPD 방법론의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 물가지수

지역 내 물가 차이를 반영 유무에 따른 각 지역 물가지수를 추정하고

실질 소득 불평등도 및 보상임금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지역 내 물가

차이를 반영한 지역 물가지수를 구하기 위해 2007년 KLIPS 자료 2624

가구의 주택 시가 변수를 이용하여 61개 지역의 주택 시가 변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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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소득

6개 지역 집세지수 0.049

61개 지역 집세지수 0.075

6개 지역 WCDP 지수 0.005

하여 6개 광역 경제권 지역과 광역 경제권지역 내의 61개 지역의 집세지

수를 계산하였다. 61개 지역의 집세지수는 부록 <표 6>에서 보고하였다.

61개 지역의 물가지수는 지역 내와 지역 간 물가차이를 반영한 것이며

6개 지역 집세 물가지수는 준거 방법론과 같이 지역 내 물가차이를 소거

한 물가지수 이다. 한 지역 내 10개 이하의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및 근

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이는 적은 표본을 사용하여

지역 집세를 계산할 경우 지역 물가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아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1개 지역에서 거주하는 총 2624

가구 중 50만명 이상 거주하는 대도시 19개 지역에 거주 가구는 1859가

구, 50만명 미만 거주하는 대도시 외 지역은 42개 지역으로 765 가구가

거주하였다. 명목 소득 변수로 소득 대리 변수인 가구 지출액을 사용하

여 과소보고 문제를 가지지 않았다.

각 지역 물가지수의 보상임금 크기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9>와 같

다. 상위 지역 6개 지역과 지역 내 물가차이를 반영한 61개 지역의 집세

지수 그리고 6개 WCPD 물가지수와 명목 소득간의 공분산 크기를 보고

하고 있다. <표 9>에 따르면 보상 임금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집세지수와 소득 간 공분산 크기

각 지역 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 소득불평등도와 명목 소득불평등도간

차이는 <표 10>와 같이 모두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소득불평등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내 물가차이를 반

영한 지역 물가지수에서 조차 명목 소득과 낮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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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물가지수 지니계수

명목 소득 0.349

실질 소득4) 0.346

실질 소득5) 0.345

<표 10>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소득 불평등도 비교

하지만 집세 물가지수를 사용하였음에도 WCPD방법론의 결과와 유사

하게 보상임금의 크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제 명목 소득과 지

역 물가지수간의 상관도가 낮아 보상임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외에도 한국의 지역적 인구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통계청 <주

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0%이다. 즉 지역 내의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

역 구분이 불가한 광역시 단위의 지역들의 한계로 인해 지역 내 물가차

이를 반영한 지역 물가지수를 사용할 경우 보상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보상임금이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

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에는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대

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의 근로자들의 소득 차이는 생계비 차이에 대

한 보상 임금 크기와 각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능력 차이를 통해 설

명할 수 있다. 만약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동일

한 능력 즉 특성을 가졌다면 두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거주 지역의 생계

비 차이에 대한 보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Page and Solon(2003)

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국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근로자의 능력 소팅(Ability sorting)이 나타난다면 대

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근로자의 특성 차이에 따

른 것이다.

1858개 가구를 대상으로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의 평균 지출액

4) 6개 지역 집세지수

5) 61개 지역 집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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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로그 소득

대도시 여부 0.0307 관리직 0.6950

(0.0239) (0.4520)

교육 더미(0-6) -0.4430*** 전문가 0.6680

(0.0716) (0.4490)

교육 더미(6-9) -0.4770*** 기술공, 준전문가 0.6050

(0.0652) (0.4490)

교육 더미(9-12) -0.4160*** 사무종사자 0.5620

(0.0575) (0.4490)

교육 더미 -0.2060*** 서비스 종사자 0.4200

평균 로그소득 표본수

대도시지역 7.818 1304

대도시 외 지역 7.644 554

즉 소득 변수의 차이는 다음 <표 11>과 같이 약 0.17로그 포인트 즉

19%의 차이를 가졌다. 이는 보상임금과 지역 간 거주자들 특성 차이를

모두 반영한 차이이다.

<표 11>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 소득 격차

<표 12>는 근로자의 특성들(근속년수 관련 항, 종사상 지위 더미 , 교

육 더미, 직업)을 통제한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의 임금 차이를 보

여준다. 즉 이의 임금차이는 거주 지역에 따른 근로자들의 특성차이를

통제한 보상임금의 차이이다. 사용한 통제변수는 교육 더미, 종사상 지위

더미, 근속년수 관련항 이다. 교육 기준 더미는 석사, 박사, 종사상 기준

더미는 상용직, 직업 기준 더미는 군인이다.

결과와 같이 근로자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대

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의 임금 차이는 3%로 거의 차이 나지 않았다.

즉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의 임금 차이는 개인의 능력을 통제 시 상당

부분 감소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 차이에 따른 근로자의 능력 소팅이 나

타고 있으며 지역 간 생계비 차이에 따른 보상임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

<표 12> 근로자의 특성 통제 시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 소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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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0.0532) (0.4500)

임시직 -0.0569 판매 종사자 0.4730

(0.0562) (0.4500)

일용직 -0.0936** 농업,임업,어업종사자 0.3530

(0.0460) (0.4510)

고용주/자영업 0.00269 기능원,기능 종사자 0.4670

(0.0271) (0.4490)

무급가족종사자 0.3220***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0.4750

(0.1050) (0.4490)

근속년수 0.0663** 단순 노무 종사자 0.2470

(0.0274) (0.4500)

근속년수제곱 -0.0000 상수항 6.6470***

(0.0013) (0.4950)

근속년수세제곱 -0.0000

(0.0000) 표본수 1,858

근속년수네제곱 0.0000**

(0.0000) R-squared 0.444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이론적 모형과 실증 분석 결과로 살펴본 것과 같이 준거 방법론의 횡

단면 물가지수는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 생계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지역 물가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과 보상임금의 크기를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가지

수를 사용한 실질 소득 불평등도가 명목 소득 불평등도와 유사하다는 결

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진다.

제 5절 논의

국가통계기관에서 보고하는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는 명목 소득을 준

거로 하고 있어 지역 간 물가차이를 반영한 실질 소득 기준에서의 빈곤

율 및 소득불평등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Almas and Johnsen,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빈곤정책의 기준액인 최저생계비와 최

저 임금은 지역 간 물가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빈곤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수혜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 소득불평등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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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율 추정을 위해서는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엥겔 곡선

방법론을 통해 지역 간 물가지수를 도출하였고 엥겔 곡선 방법론이 가진

한계점과 이를 보정하는 보정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품자료를 사용한

WCPD 방법론 등의 준거결과와 비교하여 엥겔 곡선 방법론을 통해 도

출한 지역 간 물가지수의 신뢰성이 떨어짐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임

시소득의 분산차이 등을 보정 한 결과 여전히 보정된 추정치는 준거결과

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횡단면 물가지수 준거 계산방법론이 지역 내 물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가지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실

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보상임금의 크기는 지역 내 물가 차이

를 반영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역 내와 지역 간 물가차이를 모두

반영한 실질 소득 불평등도는 지역 간 물가차이만을 반영한 실질 소득

불평등도와 명목 소득 불평등도와 거의 유사하였다. 이는 실제로 국내에

보상임금이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지역적 인구구조의 특수

성으로 인해 나타난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한편 실질 소득불평등도와

관련하여 소득 계층별 혹은 가구 특성들을 감안한 지역 간 물가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 시 실질 소득의 지니계수는 명목 소득의 지

니계수와 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다 미시적인 빈곤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 소득 기준 빈곤선과 명목 소득 기준 빈곤선 간

차이는 빈곤 정책의 급여대상과 규모 파악에 있어 오차를 발생시켜 정책

예산 집행에서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 본 연구

에서 계산한 서울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지수(전국기준을 1로 할

때 서울은 1.168)를 감안하면, 중위소득 60% 이하인 상대적 빈곤율에 해

당하는 가구수가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인 2008년 한국노동패

널 1026가구 중 359가구로 계산되며, 이는 지역 간 물가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의 306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약 6%인 53가구가 실

질소득에서 빈곤선아래이나 명목 소득기준으로 차 상위 계층으로 오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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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역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는 경기도 지역 내 총 1054

가구 중 274가구, 물가지수반영하면 250가구만 해당하여 서울지역보다

물가가 낮은 지역은 불필요한 최저생계비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보정된 지역 물가지수 추정치와 준거 결과가 여전히 상당한 차

이를 보인 것은 Beatty and Crossley(2012)에서 지적한 지역별 대표가구

의 차이나, 지역 간 선호체계의 차이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을 위해서는 가격 자료

를 모아 통상적인 물가지수 계산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상품가격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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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전국) 가중치 품목수

총지수 　 1000 489

식료품.비주류음료 식료품 133.4 121

　 차와음료 7 10

주류.담배 주류 3.8 7

　 담배 10.8 2

의복,신발 의류 51.2 37

　 신발 7.2 5

주거 및 수도,광열 집세 97.5 2

주택설비수리 6.8 5

수도기타주거 22.4 5

　 광열 43.7 7

가구집기,가사용품 가구 7.9 8

침구 .직물 2.4 3

가정용가구 13.9 18

주방용품 2.5 10

　 가사용품 15 13

보건의료 의약품. 의료용품 19.5 21

의료서비스 30.6 4

　 기타의료서비스 1.5 3

교통 차량구입비 21.7 6

차량연료,운영비 57.4 13

　 교통수단이용료 29.9 12

통신 우편서비스 0.1 1

전화기 3.6 2

　 전화,정보이용료 56.5 20

교양오락 교양오락기구 9.3 12

악기오락용품 5.8 9

교양오락서비스 22.3 26

도서 신문 및 문방구 10.9 13

　 단체여행 8 2

교육 유치원초등교육 36.3 6

중등교육 40 6

고등교육 26.6 6

　 기타교육 8 5

외식. 숙박 외식 132.7 39

　 숙박 2.1 4

부록

< 표 1>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별 분류 및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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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비 이미용 34.8 24

개인용품 8.4 5

　 기타서비스 10.6 5

　 2007년 2008년

부산 1.598 1.008

대구 0.971 0.782

대전 0.682 0.875

인천 0.785 0.741

광주 0.647 0.602

울산 1.234 0.967

경기 0.856 0.829

강원 0.621 0.618

충북 0.71 0.699

충남 0.526 0.623

전북 0.63 0.824

전남 1.527 1.096

경북 0.794 0.672

경남 1.008 1.055

<표 2-1> 16개 지역 2007년, 2008년 엥겔 곡선 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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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007년 2008년 t값 변수 2007년 2008년 t값

가구지출액 -0.0837

***

-0.1130

***

0.832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0.0145 0.0193* 0.146

(0.0225) (0.0272) (0.0094) (0.0104)

상대가격 0.1530

***

0.1170 0.146 교육서비스업 0.0091 0.0139 -0.740

(0.0477) (0.2390) (0.0091) (0.0104)

가구원수 0.0013 0.0079 -0.834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0.0001 0.0063 -0.847

(0.0054) (0.0058) (0.0129) (0.0116)

가구주연령 0.0004 -0.0001 0.60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0071 0.0104 -0.669

(0.0006) (0.0005) (0.0163) (0.0145)

아동수 0.0077

***

0.0066*** 0.305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0.0070 0.00567 -0.998

(0.0025) (0.0024) (0.0095) (0.0087)

노인수 0.0117* 0.0044 0.880 가구내 고용활동 -0.0023 0.0468**

*

-0.562

(0.0065) (0.0051) (0.0113) (0.0081)

배우자연령 0.0000 0.0008 -0.880 부산 0.0392

***

0.0009 -0.773

(0.0007 (0.0006) (0.0055) (0.0080)

가구주

교육연한

-0.0015 0.0004 -1.226 대구 -0.0025 -0.0278

***

-0.303

(0.0009) (0.0012) (0.0079) (0.0080)

배우자

교육연한

-0.0006 -0.0001 -0.297 대전 -0.0320

***

-0.0151 -0.395

(0.0010) (0.0011) (0.0069) (0.0105)

배우자

근로시간

-0.0000** -0.0000 -0.688 인천 -0.0202

***

-0.0339

***

-0.411

(0.0000) (0.0000) (0.0065) (0.0060)

가구주

근로시간

-0.0000 -0.0000** 0.039 광주 -0.0364

***

-0.0575

***

-0.236

(0.0000) (0.0000) (0.0092) (0.0112)

광업 0.1030*** 울산 0.0176** -0.0038 5.580

(0.0010) (0.0075) (0.0085)

제조업 0.00221 0.0135 -7.705 경기 -0.0130

***

-0.0213

***

-0.987

(0.0084) (0.0084) (0.0040) (0.0052)

증기,수도가스 0.0102 0.0163 -0.210 강원 -0.0399

***

-0.0545

***

-1.824

(0.0137) (0.0153) (0.0088) (0.0096)

건설 0.0081 0.0177** -0.473 충북 -0.0286

***

-0.0405

***

2.262

<표 2-2> 16개 지역 2007년, 2008년 엥겔 곡선 방법론 세부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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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 t값

수도권 0.014 -0.300

충청권 0.039 -0.129

대경권 0.007 -0.604

호남권 0.213 0.550

동남권 0.075 1.080

강원 0.126 -0.252

서울 0.613 0.813

부산 0.109 0.247

대구 0.017 -1.203

대전 0.408 0.128

인천 0.406 -0.989

광주 0.977 -0.031

울산 0.208 0.694

경기도 0.042 -0.329

(0.0080) (0.0075) (0.0063) (0.0068)

도매,소매업 0.0047 0.0099 -1.186 충남 -0.0537

***

-0.0535

***

-1.224

(0.0081) (0.0075) (0.0083) (0.0109)

숙박,음식업 0.0009 0.0020 -0.671 전북 -0.0386

***

-0.0218

**

1.186

(0.0111) (0.0105) (0.0062) (0.0085)

운송업 0.0008 0.0062 -0.090 전남 0.0354

***

0.0103 3.591

(0.0082) (0.0076) (0.0135) (0.0134)

통신업 0.0021 0.0203 -0.296 경북 -0.0193

**

-0.0450

***

-1.885

(0.0116) (0.0132) (0.0082) (0.0099)

금융보험업 0.0114 0.0147 -0.505 경남 0.0007 0.0060 3.789

(0.0118) (0.0128) (0.0069) (0.0087)

부동산,

임대업

0.0118 0.0067 -0.181 상수항 1.6250

***

2.0710

***

(0.0095) (0.0089) (0.3360) (0.405)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0.0039 0.0084 -0.763

(0.0107) (0.0097) 표본수 2,480 2,3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0.0177 0.0121 0.637 R-squared 0.3440 0.3380

(0.0110) (0.0132)

<표 3> 2007년, 2008년 소득 분포 K-S test 및 의 차이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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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0.126 -0.252

충북 0.124 -0.582

충남 0.085 0.674

전북 0.329 0.660

전남 0.336 0.106

경북 0.162 0.899

경남 0.605 0.451

2007년　 2008년

충청권 0.852 0.925

대경권 1.338 0.956

호남권 1.108 1.018

동남권 1.888 1.302

강원 0.946 0.801

엥겔 곡선 방법론
엥겔 곡선방법론

보정
WCPD방법론

수도권대도시 외 0.813 0.906

충청권대도시 1.001 1.024 0.947

충청권대도시 외 0.713 0.647 0.900

대경권 0.926 0.863 0.898

대경권대도시 외 0.892 0.767 0.869

호남권 0.902 0.826 0.888

호남권대도시 외 1.260 1.161 0.880

동남권 1.253 1.158 0.932

동남권대도시 외 1.248 1.181

강원 0.797 0.802 0.918

강원대도시 외 0.706 0.593 0.924

<표 4> 비식료품 집세 지수를 이용한 상대가격의 2007년, 2008년

엥겔곡선 물가지수

<표 5>엥겔 곡선 방법론과 WCPD 방법론의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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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본수 집세 지수

서울 서울 505 1.842

부산 부산 256 0.538

대구 대구 152 0.679

인천 인천 192 0.797

광주 광주 99 0.526

대전 대전 84 0.742

울산 울산 75 0.664

경기도 고양 57 1.929

경기도 광명 19 1.160

경기도 광주 11 1.943

경기도 군포 21 1.783

경기도 남양주 35 1.138

경기도 부천 46 1.345

경기도 성남 37 2.968

경기도 수원 67 1.228

경기도 시흥 15 0.537

경기도 안산 31 1.113

경기도 안양 37 1.681

경기도 오산 11 1.324

경기도 용인 36 2.195

경기도 의왕 11 1.373

경기도 의정부 28 0.870

경기도 이천 16 0.555

경기도 파주 25 1.215

경기도 평택 31 0.794

경기도 화성 15 1.136

강원도 강릉 14 0.299

강원도 동해 11 0.191

강원도 원주 33 0.650

강원도 춘천 14 0.497

충북 청주 33 0.480

충북 충주 18 0.229

충북 제천 10 0.686

충남 아산 20 0.667

충남 천안 27 0.523

충남 논산 11 0.130

전북 군산 29 0.376

전북 김제 17 0.149

전북 익산 25 0.276

전북 정읍 14 0.230

전북 전주 43 0.671

전남 광양 14 0.522

전남 여수 15 0.275

전남 순천 24 0.454

<표 6> 집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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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16 0.578

경북 구미 14 0.439

경북 김천 13 0.398

경북 상주 17 0.371

경북 안동 13 0.200

경북 영천 14 0.171

경북 영주 13 0.259

경북 경주 18 0.386

경북 포항 46 0.502

경남 김해 21 0.411

경남 거제 19 0.480

경남 사천 10 0.285

경남 창원 36 0.808

경남 통영 10 0.337

경남 양산 16 0.444

경남 진주 31 0.562

경남 마산 33 0.733

경기 549 1.463

강원 72 0.482

충북 61 0.440

충남 58 0.498

전북 128 0.410

전남 69 0.458

경북 148 0.379

경남 176 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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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변수 설정에 따른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 변화*

제 1절 서론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측정 기간에 따라 시점 혹은 기간에 대한 지표

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시점의 소득 불평등도 즉 횡단면 지표는 특정 시점

의 소득 분포의 건전성을 보여주며 소득 분포 내 시간에 따른 각 개인의 소

득 분포상의 상대적 위치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즉 횡단면 지표는 개

인의 소득분포 내 이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종단면 소득

불평등도 중 하나인 소득 이동성은 개념 상 세대 내 소득 이동성과 세대 간

소득 이동성으로 나뉘며 개별자료(개인 및 가구 자료)를 통해 추정 가능 하

다. 세대 내 소득 이동성은 한 가구 혹은 한 개인의 시점 간 소득 순위 변화

를 반영하며 낮은 세대내 소득 이동성은 저 소득층의 빈곤의 고착화를 시사

한다(오주현·김봉근, 2011).6) ‘세대 내’의 긴 시간이 축적되면 ‘세대 간’이 되며

세대 내 소득 분위 위치의 장기간 지속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므로 세대

간 소득 이동성과 연결된다.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상대적 소득 계층의 연

계성을 의미한다.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소득 분포가 모두 동일한 두 사회

는 횡단면 소득 불평등도가 같지만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다를 수 있다. 예

를 들어 한 사회에서 부모 세대 소득 분포 상 1분위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

가 자녀 세대에서 소득 분포 상 5분위에 위치한다면 이는 세대 간 소득 이동

성이 매우 높은 사회를 의미하고 반대로 부모 세대 소득 분포 상의 부모

* 본 장은 현은주(2018)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

6) 세대 내 높은 소득 이동성은 개인 혹은 가구주의 소득 분포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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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순위 위치와 자녀 세대 소득 분포상의 자녀 소득 순위위치가 거의

유사하다면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경직된 사회로 볼 수 있다(Solon, 1999).

낮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장기간 사회 내 상대적 박탈감이 조성하고 소득

분포상의 위치가 세대를 거쳐 고착화된다는 점에서 빈곤의 대물림과 연관된

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매우 낮다면 2세대를 넘

어 그 이상 세대까지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종단면 소득 불

평등도의 현황과 관련하여 Piketty(2014)를 비롯해 국내외 이른 바 ‘금 수저,

흙 수저’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

와 같이 부를 축적하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부가 대물림 되는 정도가

높은 사회는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고 취약 계층에서 태어난

자녀세대의 상방 소득 이동성의 기회 단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 내 계

층 간 통합을 어렵게 한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의 인적 자

본 투자를 저하시킬 수 있다.

김낙년(2017)은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상속 및 증여) 비율의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대 간 부의 이전 즉 부의 세습 정도를 보고하였다. 동 연

구에서는 국세통계연보 상속세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

세자료의 한계를 피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7)을 계산하였고 이 수치는 2000년 대 들어

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08년 약 9%대로 정점에 달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2000년 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상속 및 증여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부의 축적에 있어서 상속의 역할이 중요해져 ‘금 수저, 흙 수

저’가 생성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김낙년(2017) 중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 독일에 비해 추세 및 수준 모두 한국이 가장 낮아 위의

주장과 상충된다. 즉 한국의 개별적인 최근 추이를 통해서는 ‘금 수저, 흙 수

저’의 생성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으나 추이 및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

펴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상속 비율이 높지 않아 ‘금 수저, 흙 수저’가 존재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지표를

7) 자산/소득 비율, 성인 사망률, 증여를 감안한 사망자와 살아있는 자의 1인당 자산비율

의 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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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GDP는 매년 경기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사망률 역시 당해

연도의 인구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로 거시 지표의 추세는 한 가구 당 증

여 및 상속 되는 정도를 반영하지 않아 ‘금 수저, 흙 수저’의 간접적인 증거

가 되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른 종단면 지표인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개별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 수저, 흙 수저’의 생성 여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며 부모와 자녀 세대의 항상 소득을 사용하므로 각 연도별 거시적 충격과

무관한 지표이다.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용어와 혼재

되기 쉬운데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정치가 약 0.5의 값을 가지면 이는 부

모세대가 평균보다 10퍼센트 높을 때, 자녀세대가 평균보다 5퍼센트 높은 것

으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고 낮은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나타낸다.

국내 선형 연구들에 따르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평균 0.19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김낙년(2017)의 국제 비교 결

과와 같이 ‘금 수저, 흙 수저’의 존재를 주장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이후 시작된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시도하고 지금까지 합의되어온 세대 간 소득탄력

성의 크기를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제 별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

정치의 보정 방법과 표본 자료의 성격 차이에 따른 추정치 비교로 크게 구분

된다. 메타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해

논의되어온 크기는 범위 0.104-0.292, 평균 0.19 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후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정치 크기가

미국과 비교해 확연이 낮은 값을 가지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을 이론 모형을 통해 보이고 실증분석 시 각 요인들을 반영함에 따라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의 크기가 변화함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 2절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연구의 메타 분석

Solon(1999)는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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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자료 소득변수 부모연령8)자녀연령 소득탄력성

한국　김민성 외(2009) KLIPS 연간임금소득 53.311 32.304 0.213

　 김희삼(2009) KLIPS
월평균임금,

월평균소득
56.4 34.3 0.141, 0.104

　
최지은·홍기석
(2011)

KLIPS
월평균근로소득,

연간근로소득
58.98 29.88

0.35-0.435

(도구변수)
　 김봉근 외(2012) KLIPS 연간 임금소득 53.658 33.172 0.242

　 양정승(2012)

KLIPS,

도시가계

조사

월평균근로소득,

월평균임금소득
55.91 32.59 0.108-0.292

　 Ueda(2013) KLIPS
월평균근로소득,

연간근로소득
54.2-58.3 31.4-31.8 0.24-0.35

　 김현익(2017) KOWEPS 연간근로소득 53.5 33.2 0.195-0.233

　
최기림·안태현
(2015)

KLIPS 월 가구 총소득 54.05 33.06(딸) 0.172

　 Kim(2013)
KLIPS
,HIES

월평균근로소득 0.4

　 현은주(2013) KLIPS 월평균임금소득 53.93 33.28
0.318-0.376

(Reliability ratio)

　 김봉근 외(2013) KLIPS 월평균임금소득 52.3 33.6 0.182

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연구이다. <표 1>은 Solon(1999) 연구의 일부 내용

을 담고 있다. 이 중 Solon(1992)와 Zimmerman(1992)는 그전의 선행연구들

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시 연간소득을 항상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

함에 따라 이들의 추정치 내 하향편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세대의 다년도 평균 소득을 사용하거나 부모세대

의 교육연한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들의 보정치는 기존의 선행연

구들의 추정치와 비교해 그 값들이 커 미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높지

않음을 보였다. 이를 필두로 이후 선행연구들 역시 보정방법을 적용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고 분석 대상 및 보정 방법에 관한 문헌들이 확대

되었다. <표 1>에서 보고한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최저값은 0.39, 최

고값은 0.6으로 평균 0.48의 값을 가졌다.

본 연구는 Solon(1999)과 같이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

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합의

된 크기를 보고하고 각 선행연구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크기 차이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기술하였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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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9) Solon(1992) PSID
연간근로소득,

임금
42 29.6 0.41

　 Zimmerman(1992) NLS
연간근로소득,

시간당임금
49.7 33.8 0.39, 0.54

　
Chadwick and
Solon(2002)

PSID 연간가구소득 39 33.57 0.43, 0.54

　
Bjorklund and
Jantti(1997)

PSID 연간소득 28-36 0.39-0.52

　
Couch and
lillard(1994)

PSID 연간소득 25-33 0.53

　
Daniel D.

Schnitzlein(2014)
PSID 연간근로소득 46.36 37.6 0.494

　 Kim (2002) PSID
연간근로소득,

시간당임금
38.48 32.7 0.46

　 Mazumder (2005)
SIPP,
SER

연간근로소득 47 32.4 0.6

　 Jantti et al.(2006) NLSY 연간근로소득 46 30-42 0.517

　
Lee and

solon(2006)
PSID 연간근로소득 25-48 0.44

　
Gouskova et al.

(2010)
PSID 근로소득 　

25-54 0.42

<표 1>은 2009년 이래로 2017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한국의 세대 간 소

득탄력성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정 방법론에 따라 차이

를 가지는 추정치의 통일성을 위해 부모세대의 다년도 소득 평균을 이용한

보정치를 준거로 하였고 이 값을 가지지 않는 연구들의 경우 다른 방법론의

보정치를 보고하였다. 부모 세대의 다년도 소득 평균 보정치의 평균은 약

0.19로 0.2 근방에 위치하였다.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추정은 김민성

외(2009), 김희삼(2009)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에서야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것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추정에서 필

요한 충분한 기간 축적된 국내 패널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민

성 외(2009)와 김희삼(2009) 두 연구의 차이는 측정오차 모형에 대한 가정과

부모와 자녀 세대 구성 조합 그리고 추정 치 보정을 위한 부모세대의 다년

도 평균 소득 이용 시 기간의 차이 등이다. 김민성 외(2009)는 연간 소득 내

측정오차가 평균회귀성향을 따른다는 비고전적 측정오차 모형에 대한 세대

8) 미국의 선행연구별로 보고하고 있는 연령정보가 다르다.

9) Solon(1999) <표 3>, <표 4> 중 일부 참조하였다.



- 55 -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아버지 세대의 5년 치 평균 임금소득을 사용

한 보정방법의 추정치를 참값의 하한으로, 아버지의 교육연한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추정치를 참값의 상한으로 보고하며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약 0.3 근방에 머무를 것으로 주장하였다. 상한치와 관련해 고전적 측정오차

모형을 따르는 선행 연구 중 하나인 최지은·홍기석(2011)에서는 세대 간 소

득탄력성 크기를 0.35로 보고하였는데 비록 측정오차 모형에 대한 가정이 다

르나 김민성 외(2009)의 도구변수 추정치 0.38과 유사하였다.

고전적 오차모형을 가정한 김희삼(2009)는 자녀세대에 대해 아들과 딸로

구분하여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부녀와 부자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다양한 경제력 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 변수를 가구 순

자산으로 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대 간 탄력성은 0.2

근방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들이 김민성 외(2009)에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0.3 수준이었던 바와 비교해 수치적으로 낮아 비교적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연구인 김봉근 외(2012)에서는 김민성 외(2009)에서 가정한 비고전적

모형을 그대로 따르며 보다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

한 추세를 보고자 하였다. 동일한 부모세대에 대해 자녀세대의 최신 소득 자

료와 조합해감에 따라 부모세대의 평균 소득 보정치의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165에서 0.242로 상승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상향 추세를 확인하였다.

2010년 이후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의 정확도에 관해 외연성이 확대

되었다. 이는 크게 보정 방법과 표본 자료로 주제가 구분된다. 보정 방법과

관련하여 김봉근 외(2013)과 현은주(2013)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아버지

세대의 세대 내 소득탄력성과의 연계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 내 하

향편의에 대한 직접적인 제거(Reliability ratio)를 시도하였다. 김봉근 외

(2013)에 따르면 만약 부모세대의 단 년도 소득이 상당부분 임시소득으로

구성된다면 그 부모세대의 단 년도 소득을 사용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치는 큰 하향편의를 가지게 된다. 부모세대에서 큰 변동소득을 경험한 가구

는 낮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보유하게 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또한 표본

을 임금 근로자와 비 임금 근로자로 나누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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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동성이 비교적 큰 비 임금 근로자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더 낮

았다.

Kim(2013)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KLIPS자료가 비교적 짧은 축적

기간을 가져 이를 사용한 추정치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해 Two sample

approach를 이용하였다. 1998년 KLIPS 자료를 자녀세대로 보고 이들의 부

모 세대에 관한 정보를 통해 1985년 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부모 세대자료와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세대에

서 자녀 세대로의 세대 간 이전 기간을 보다 확대하여 자녀세대의 소득에

대한 부모세대의 귀속소득(Imputed income)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

였다. 그 결과 세대 간 소득탄력성 보정치는 약 0.4에 가까워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Ueda(2013)에서는

Kim(2013)과 동일한 추정 방법과 Simulation extrapolation방법을 이용한

다년간 평균소득 보정방법을 통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추정

치는 0.25-0.4 근방에 위치하였다.

한편 표본 자료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표본의 성격(동거여부, 연령, 성별,

자료의 차이)으로 다시 선행연구들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동거여부와 관련

하여 양정승(2012)는 이전 국내 선행연구들과 같이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

의 표본 선정 시 비 동거 자녀세대만을 고려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노동 공급시간과 연령을 통제한 비 동거 자녀

세대의 평균 임금이 동거 자녀세대의 평균 임금보다 30% 높게 나타나는 데

이와 같이 소득력이 낮은 동거 자녀세대의 표본을 제외하게 되면 표본의 대

표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정승(2012)의 주장과 같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거하고 있는 표본을 포함하게 되면 추정치는 자녀

세대가 본인 소득에 따라 동거 여부를 결정하는 표본선정편의를 내포하게

된다(Solon,1992, Francesconi and Nicoletti, 2006). Francesconi and

Nicoletti(2006)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 불

가능한 요소가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결정함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

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편의를 가져오게 된다.

2010년 이전 선행연구들은 사용하는 표본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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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문제에 대해 간과하였는데 Haider and Solon(2006)에 따르면 생애주기

에 따라 연간 소득이 항상 소득으로의 평균회귀 성향 즉 항상 소득에 대한

편의 크기가 다르고 항상 소득을 버는 연령은 40세 전후이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를 위해 사용한 부모와 자녀 세대의 조합에서 자

녀세대의 연령 평균은 30대 초반, 부모 세대의 연령 평균은 50대 후반으로

각 세대는 생애 주기 편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Kim(2013)에서는 각 세대별 표본과 관련하여 1985년 아버지세대와 2008년

아들 세대에 대해 35세에서 50세의 연령으로 제한하여 Two sample

approach를 적용하였다.

자녀 세대 표본의 성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부자로 한정하

여 분석한 바 최기림·안태현(2015)에서는 Chadwick and Solon(2002)의 연구

와 같이 한국 내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있어 선별적 결혼의 역할을 밝히고

자 하였다. 자녀 세대인 딸의 아버지의 로그 가구소득에 대한 사위의 로그

월평균 소득의 소득탄력성은 0.25로 Chadwick and Solon(2002)에서 0.36에

비해 작은 값을 가져 미국과 비교해 동질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자료의 차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현익(2017)에서는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사용하

여 KLIPS에서 제외된 농어가, 읍 면 가구 자료를 포함하여 세대 간 소득탄

력성을 추정하고 KLIPS 자료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KLIPS

자료와 Census 자료를 비교해보면 연령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연령의 범

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과 농어가, 읍 면 가구 자료를 포함 시 오히려 추가적

인 저소득층 표본 유입으로 인한 표본 선정 편의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동일 연도(2006년)에 대한 KOWEPS 자료와 KLIPS 자료의 로그 임금자

료를 비교하면 <표 2>와 같이 로그 임금의 50%, 75%, 90%에 해당하는 값

은 거의 유사하여 상위 소득 계층에서는 두 자료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0%, 25%의 경우 KOWEPS의 25%에 해당하는 임금이 KLIPS의

10%에 해당하는 값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KLIPS 자료에 비해 KOWEPS 자

료가 저소득층을 더욱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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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5% 50% 75% 90%

KOWEPS 15.920 16.615 17.202 17.652 17.987

KLIPS 16.521 16.927 17.214 17.620 1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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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료 간 임금 차이 비교

뿐만 아니라 두 자료의 가구주의 연령구성 역시 다르다. 다음 <그림 1>

과 같이 KLIPS 자료와 비교해 KOWEPS 자료의 연령은 60대 이후의 고 연

령층에서 봉우리가 발생하며 이의 자료를 통해 아버지 세대를 구성하게 되

면 앞서 설명한 생애주기에 따른 편의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가) KLIPS 2006년 자료 (나) KOWEPS 2006년 자료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평균 소득 보

정치 기준 최저 0.104 최고 0.292, 평균 0.19로 보고되어 비교적 높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가졌다. 평균을 기준으로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약

2/3 정도 수준으로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 부모

세대의 소득력이 자녀 세대의 소득력을 설명하는 정도가 작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최초의 부모 세대 자료는 1998년 자료

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세대 간 이전기간이 여전히 짧아 추정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위해서는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같이 2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장기간 축적된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대

해 주제별로 메타 분석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비교해 낮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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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유도한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증분

석결과에서 요인 반영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의 크기 변화를 보

고하고자 하였다. 또 추정치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추정치와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이때 사용한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Kim(2002)에서

제시한 값이다. 실증 분석 시 각 요인 적용에 따른 추정치와의 비교를 위한

기준 보정치는 KLIPS 자료 1차년도 아버지 세대와 18차년도 아들 세대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보정추정치이며, 하향편의 제거를 위해 아버지의 연간

소득 대신 아버지 세대의 5개년 평균 소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크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제기한 첫 번째 요인은

미국과 한국의 데이터 상의 연령 구조 차이이다. 예를 들어 Kim(2002)의 기

초 통계량에 따르면 미국 아버지 세대의 평균연령은 약 40세로 Haider and

Solon(2006)에서 밝힌 항상 소득을 버는 연령과 유사하다. 반면 한국의 아

버지 세대의 평균 연령은 약 50세로 미국과 약 10년의 차이를 가진다. 이러

한 연령 차이로 인해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다른 요인으로 미국과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을 위해 사용한 소

득 변수의 차이다. Kim(2002)를 비롯해 <표 1>과 같이 다수의 미국 선행연

구들은 PSID 자료를 사용하였고 PSID의 대표적인 소득 변수는 세전 소득

변수다. 반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KLIPS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 세대로 구성하였는데 1차년도 사용

가능한 소득 변수는 세후 소득 변수로 세전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율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변수의 지역 간 물가차이 반영여부이다.

Kim(2002)에서 명목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보다 실질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변수 사용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보고

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요인을 모두 적용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치

와 미국과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간의 차이가 줄었다.

3절에서는 각 요인들을 반영 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이론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4절에서는 자료 및 각 요인들을 반영하여 구한 세대 간 소득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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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정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실증결과에 따른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제 3절 변수 설정에 따른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식

1.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가. 연령구조의 차이와 세대 간 소득탄력성 방법론

Solon(1992)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기존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모형식은 식(1)과 같다.  
 는 로그 변환한 아들세대의 항상 소득을  

 는

로그 변환한 아버지세대의 항상 소득을 의미하며  는 아버지 세대의 로그

항상 소득에 대한 아들 세대의 로그 항상 소득의 탄력성 그리고  는 확률

오차이다.

 
   

    (1)

식(1)의 를 추정하기 위해서 각 세대의 항상 소득을 필요로 하나 이용 가

능한 소득 자료는 각 국가의 패널조사 자료의 연간 소득으로 이는 항상 소득

외에도 임시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식(2)와 같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의 연간소득은 항상 소득(
 )과 임시소득(

)으로 구성된다.

    
   

 (2)

    
   



식(2)의 연간소득을 사용하여 최소자승추정법에 따라 추정한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다음 식(3)과 같이 참값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외


 

 
  만큼의 하향편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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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시, Solon(1992)를 비롯한 고전적 측정오차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론 모형식에서 연령이 항상 소득과 임시 소

득에 대해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

가능 하였다.

그러나 실증 분석 시 사용하는 연간 임금과 연령간의 관계는 <그림 2>와

같이 역 U자형태의 곡선을 보인다. 생애주기에 따라 연령별로 항상 소득으로

부터의 평균 회귀과정이 달라짐을 보인 Haider and Solon(2006)에서는 평균

40세를 근방으로 항상 소득으로부터의 이탈과정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

서 생애 주기 중 40세의 임금을 항상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연간 소득과 항

상 소득이 만나는 연령 40세를 기준으로 연간소득과 항상 소득의 격차인 임

시소득의 크기는 40세에서 연령이 멀어질수록 점점 증가하고, 연간 소득과

연령간의 함수가 2차 함수 형태를 가짐에 따라 연령과 40세의 차이의 제곱항

에 대해서는 음의 상관성을 가진다. 연령에서 40세를 뺀 절대 값과 임시소득

은 각각 항들이 연간 소득에 대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림 2>와 같

이 40세에서 연령이 멀어짐에 따라 임시 소득의 크기가 달라지는 형태를 보

여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변수의 교차 항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2> 생애 주기별 로그 연간 소득과 로그 항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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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하면 기존 세대 간 소득탄력성 이론 추정식과 같이 임시 소

득과 연령 간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 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고 임시 소

득을 연령과 관련한 임시 소득과 연령과 관련하지 않은 임시 소득으로

구분해야한다. 위의 식(3)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성립하지 않

는다.

 
 

 

   
 

· 
 

·  (4)

 
 

 

   
 

· 
 

· 

식(2)에 대해 연령과 임시 소득 간의 관계를 반영하여 변화된 연간 소득

식은 식 (4)와 같다. 연간 소득은 항상 소득과 새로운 임시 소득, 각 세대의

연령에서 40세를 뺀 절대 값 및 두 변수의 교차 항에 관한 변수로 표현되며

새로운 임시 소득( 
)은 연령과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식(4)의 아버지세

대와 아들세대의 연간 소득을 식(1)에 대입하여 정리하게 되면 식(5)와 같다.

      
 

         
 

·   

  
 

·       
 

     

 
 

·      
 

·     

(5)

나. 연령구조의 차이를 고려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방법론

식(1)에 대한 실증 추정을 위해 Solon(1992)를 비롯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연간 소득은 식(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7)은 연간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식이다. 연령과 임시 소득에 대해 무 상관관계이므로 최

소자승추정법에 따라 추정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여전히 식(3)과 같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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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식(4)의 임시소득은 연령과 무관하지 않고 40

세에서 벗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관계를 가진다. 따라

서 식(7)에 따라 실증 분석 시 연령에 대해서는 통제 가능하나 식(4)의 임시

소득과 연령에 따른 교차항의 효과는 통제하지 못한다. 정확한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2>의 임시소득과 연령간의 관계가 0에

가까운 즉 40대 전 후의 표본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제한된 표본 사용 시

임시소득의 크기가 작은 연령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본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나 많은 자료를 손실하여 일부 표본 사용으로 인한 대표성 편

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안으로 Bjorklund and Jantti(1997)에서 제시한 Two sample approach

방법론은 두 독립된 자료를 연결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임시소득이

큰 연령대를 배재한 제한적인 연령대를 사용할 수 있고 많은 표본수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한국과 같이 패널 자료의 축적이 짧은 국

가들의 경우 한 패널 자료 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동시에 항상 소득에

가까운 연령대를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식(8)은 아버지 세대의 연간 소득()이 항상 소득을 설명하는 변수들()

에 관한 표현식이며 추정한 항상 소득의 계수를 통해 기대 항상 소득

( 
  )을 계산할 수 있다.

     (8)

유도한 아버지 세대의 기대 항상 소득에 대해 항상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

력성 추정식은 식 (9)와 같고 실증 분석 시 연간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식은 식(10)과 같다. 연간 소득으로 표현 시 이때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여전히 식(3)을 따른다10).

 
  

 
  

  
   (9)

10) 구체적인 내용은 Kim(2013) 부록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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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러나 이 방법론은 사용가능한 아버지 세대 자료 내 항상 소득을 반영하

기 위한 변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나 아들 세대 자료와 연결되는 아버지 세

대 자료 내 항상 소득을 반영하는 변수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기 어

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2. 소득변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와 비교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의 크기가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소득 변수의 차

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소득 변수가 세전 명목 소득인 경우와 그리고

세전 소득에 대해 소득 세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생계비 차이를 반영한 세후

실질 소득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차이를 보이고

자 한다.

식(11)에서 
 , 

 ,는 각각 로그변환 세전 항상 소득, 로그변환 세후 항

상 소득, 로그변환 가처분 소득 비율을 의미한다. 는 세전 항상 소득에 대

해 공제하는 소득세율로  는 세전 항상 소득 중 세후 항상 소득이 차지

하는 비율 즉 가처분 항상 소득 비율이다. 이는 Kim(2002)의 실질 소득과 명

목 소득 관계식을 인용하였다.


  

  ln    
   (11)

식(12)의 
에 대해 식(11)을 대입하면 명목 세후 항상 소득(

 )과 실질 세

전 항상 소득(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실질 세전 항상 소

득(
 )은 명목 세전 항상 소득(

 )에서 로그 지역 간 물가 지수(ln  )를

뺀 값이다. 명목 세전 항상 소득(
 )과 명목 세후 항상 소득(

 )의 관계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처분 항상 소득 비율()의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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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12)

실질 세전 항상 소득( 
 )과 지역 간 물가지수( ) 그리고 로그변환 가처

분 소득 비율 ( ) 는 각각의 확률 오차(  , )에 대해 상관관계를 가

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서로의 확률오차에 대해서도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는 가정한다. 이때 실질 세전 항상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지역 간 물가

차이의 세대 간 탄력성 그리고 가처분 소득 비율의 세대 간 탄력성은 다음

식(13)을 만족한다.

 
   

    (13)

      

      

아들세대의 명목 세후 항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아들 세대의 실질 세전 항

상 소득 항과 지역 간 물가 지수, 가처분 항상 소득비율로 구성되고 각각에

대해 아버지 세대의 항들과 세대 간 탄력성 항들로 정리할 수 있다.

 
   

   
   

         
   

              
  

             
   

                  

(14)

명목 세후 항상 소득에 대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식 (15)와 같이 실

질 세전 항상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 외 가처분 항상 소득 비율의

세대 간 탄력성()과 지역 간 물가지수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그리고

아버지 세대의 가처분 항상 소득 비율과 세후 명목 항상 소득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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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비롯하여 아버지 세대의 지역 간 물가지수와 세후 명목 항

상 소득의 상관관계(  
 ) 그리고 아버지 세대의 항상 소득 분산

( 
 )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15)

Kim(2002)를 비롯해 앞서 많은 선행연구들(Glaeser and Mare,2001;Kim,200

4)에서 밝힌 물가가 높은 지역에 사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임금(Compen

sating wage)이 존재할 경우   
 는 양의 값을 가지며 아버지 세대

와 아들 세대의 거주 지역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는 더욱 커진다. 한국과

같이 세전 항상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이 누진세라면 더 적게

버는 임금근로자가 적용되는 소득세율로 인해 더 많게 버는 임금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후 소득을 갖지 못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각각의 소득 세율이 다

르므로 세전소득과 가처분 소득 비율의 상관관계는 음의 값을 가진다. 그리

고 세전 항상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후 항상 소득 역시 증가하므로 상관관계

는 양의 값을 가져 세후 항상 소득과 가처분 항상 소득 비율의 상관관계는

음의 값을 가진다(  
   ).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세전 소득

구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하면 식

(15)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한국에서 명목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

력성과 실질 세전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 관계는 다음 장에서 보

인다.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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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실증분석 결과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KLIPS 자료의 1차-5차년도 그리고 가장 최신연도인 18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1차-5차년도 자료를 아버지 세대로 18차년도 자료를

아들세대로 구성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 모두 2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로

제한하고 월 평균 임금을 소득 변수로 사용하여 아버지와 아들 세대조합을

구성하였다. 아들 세대의 경우 분가한 가구로 한정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는 각 세대의 월 평균 임금, 연령, 공제되는 세금액, 거주 주택

시가 이다.

1차-5차년도 자료의 경우 세전 소득에 관한 변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의 대리 변수를 계산하였다. 먼저 7차년도 이후 제공하고 있는 공제되는 세

금액 변수를 이용하여 7차-12차년도의 세전 소득을 구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간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를 1차-5차년도의 표본에

대해 적용하여 임의의 세전 소득을 구하였다. 실질소득을 도출하기위해서 각

세대의 주택 시가를 이용하여 전국 가중평균 주택 시가를 1로 하는 부모세

대 약 55개, 아들 세대 77개 집세 물가지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모든 세대의

월평균임금에 대해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화 하였으며 로그 월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한 이상치에 대해 제거하였다. 그 결과 기본 실증 분석의 표본

이 되는 1-5차와 18차년도의 아버지 아들 세대의 조합 표본 수는 282가구이

다. <표 3>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연령과 로그 임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 3> 한국 기초 통계량 (n=28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로그 아들세대임금 17.372 .423 16.077 18.603

로그 아버지세대

5개년 평균 임금
16.819 .521 15.461 18.105

아들 연령 38.2 5.06 29 60

아버지 연령 51.3 6.23 4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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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KLIPS 자료의 특징적인 점은 KLIPS 자료 최초 조사 1차년도

1998년 당시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아 당해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로 인해

1990년 대 후반부터 2000년 대 초반까지의 표본이 소득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재호·조준모(2001)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평균

근속년수의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졌고 1년 이내 근속자 비중이 1990년 대

증가하던 추세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경준·김대

일(2003)에서는 1995년-2001년 사이 임금소득의 변동성 즉 가구주 근로소득

내 일시적 요인의 분산이 1997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대일(2007)에 따르면 개인의 인적 특성을 통제한 오차항 즉 본 연구의 임

시소득의 분포 추세를 살펴본 결과 1990년 초반 축소되던 수치는 1990년 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2002년 큰 폭으로 하락하

였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이 되는 아버지세대의 임시소득은 노동시장의 불

안전성을 통해 큰 변동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와 같은 거시 충격은 임시소득 뿐만 아니라 실업을 통해 항상 소

득에 대해서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의 1998년도부터 2015

년 사이 실업률을 살펴보면 KLIPS 1차년도인 1998년도 실업률은 17년 중

가장 월등히 높은 값으로 6.95%을 가졌다. 또한 연이어 1999년, 2000년도 모

두 4% 이상으로 3년 간 매우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 세대의 1998년-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년도 평균소득 통

해 항상 소득을 구성하게 되면 그 당시 실업 상태인 아버지 세대는 표본에

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 1998년-2015년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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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Becker and Tomes(1979) 모형에 따라 부모 세대의 항상 소득과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의 연관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거시 충격을 받

은 부모 세대의 항상 소득은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위축될 가능

성을 가질 수 있다. 김봉근 외(2013)에서는 부모 세대의 큰 변동성을 경험한

경우 낮은 효용 계수를 통해 낮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보유한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보인 바 있다. 즉 부모세대의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에 대해 광

범위한 거시적 충격은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1990년 대 후반에서 2000년 대 초반의 자

료를 아버지 세대 자료로 사용하여 추정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앞

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세 가지 요인 외에도 미국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시 사용한 표본 비교를 위해

Kim(2002)의 미국 기초 통계량을 인용하였고 이는 <표 4>와 같다. PSID를

사용한 미국의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기초 통계량이며 아들 세대인

199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한 로그 임금이다. <표 3>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아버지 세대의 평균 연령은 한국의 아버지 세대의 평균연령보다 약 10세 이

상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아들 세대의 평균 연령 역시 약 6세 의 차

이를 보였다.

<표 4> 미국 기초 통계량 (n=41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로그 아들세대 임금 10.19 0.73 5.70 12.93

로그 아버지세대

5개년 평균 임금
10.44 0.54 8.24 12.65

아들 연령 32.70 4.33 25 39

아버지 연령 38.48 7.86 22 69

출처: Kim(2002), p.12 <표 1>

구체적으로 아버지 세대에서 미국의 경우 평균 연령이 항상 소득을 버는

40세 연령에 가까운 반면 한국의 아버지 세대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Haider and Solon(2006)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따른 항상 소득에 대한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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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약 0.78의 값을 가진다.

한편 소득 변수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및 비교를 위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소득 분위수 상의 지속성을 살펴보았다. <표 5>

과 같이 1분위의 아버지 세대의 아들은 총 71명으로 이중 아들 세대 역시 1

분위에 있는 아들은 27명으로 약38%를 차지하였으며 4분위의 아버지 세대

의 아들 중 4분위에 머무른 아들 역시 동일하게 38%로 특히 소득 분포 중

양극에 있는 소득 구간에서 특히 소득 구간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분위 수에서 지속되는 비율은 약 30%로 세대

간 지속성이 높지 않다.

<표 5> 세전 소득 구간의 세대 간 지속성 (n=282)

아들

아버지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

1분위수 27 11 19 14

2분위수 17 8 26 19

3분위수 19 16 20 15

4분위수 11 13 20 27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 비교에 앞서 중요

요인인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지역적 지속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

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지역적 지속성을 보여주

고 있다. 미국의 경우 Kim(2002)에 따르면 1968년 대도시에 거주한 아버지

257명의 아들 중 1990년 234명이 여전히 대도시에 거주하였으며 대도시 외

거주한 아버지의 아들 161명 중 아들세대는 여전히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

하는 인원이 99명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들 보다 더 많았다. 즉 표본

중 80%가 세대 간 거주 지역이 지속되었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 지역 여부

를 인구수 100만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1차년도 아버지 세대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한 아들 166명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들이 117명,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한 아버지의 아들 116명 중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아들 83

명으로 미국에 비해 세대 간 지속성이 10%포인트 낮은 약 70%가 유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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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도시 여부의 세대 간 지속성 비교

아들

대도시 대도시 외

미국 아버지 대도시 234 23

대도시 외 62 99

한국 아버지 대도시 117 49

대도시 외 33 83

출처: Kim(2002), p.12 <표 2>

2. 실증분석 결과

가. 연령 구조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준거 추정치 0.204는 전체 표본을 사용한 것으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

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아버지 다년도 평균 소득을 사용한 보정치가

0.14~0.242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추정치 역시 일관된 결과이다.

연령의 차이로 인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204는 아버지 세대 연령 상

위 10% 혹은 아들 세대 연령 하위 15%에 대해 제한 시 0.24로 약 18% 증가

하였다. 아버지 세대 연령 상위 10% 제한 시 60세 초과의 표본과 아들 세대

연령 하위 15% 제한 시 33세 미만의 표본이 제외 되었다. 연령 제한 시 아

들의 연령은 최소 33세, 최대 51세, 평균 38.6세 아버지의 연령은 최소 40세,

최대 60세로 평균 50.8 세로 보다 항상 소득을 가지는 표본 연령 40세에 가

깝게 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연령에 대해서만 제한한 추정치들

도 보고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결과 비교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

이 미국에 비해 늦고 조기 퇴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결과에 대

해서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세대에서의 조기 퇴직과 아들 세대의 늦

은 노동 시장 진입 연령을 고려하기 위해 아버지 세대 연령 상위 20%를 제

한하여 보다 노동시장에서 머무는 아버지 세대 의 평균 연령을 낮추었으며,

아들 세대에서는 연령 하위 10%를 제한하여 평균 연령을 높였다. 이때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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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 연령 제한 아버지연령제

한

아들연령

제한

로그 아버지 평균 소득 0.2040*** 0.2400*** 0.2120*** 0.2270***

(0.0484) (0.0568) (0.0520) (0.0523)

아버지 연령 0.0109 0.0210 -0.0005 0.0277

(0.0526) (0.1130) (0.0967) (0.0583)

아버지 연령제곱 -0.0000 -0.0001 0.0000 -0.0002

(0.0005) (0.0011) (0.0010) (0.0005)

아들 연령 0.2020*** 0.3000** 0.2800*** 0.1780**

(0.0567) (0.1190) (0.0823) (0.0745)

아들 연령제곱 -0.0023*** -0.0036** -0.0033*** -0.0021**

(0.0007) (0.0015) (0.0011) (0.0009)

상수항 9.3250*** 6.5400** 8.0140*** 8.9600***

(1.6300) (3.1510) (2.4050) (1.9990)

표본수 282 222 258 246

R-squared 0.1300 0.1160 0.1420 0.1020

지 세대 표본은 57세 초과 연령의 표본, 아들 세대 표본은 32세 미만 연령의

표본이 제외되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표 1>에서 기술하였다.

<표 7> 연령 제한 시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연령 제한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변화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Kim(2013), 양정승(2012)와 같이 Two sample approach를 사용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첫 번째 표본으로 KLIPS 2015년

자료를 사용하여 아들 세대로 구성하고 이들의 아버지 세대의 교육연한과 직

업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표본으로 HIES 자료 1990년의 가구

주 즉 아버지 세대의 임금을 설명변수로 교육연한과 직업을 도구 변수로 하

여 연결하였다.

KLIPS에서는 가구주 14세 당시의 아버지 세대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HIES 1990년 자료에서 역시 자녀의 연령 6-19세에 해당한 가구주의 표본을

사용한다. HIES에서 1997년 이전 자녀의 연령정보는 구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 당시 6-19세 아들은 2015년 31-44세 해당한다. 연

령을 제한한 표본은 아버지세대 31-44세, 아들 세대 31-44세로 구성하고 전

체 표본은 아들 세대 31-44세로만 제한하여 구성하였다. 가구주의 임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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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령제한

교육 0.301(0.0580) 0.317(0.0664)

직업 0.144(0.0509) 0.261(0.0812)

교육, 직업 0.143(0.0462) 0.204(0.0663)

해 교육연한과 직업에 대한 회귀계수 값과 KLIPS 아들 세대의 아버지 세대

의 교육연한과 직업 정보를 연결하여 아버지 세대의 기대 임금을 계산하였

다. 이를 통해 조합한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다음 <표 8>과 같다. 도구변수 조합에 따라 추정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전체 표본에 비해 연령 제한을 시도한 표본의 세대 간 소득 탄

력성이 많게는 2배 차이를 보였다.

<표 8> 아버지 연령 대 별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은 부트스트랩 표준오차11)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앞서 한국의 기초통계량에 비해 아들, 아버지 세대의

연령이 항상 소득을 버는 연령에 가까운 연령대의 표본을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크기 비교를 위해 미국의 기초통계량에

가까운 표본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

다.

한편 본 연구와 기존 국내 선행 연구 결과 비교 시 KLIPS의 사용하는 아

들 세대의 자료의 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구성 시 사용한 자료는 18차년도 2015년 자료로 아버지 세

대와 아들 세대 간의 세대 이전 기간은 17년인 반면 2011년 이전 선행연구들

에서 사용한 아들 세대의 자료는 2008년 이전 자료이다. 즉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아들 세대의 자료 간 연도차이가 약 7년 이상 발생한다. 이와 같

11) 부트스트랩 표준오차는 아버지 세대의 각 그룹별 표본에 대해 동일한 표본 크기로 무작위 복

원추출하고, 이의 회귀계수값들에 대한 기대임금형성, 아들 세대의 표본 역시 무작위 복원 추출하

여 앞의 기대임금을 연결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한다. 이에 대해 1000번 반복시행한 추정

치의 표준편차가 부트스트랩 표준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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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아버지 세대

평균 연령

아들 세대

평균 연령

세대 간

소득탄력성

1998년-2007년 125 55.4 34.256 0.167

2007년-2015년 117 56.094 33.991 0.216

은 기간 차이로 인해 선행연구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의 비교는 아들 세대

의 7년 이상의 연령 증가와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이가 혼합된 영향을 받게

된다. 분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아들 세대와 본 연구

의 아들 세대에 대해 동일한 아들 연령대를 사용한 추정치를 비교하면 순수

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이를 보여줄 수 있다. 연령 증가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효과는 구성한 자료 내 기간을 확대하여 아들 세대의 연령 증

가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비교할 수 있다.

먼저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이를 보이기 위해 KLIPS 자료에 대해 1998

년과 2007년을 아버지세대와 아들 세대로 조합, 2007년과 2015년 아버지 세

대와 아들 세대로 조합하고 동일한 아들 세대 연령 대(30-39세)에 대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0.167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216으

로 상승하여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감소하였을 확인하였다.

<표 9> 30대 코호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이

아들 세대의 연령 증가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1998년과 2007년 자료로

구성한 아버지와 아들세대 자료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2007년 아

들 세대 중 2015년에도 자료에 살아남는 아들 세대에 대해 세대 간 소득탄력

성을 또 추정하였다. 그 결과 표본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세대

의 연령 증가에 따라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0.156에서 0.193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들 세대의 연령이 항상 소득을 버는 연령대에 가까워

질수록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한

편 짧은 기간 내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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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세후소득 세전소득

로그 아버지 평균 소득 0.2040*** 0.2040***

(0.0484) (0.0486)

아버지 연령 0.0109 0.0113

(0.0526) (0.0530)

표본수 아버지 세대

평균 연령

아들 세대

평균 연령

세대 간

소득탄력성

1998년-2007년 158 54.544 33.709 0.156

2007년-2015년 100 54.240 41.87 0.193

<표 10> 동일 아들 표본 내 연령증가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나. 소득변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1)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비교

미국과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유도한 요인으로 소득 변수의

차이를 앞서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에서 미국과 같이 세전 소득

을 사용하는 경우와 국내 선행연구들과 같이 세후 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추정치 간 차이는 간접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소득 변수의 차이로부터 기인함을 보여 줄 수 있다.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사용한 KLIPS자료

의 소득 변수는 1998년 1차 년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월평균

임금이며 세금 및 건강 보험료 등을 공제한 세후 소득이다. 7차년도(2004년)

이후 공제된 세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나 7-11차년도를 아버지세대, 18차년도

의 자료를 아들 세대로 표본 선정 시 적은 표본 수 및 비교적 짧은 패널 축

적기간으로 인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7-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

여 세후소득 대비 세전 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구성한 세전소득의 대리변수로

1-5차년도 아버지세대와 18차년도 아들세대의 세전 소득과 세후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표 11> 소득 변수 차이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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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연령제곱 -0.0000 -0.0000

(0.0005) (0.0005)

아들 연령 0.2020*** 0.2040***

(0.0567) (0.0571)

아들 연령제곱 -0.0023*** -0.0023***

(0.000708) (0.0007)

상수항 9.3250*** 9.3240***

(1.6300) (1.6410)

표본수 282 282

R-squared 0.1300 0.1290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표 11>의 1열은 1-5차년도 아버지세대의 로그 변환한 월평균 임금에 대

해 18차년도 아들 세대의 로그 변환한 월평균 임금의 회귀 분석 결과로 세후

소득을 사용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준거 추정치다. 이와 세전 소득 간의 세

대 간 소득탄력성 크기는 차이가 없었으며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계산이 가능

한 7-11차년도의 아버지세대의 경우 역시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모두 약 0.19로 유사하였다.

횡단면 소득 불평등도인 한국의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표 12>와 같이 2008년-2015년 기간 동안 평균 약 3% 포인트 차이를

가져 횡단면 소득 불평등도 지표 역시 세전 소득과 세후소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불평등도의 횡단면 지표와 종단면 지표는 서론에서 밝

힌 바와 같이 횡단면 지표가 장기간 축적 시 종단면 지표로 연결되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유사성을 뒷받

침한다. 즉 한국의 경우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유

사한 것은 <표 5>와 같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소득 구간의 지속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의 감소효과가 작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간 차이가 평균 약

10% 포인트의 차이를 가졌다. 이는 세전 소득의 분산이 세후소득의 소득 분

산 보다 더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Solon(1989)과 Behrman and

Tabubman(1985)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항상 소득 분산 대비 임시 소득 분산

의 크기에 따라 Reliability ratio의 크기 또한 달라 참값의 세대 간 소득 탄력



- 77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국 세전소득 0.486 0.499 0.499 0.508 0.506 0.513 0.508 0.506

세후소득 0.378 0.379 0.38 0.389 0.389 0.396 0.394 0.39

한국 세전소득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세후소득 0.314 0.314 0.31 0.311 0.307 0.302 0.302 0.295

성의 크기가 영향을 받게 된다. 매년 적용되는 소득 세율 중 임시소득과 관

련한 세율은 임시소득의 분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표 12>에 따라 세

전 소득의 임시소득 분산이 세후 소득의 임시소득 분산 보다 클 가능성을 예

상할 수 있다.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직접적으로 추정은 불가하

나 Reliability ratio의 크기로 인해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세전

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보다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세후소득을 기준으

로 미국과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차이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표 12> 한국과 미국의 소득변수에 따른 지니계수 비교

(2)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한국과 미국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차이는 사용하는 소득이 지역 간 물

가차이를 반영한 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질 소득 계산 시 주택

시가인 집세 물가지수에 대해 Kim(2002)과 같이 전체 가구 지출 액 중 집세

관련 비중을 반영하였다( 

 ). 집세 관련 비중은 2005년 주택금융 및 보

금자리론 실태조사에서 제공한 예상 DTI(월 소득 대비 월 상환액 비율) 평균

23.5% 를 사용하였다. Kim(2002)에서 명목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실질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각각 0.446, 0.392로 차이를 가졌으며 한국 역시 사용하는

소득이 명목 혹은 실질인지에 따라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다르다.

Kim(2002)의 미국의 각각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표 13>과 같이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거주 주택 시가인 집세 물가지수를

지역 간 물가지수로 사용하여 계산한 실질소득과 명목 소득의 추정치들이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 간 물가지수의 세대 간 탄력성의 경우 한국은

0.4, 미국은 0.7 이상으로 세대 간 실질 소득탄력성보다 훨씬 컸으며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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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지역과 대도시 외 지역의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유사성 정도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격차는

명목 소득 보다 지역 간 생계비 차이를 반영한 실질 소득을 기준 시 감소하

였다.

<표 13> 실질 소득과 명목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한국 미국

세대 간 명목소득탄력성 0.204 0.446

세대 간 실질소득탄력성 0.207 0.392

세대 간 지역 간 물가지수탄력성 0.408 0.727

공분산(로그아버지평균소득, 아버지세대 집세 물가지수) -0.001 0.050

한국과 미국의 로그 아버지세대 평균소득과 아버지 세대 지역 간 물가지수

의 공분산 크기를 계산한 결과 미국에서는 0보다 큰 값을 가져 물가가 높은

지역의 임금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보상 임금’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공분산 크기가 거의 0에 가까워 다음 <그림 4>과

같이 거주 지역과 명목 소득에 대한 분포 역시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

아 보상 임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4> 명목소득과 집세 물가지수 관계

횡단면 소득 불평등도의 경우 역시 <표 14>와 같이 아버지세대 5개년 동

안 모두 명목소득과 실질 소득의 소득불평등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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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명목소득 0.365 0.335 0.344 0.334 0.338

실질소득 0.357 0.328 0.337 0.328 0.333

다. 앞서 종단면 소득불평등도인 명목소득과 실질 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

성 추정치의 유사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명목소득과 지

역 물가지수간의 낮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며 보상임금이 거의 존재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12)

<표 14> 명목소득과 실질 소득의 지니계수 비교

다. 설정변수 조합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

앞서 연령 구조와 사용하는 소득변수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의 크기를 보고하였다. 이는 각 요인들이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미치는 개별

적인 효과이다. 그러나 각 요인들을 동시에 적용 하게 되면 세대 간 소득탄

력성은 식(16)과 같이 조건에 따라 각각 개별 요인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기

12) 실질 소득 계산 시 사용하는 지역 물가지수에 따라 실질 소득 및 실질 소득 불평등

도 그리고 보상임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실질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역 물가지수는 거주 주택의 시가로 지역 간 물가차이와 지역 내 물가차이를

모두 반영한 생계비를 대표하는 물가지수이다. 그러나 지역 물가지수 계산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WCPD방법론은 준거방법론이지만 행정 구역의 지역 간 물가 차이

만을 반영할 뿐 지역 내 물가차이에 대한 정보를 담지 못한다. 즉 지역 간 대도시 혹

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간의 물가차이 보다 지역 내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물가 차이가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계산 가능한

2007년도에 대해 WCPD방법론 물가지수와 집세 지수를 각각 적용하여 명목 소득 지

니계수와 실질 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명목 지니계수 0.349, WCPD방법론의

실질 소득 지니계수 0.347, 집세 지수의 실질 소득 지니계수 0.345로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즉 지역 내 물가차이를 반영한 물가지수를 사용하더라도 명목소득 지니

계수와 반영하지 못한 물가지수의 실질 소득 지니계수가 유사한 것은 높은 물가에 거

주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임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집세 물가지수를 사용하였음에도 보상임금의 크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제 명

목 소득과 지역 물가지수간의 상관도가 낮아 보상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행정 구역 구분에 따른 것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특별시, 광

역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

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0%이다. 즉 지역 내의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지역 구

분이 불가한 지역들로 인해 지역 내 물가차이를 반영한 지역 물가지수를 사용할 경우 보상임

금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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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존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보다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각

요인 조합에 따른 회귀분석결과는 부록 표<3>과 같다.

<표 15> 각 요인 조합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세대 간 소득탄력성

전체, 세후, 명목 0.204

세전 0.204

실질 0.207

연령 0.240

연령, 세전, 실질 0.236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반영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236으로 이는 연령을

제한하여 항상 소득을 가지는 표본의 실질 세전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이다. 기존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인 0.204에서 약 16% 증가한 값이다.

미국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비교에서 각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은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Kim(2002)의 명목 세대 간 소득탄력성 0.446의 약

46%에 해당하여 큰 차이를 가졌으나 세 가지 요인을 반영한 실질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경우 한국 0.236로 미국 0.393의 약 60% 수준으로 두 국가 간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즉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는 두 국가 간 자료 상 아버지 세대의 연

령 차이, 소득 변수의 차이 및 보상임금의 정도 차이를 통해 일부 설명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추가적 논의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추정치 비교와 별도로 세대 간 이전 중에 나타난 한

국 내 변화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98년 외환위기와 같은

거시충격 이후 항상 소득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내의 연령에 따른 임시소득

변동성의 차이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변동성의 지표로 분산을 이용하였으며 임

시소득의 분산은 로그 소득을 항상 소득을 설명하는 교육연한과 연령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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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연령

이하

상용직 0.134 0.105 0.117 0.120 0.124 0.124 0.135 0.129 0.149

임시·일용직 0.243 0.221 0.236 0.141 0.191 0.198 0.216 0.200 0.232

평균연령

이상

상용직 0.164 0.175 0.159 0.178 0.192 0.221 0.238 0.225 0.233

임시·일용직 0.288 0.334 0.288 0.336 0.270 0.193 0.204 0.271 0.197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연령

이하

상용직 0.164 0.153 0.143 0.126 0.132 0.132 0.134 0.136 0.136

임시·일용직 0.216 0.225 0.191 0.216 0.230 0.179 0.188 0.225 0.233

평균연령

이상

상용직 0.283 0.220 0.217 0.224 0.215 0.207 0.202 0.202 0.212

임시·일용직 0.250 0.230 0.329 0.274 0.264 0.228 0.242 0.291 0.272

제곱에 대해 회귀한 잔차항의 분산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상용직 군(항상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 평균 연령 이하와 초과 그룹 모

두 임시·일용직 군(항상 소득이 낮은 그룹)에 비해 임시소득의 분산이 작게 나타

났으며 상용직 군내에서는 평균 연령 이하 그룹이 초과그룹보다 작았다. 상용직

의 경우 오히려 1998년 직후 연도보다 2007년 금융위기 직후가 연령 그룹간의

임시소득 분산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경우 평균 연령

초과 그룹보다 이하 그룹이 더 임시소득 분산이 큰 연도도 있었으며 상용직과

달리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모두 영향을 미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같은 연령 그룹에서의 고용형태에 따른 임시소득분산을 비교해보면 평

균 연령 이하 그룹에서는 상용직 보다 임시·일용직이 항상 더 크게 나타

났으나 평균연령 이상 그룹에서는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의 임시소득분산

보다 더 큰 연도(2003년,2004년, 2007년)도 있었다.

<표 16> 연령 기준에 따른 고용 형태별 임시소득 분산 추이

한편 세대 간 이전 기간 동안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대 간 이전이 나타나는 동안 2006년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고용 안정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하여 본 연구의 표본 내 고용 형태의 대물림을 살펴보면 282 가구 중 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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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상용직 임시·일용직

아버지 상용직 196 49

임시·일용직 29 8

아들

임금근로자 비 임금근로자

아버지 임금근로자 282 46

비 임금근로자 224 51

태가 유지된 가구는 204가구로 72%이었다. 그리고 282가구 중 아버지의 임시·일

용직 형태는 37가구로 13%였으나 아들 세대의 비정규직 형태는 57가구로 20%

로 아버지 세대 보다 더 커졌다. 이는 비정규직 법안으로 아버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들 세대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커짐을 시사했다.

<표 17> 고용형태의 세대 간 지속성

추가적으로 본 연구 분석대상인 임금 근로자 외에도 과소보고 가능성

으로 제외하였던 비 임금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금, 비 임금 근로자의 대

물림을 살펴본 결과 전체표본 636 가구 중 동일한 형태 유지된 비율은

333가구로 55% 유지가 되었다. 두 세대 모두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아버지 세대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54% 인 반면 아들 세대

에서는 83%로 훨씬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간접적으로 아들

세대에서 보다 안정적인 종사상 지위를 선택하여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임금 근로자 내 임시·일용직 비율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높은 것은 정책적으로 고용형태의 불안이 더 높아진 것을 시사하였

다.

<표 18> 종사상 지위의 세대 간 지속성

이외에도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유사성과 관련

하여 앞서 언급한 횡단면 소득 불평등 지표의 한계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

다. 최근 횡단면 소득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된

바 있다. 박명호(2016)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고소

득계층의 정보 부족으로 소득 분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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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ECD에서 보인 바와 같이 세전 소득 기준 한국이

OECD 국가들 보다 양호하나 세후 소득 기준 중간 순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조

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은 것을 암시 할 수도 있으나 박명호

(2016)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표 자체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한

계를 인식하고 횡단면 소득 불평등도의 세전과 세후 지표의 유사성을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의 세대 간 이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구특성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계청에

서 보고한 조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13.6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8.6명까지 이르렀다. 또한 동일 기간의 고령화

지수는 30.4%에서 93.1%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17년 동안 나

타난 저 출산율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세대 간 소득 탄력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의 주요 경로인 교육 투자에 있어서 자녀수의 감소는 자녀 1인당 교육

투자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져 세대 간 소득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 부모세대의 수명 연장으로 인해 Becker and Tomes(1979)

의 세대별 효용함수의 자녀소득 효용계수 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제 5절 결론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크기와 비교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작은 값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

버지와 아들 세대 간의 소득 이동성이 높다는 결과들은 김낙년(2017)에서 밝

힌 최근 ‘금수저, 흙수저’의 생성과 대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구조의 차

이와 사용하는 소득 변수의 차이 그리고 명목, 실질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

대 간 소득탄력성의 크기가 변하고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의 격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Haider and Solon(2006)에서 따르면 생애 주기 중 평균 40세를 근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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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득으로 부터의 이탈과정이 나타남으로 보였다. 이에 세대 간 소득탄

력성 추정을 위한 전체 표본 중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에 대한 연령 제한

시 전체 표본의 추정치에 비해 더 큰 값을 가졌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소득변수는 대부분 KLIPS 자료의 세후 소득 변수인 반면 국외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소득 변수는 세전 소득 변수로 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달라지므로 이의 국제 비교가 어렵다. 이론적 모형을

통해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세전 소득 구간의 연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나 한국의 경우 세전 소득과 세후소득의 추정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횡단면 소득 불평등도에서의 유사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용하는 소

득의 지역 간 물가차이 반영 여부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한국의 경우

보상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차이나지 않았다.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반영한 결

과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 0.236, 미국 0.393으로 반영 전에 비해 두 국가 간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비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여전히 작다. 이는 살펴본 세 가지 요인 외의 다른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

한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KLIPS 자료의 첫 조사년도는 1998년도로 외환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 상태의 표본들은 대거 제외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시적

충격은 당해 연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1998년-2002년 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 세대 구성하여 추정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크기들은 충격에 따른 편의를 내포할 수 있다.

또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 시 사용한 소득의 개념을 ‘근로 소득’으로만

제한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고소득층의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소득

이전의 경우 고소득층이 가진 소득 중 부동산 및 금융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오히려 이의 증여를 통해 이전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제한하여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할 경우 이러한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설령 소득의 개념을 부동산 및 금융

소득으로 확대할지라도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이 소득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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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이 역시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한계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외에도

고소득층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조부모세대의 손 자녀세대에 대한 증여를 통

해 직접적인 소득이전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가 필

요하다.

즉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표본의 짧은 시계열

의 한계를 비롯하여 사용한 표본이 1998년 거시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다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한계는 고소득층이 가진 여러 특성들을 고

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면 앞서 도출한 낮은

세대 간 소득 탄력성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거시적 충격을 받지 않은 표본 자료와 아

버지와 아들 세대 간 충분한 기간의 이전이 이루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표

본을 포함할 수 있는 부동산의 세대 간 이전 그리고 소득의 개념 확대를 통

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간 비교를 살펴보고 가능하게 하고 빈곤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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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한국 노동 시장을 고려한 연령 제한 시 세대 간 소득 탄력성

변수 아버지,

아들세대 연령

제한

아버지세대

연령 제한

아들세대

연령 제한

로그 아버지

평균 소득

0.236*** 0.230*** 0.208***

(0.0596) (0.0572) (0.0499)

아버지 연령 0.0350 0.0431 0.00591

(0.161) (0.146) (0.0556)

아버지 연령제곱 -0.000353 -0.000428 -5.16e-05

(0.00165) (0.00150) (0.000518)

아들 연령 0.410*** 0.300*** 0.220***

(0.145) (0.110) (0.0661)

아들 연령제곱 -0.00500*** -0.00363** -0.00250***

(0.00189) (0.00147) (0.000811)

상수항 4.273 6.340* 9.026***

(4.193) (3.408) (1.844)

표본수 209 228 263

R-squared 0.138 0.145 0.117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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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명목 소득, 실질 소득 및 지역 간 물가지수의

세대 간 탄력성 세부추정 결과

변수 명목소득 실질소득 지역 간 물가지수

로그 아버지

평균 소득

0.204*** 0.207***

(0.0484) (0.0485)

로그 아버지

지역 간 물가지수

0.408***

(0.0615)

아버지 연령 0.0109 0.0275 0.00777

(0.0526) (0.0533) (0.0118)

아버지 연령제곱 -9.33e-05 -0.000258 -8.86e-05

(0.000493) (0.000500) (0.000111)

아들 연령 0.202*** 0.207*** 0.00232

(0.0567) (0.0566) (0.0126)

아들 연령제곱 -0.00231*** -0.00234*** 6.40e-06

(0.000708) (0.000707) (0.000157)

아버지 집세 물가지수 -0.452

(0.298)

아들 집세 물가지수 -0.0839

(0.272)

상수항 9.325*** 8.726*** -0.257

(1.630) (1.662) (0.322)

표본수 282 282 282

R-squared 0.130 0.140 0.175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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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요인 조합에 따른 세대 간 탄력성 세부추정 결과

　변수 연령 ,세전, 실질

로그 아버지

평균 소득

0.236***

(0.0571)

아버지 연령 0.0269

(0.114)

아버지 연령제곱 -0.000211

(0.00112)

아들 연령 0.301**

(0.120)

아들 연령제곱 -0.00360**

(0.00150)

아버지 집세 물가지수 -0.620

(0.383)

아들 집세 물가지수 0.127

(0.338)

상수항 6.452**

(3.190)

표본수 222

R-squared 0.127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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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al income inequality level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Hyun, Eun ju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essays on the real income

inequality level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Key

points of each paper is as follows.

1. I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an Engel curve

methodology for estimating spatial price indices. I use a unique

spatial price data and two conventional price index computation

methods, binary Tornqvist and weighted country product dummy

method for an ideal assessment of a spatial Engel curve. Poor

performance of spatial Engel curve method for estimating spatial

price indices implies a strong need for collecting direct spatial

price data for calculating spatial price indices. We also provide

some implications of a precise measurement of spatial price indices

in implementing real inequality and poverty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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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is paper aims to meta-analyse the literature on Korea's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and performs comparison of the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estimat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also presents three factors which lead to lower intergenerational

income elasticity estimates in Korea than the United States. In

empirical results, The gap of estimat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creases when they are reflected.

Key Words : Spatial price index, Engel curve method, Income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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