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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생애주기별 가계 수요함수 추정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후생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박윤선

  최근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

었다. 특히 한국은 최근 기대 수명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급격한 

속도로 인구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 2.9%에 불과하던 고

령화율은 2020년 15.7%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39.8%로 고령화율

이 증가한다. 최근에는 평균 초혼 연령도 3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1

인 가구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심

각한 인구 문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화율로, 고령화율은 산업구

조 변화, 소득 분배 문제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성 저하 등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요 측면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급속한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따른 가계 소비 패턴

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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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애주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생애주기 

가설에 대한 검정이 대부분이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특정 소

비 부문, 예를 들면 고령화와 농식품 소비, 고령화와 에너지 소비 등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애주기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약분리성 가

정을 활용하여 가계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가계 전체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선호 체계

가 일반적으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소비자의 소득이

나 지출, 실제 구매 품목,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

비자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증 분석에서 대단히 

많은 수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한 번에 추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

계 수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관심 있는 일부 상품만 추정하거나 

상품을 통합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에서 정보의 손실, 선호에 대한 강한 가정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소비자 선호에 분리성(Separability)을 가정

한 뒤 조건부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방식이 대두되었다. 

  본고는 수요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 중 하나인 초월 

대수 함수를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6년∼2016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

로 데이터의 이상치를 제거한 약 73,000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

한, 시점 간 최적화 분석을 위해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가상 코호트를 구축하고, 내구재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지출과 구

입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월세 평가액과 더불어 자본 서비스 유

량으로 값을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점 간 최적 소비 분석을 위해 시점 간 대체 탄력

성 및 코호트 연령별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시간 선호도

가 0에 가까워 가계의 미래 소비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시점 간 곡률 또한 0에 가깝게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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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계 소비 모형에 노동 공급을 반영하기 위해 헤크만의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방정식을 도출하고, 개별 노

동자의 노동 질(quality) 및 여가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여가 

지출액이 포함된 가계의 전체 지출액을 바탕으로 시점 내 3단계 수

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수요함수 추정 시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나타나

는 ‘0’의 소비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빗 분석과 부트스트래

핑을 이용하여 추정치의 편의를 교정하였다. 전체 상품을 크게 18개

로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 조건부 수요 탄력성과 전체 탄력성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 상승에 대한 모든 재화 및 서

비스의 반응은 양수로 나타나 여가-재화 및 서비스의 대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정한 가계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연령별·

품목별 수요 탄력성을 도출하고 연령 프로파일 도식화를 통해 연령

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부 품목에 있어서 

연령별 절대적인 소비 지출액 자체도 다르지만, 전체 상품 내에서 소

비지출을 할당하는 비중도 다르고, 가격이나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

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추정 결과와 완전 집계조건,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가계 소비를 전망

하였다. 분석결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가계의 상품 및 서비스 소

비 지출액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역 U자 형태로 추정되었다. 이는 여

가 지출액을 포함한 총지출 자체는 증가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로 인

해 총지출에서 여가 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

로, 향후 민간 소비지출 감소 및 경제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의 고용 창출 및 확대 등 소비 진작 및 경

제 규모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정한 상품군에 대한 수요가 아닌 가계 전체 소비지출

을 바탕으로 가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

한, 가계 소비지출에 여가 지출을 결합함으로써 실제 가계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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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금에 변화가 있을 때 단

순히 가계 내에서 노동 공급-여가 간 대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소비지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고의 이러한 추정 결과는 일반균형분석에서 가계(소비자) 탄력

성 값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소비자 후생분석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가계 소비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국내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계측하였다. 배출권 거래제는 생산 측면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으로 언뜻 보기에 소비자의 후생과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

고,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따

르면 고연령층, 저소득층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기후변화와 관

련된 정책들에 있어서 해당 계층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고령 인구의 증가는 기후변화와 환경정책에 대한 

취약계층 증가로 이어지고, 정책의 시행에 있어 환경 목표 달성-사회 

후생 간의 대체(trade-off)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하나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K-ETS) 시

행으로 인한 장·단기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 가구당 61,436원(1인당 23,091원)

의 후생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온실가스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소득에 역진적인지, 누진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분석결과 배출

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1분위 가구는 1인당 21,535원의 후생 손실

을, 5분위 가구는 26,774원의 후생 손실을 얻게 되어 소득 역진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는 연령

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1인당 

후생 손실은 26,281원으로 30대(20,510원)의 약 1.3배로 나타났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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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약 1.7배가량 차이가 나타나 노인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생애주기로 

인한 연령별 소득 격차를 통제하기 위해 소득분위별·연령별 후생분

석을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같은 소득분위 내에서도 U자 형태의 구

조, 즉 30~40대의 후생 손실이 가장 적고, 70대가 가장 높은 형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 출산율 저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앞서 제2장

에서 추정한 시점 간 최적화 파라미터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

로 인한 장기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 기준 

70대 이상의 후생 손실이 0.6487%로 가장 높았고 20대 가구는 

0.6320%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의 장·단기 소비자 후생 변화를, 일부 품목이 아닌 가

계 전체 소비 품목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정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시행

으로 인해 저소득층, 고령층의 후생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큰 후생 손실을 입는 

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이러한 

계층에 대한 보호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의 

세수 활용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일반연산균형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가격의 강건성에 대한 확인이 어

려운 점, 수요-공급의 동태적인 반응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이러한 부분들은 후속 연구에서 다뤄져

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주요어 : 생애주기, 가계 소비, 약분리성, 소비자 후생, 배출권 거래제

학  번 : 2016-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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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소비자의 선호 체계는 일반적으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

들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소

비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선호를 일관적으

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정을 설정하였고, 주어진 예산 제약과 선

호 체계 하에서 구매 행위(선택)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우리는 소비자의 소득이나 지

출, 실제 구매 품목,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수요 분석을 통해 

상품 간 대체 및 보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수요 탄력성을 통해 

소득 및 가격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실제 소비 행위는 개별 상품 단위로 이루어짐에

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한계, 추정 파라미터 수의 제한 등으로 가계

나 소비자의 전체 소비 행위에 대한 실증 분석은 매우 한정적인 방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LaFrance, 1991). 실증 분석에서 나타난 여러 

방식 중 하나는 개별 상품을 일종의 복합재(commodity aggregates)

로 통합하여 완전한 수요 체계(complete system)를 추정하는 방법이

다. 이는 수요함수를 통한 정책 등의 후생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서 많이 이용되지만(Nichèle and Robin, 1995; Jorgenson et al., 

1997; Tiezzi, 2005; 박광수, 2018), 소비자 선호의 일관성에 대해서 

다소 강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 상품 통합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

된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관심 있는 상품군

의 수요에 대해서만 추정하는, 일종의 불완전한 형태의 수요 체계

(Incomplete system)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제 

이론과의 일치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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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성(Separability)을 가정한 뒤 일종의 조건부 수요함수(Conditional 

demand system)를 도출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소비자 수요 체계 관련 연구가 이 방식을 채택하여 농식

품,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Cox and 

Wohlgenant, 1986; Alston and Chalfant, 1987; Yen et al., 2002; 

Piggott and Marsh, 2004; 노재선·임상수, 2005; 김형건, 2010; 권오

상, 2015; 권오상, 2016). 조건부 수요 체계에 관련된 연구들은 사실 

소비자 선호의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단순 가정

하에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들과 달리 특정 상품군에 대한 수요함수가 아닌, 가계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약분리

성 가정을 통해 다단계 의사결정을 통한 가계 전체 수요 체계를 도

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가계

의 노동 공급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가구의 명목상 

소득 및 지출액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하루

에 8시간 일하는 사람과 14시간 일하는 사람의 부유함 정도가 같다

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목상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소득·소비지출을 과대평가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시

간(time)과 상품 소비 간의 대체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나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연구가 많지 않

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를 반영한 가계 소비지출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소비는 가격과 소득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

(life-cycle)와 가구 특성에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성년 부양가

족이 있는 30대~50대 가구주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을 것이고, 60대 이상의 노인 가구일수록 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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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출액이 높을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들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르면 국가별 생애 소득은 일정 부분 유사

한 경향을 보이지만 소비 패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

나 국내 생애주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생애

주기 가설에 대한 검정이 대부분이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특

정 소비 부문, 예를 들면 고령화와 농식품 소비, 고령화와 에너지 

소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 분석에 있어서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는 기업, 정부와 더불어 경제 주체의 하나인 가계의 소비지출이 국

민경제의 생산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따라서 개별 

가계의 소비 패턴 변화가 경제 전체 소비에도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기대 수명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급격한 속도로 인구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 2.9%

에 불과하던 고령화율은 2020년 15.7%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

였으며,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39.8%로 고령화율이 증가한다. 최근에는 평균 초혼 연령도 30세 이

상으로 높아지고, 1인 가구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개

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미래 인구 구조 변화

가 나타난다면 향후 국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

다. 정책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책의 비용, 수혜자 비중, 정책으로 인한 전체 사회 후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 소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

경정책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계측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고연령층, 저소득층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기

후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에 있어서 해당 계층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고령 인구의 증가는 기후변화와 환

경정책에 대한 취약계층 증가로 이어지고, 정책의 시행에 있어 환경 

목표 달성-사회 후생 간의 대체(trade-off)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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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하나인 탄소 배출

권 거래제(K-ETS)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첫째,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로 2021년 출범하게 될 신기후 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둘째, 배출권 

거래제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배출 부문을 차지하는 배출원인 

산업(에너지)부문에서의 대표적 감축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한,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 6년 차인 현시점까지 배출권 

거래제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은 기업의 비용과 배출량에 초점을 

맞춰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문진영, 2016; 유종민 외, 2017; 이

종화·강판상, 2017; 박경원·권오상, 2018; 전선식, 2019), 가격 변화

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부문에 대한 수요함수가 아닌 노동 공

급을 고려한 가계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생애주

기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권 

거래제의 효과를 가구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약분리성 가정을 바탕으로 가계의 다단

계 수요함수를 추정하되, 개인의 생애주기와 노동 공급을 모형에 반

영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계 소비의 구조적 변화

를 전망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적 소비자 후생 

변화를 계측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수요함수 

  소비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수요함수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개

발되었다. 수요함수 추정은 특정 형태의 효용함수나 지출함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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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정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Stone(1954), 

Theil(1965), Barten(1967) 등의 연구가 효용함수나 지출함수의 형태

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두지 않은 모형인데, 이러한 모형은 적분 가

능성(integrability) 문제를 가진다. 이에 Deaton and Muellbauer(1980)

에 의해 개발된 LA-AIDS 모형, Jorgenson et al.(1980, 1982)의 초월 

대수 수요함수, 선형지출체계(Linear Expenditure System, LES) 등 

효용함수 혹은 비용함수의 형태를 가정한 다양한 수요함수가 개발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소비자들의 소비 품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

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보다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

져 실증적인 분석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로 묶어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상품을 그룹화하기 위해서는 그룹 간 분리성(separability)이 있어야 

한다. 상품의 분리성에 대한 논의는 Hicks(1936), Leontief(1936)의 복

합재 이론(Composite commodity theorem)에서 출발하여 소비자 선

호 구조에 분리성 제약을 가정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Gorman(1959)은 효용함수의 분리성을 실제 모형에 반영할 때 나타

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Gorman이 제시한 2단계 지출 모형의 성립 조건은 비교적 

강한 제약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2단계 지출 모형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일종의 근사(approximation)를 해야 한다. 다단계 예산 지출 

모형에서 탄력성 계산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Edgerton(1997)과 

Carpentier and Guyomard(2001)의 연구가 있다. Edgerton(1997)은 다

단계 예산 지출 모형에서 약분리성 가정, 효용에 크게 변하지 않는 

가격지수 설정이라는 가정을 통해 전체 수요 탄력성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예산 지출 모형

을 이용하여 스웨덴 식품 소비를 실증적 분석하였다. Carpentier 

and Guyomard(2001)는 Edgerton(1997)의 탄력성 공식은 수요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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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야 할 기본 조건 중 하나인 대칭성(symmetry)을 위반하고, 하

위단계 효용함수가 동조적(homothetic)일 때만 대칭성 조건이 충족

됨을 밝혔다. 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가정 없이 수요 조건을 충족

하는 새로운 형태의 탄력성 계산식을 제시하였고, 프랑스의 식품 수

요 분석을 통해 구체적 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근사를 통한 탄력성 추정 외에도 함수의 파라미터 제약을 

통해 소비자 선호(효용함수)의 분리성을 반영하거나, 수요함수체계 

추정 후 통계적 검정을 통해 분리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Alston and Chalfant, 1987; Eales and Unnevehr, 1988; 

Swoffard and Whitney, 1988; Moschini, 1992; Moschini et al. 1994; 

Nayga and Capps, 1994; Sellen and Goddard, 1997). 그러나 약분리

성 가정의 검정과 관련된 모수적(parametric) 방법론들은 Wald 검정, 

우도비 검정 등을 통해 약분리성 가정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고, 

이 경우 비제약 모형(unrestricted model) 또한 함께 추정해야 한다

는 한계가 있다(Edgerton, 1996).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간접적

으로 약분리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Alston and Chalfant(1987)와 같

이 그룹 지출액과 전체 지출액으로 각각 모형을 설정하고 두 모형

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었다. 

  수요함수의 실증 분석에 있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집계되

지 않은 원자료 혹은 조사 자료를 사용할 때 일정 기간 상품을 전

혀 소비하지 않는 ‘0’의 소비량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무시

한 채 수요함수를 추정하게 되면 추정 파라미터에 편의(bias)가 발생

하게 된다. Heien and Wesseils(1990)는 1단계에서 프로빗 모형을 통

해 가구별 IMR(Inverse Mills ratio)을 추정하고, 추정한 IMR을 2단계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분석에 대입하여 ‘0’의 소비

량이 가지는 편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honkwiler and 

Yen(1999)은 Heien and Wesseils의 2단계 추정 방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가 불일치(inconsistent)함을 밝히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을 통해 공분산 행렬의 오차를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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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주기와 가계 소비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 LCH)은 모딜리아니

(Modigliani)에 의해 시작된 이론으로 개인의 현재 소비는 생애 소득

과 자산으로 구성된 전체 부의 현재 가치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개인은 전체 생애 기간의 소비를 평탄하게 유지하여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이론이다. 이와 유사한 이론으로 프리드먼

(Friedman, 1957)에 의해 소개된 항상 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PIH)이 있다. 항상 소득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은 케인스

(Keynes)의 절대 소득가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는 공

통점이 있지만, 생애주기 가설이 생애를 청년-중년-노년기로 구분하

여 시기별로 소득이 일정한 형태를 가진다는 점을 주장함에 반해 

항상 소득가설은 생애에 걸쳐 소득이 무작위(random walk)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생애주기 가설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경제학 쪽에서 진

행된 연구로, 실제 미래 소득을 고려하여 전 기간에 걸쳐서 가계에

서 소비 평탄화(smoothing)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Browning et al., 1985; Blundell et al., 1994; 

Attanasio et al., 1999; Jorgenson and Slesnick, 2008; Bankes et al., 

2019). Browning et al.(1985)은 시점 간 효용함수와 시점 내 이윤함

수를 바탕으로 여가와 일반 소비재 간의 대체 관계를 고려한 소비

자 최적 행위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여가가 소비 모형에서 고려될 

때 생애주기 가설이 기각됨을 밝혔다. Blundell et al.(1994)은 영국 

가계지출조사를 바탕으로 가상 코호트를 구축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시점 간 지출 분배를 분석하였다. 특히 가계특성변수, 고용 

상태 등이 시점 간 지출 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다

만, Jorgenson and Slesnick(2008)이 노동-여가를 직접 모형에 반영한 

것과 달리 노동 공급을 가계 특성변수와 같은 형태로 반영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Bankes et al.(2019)은 미국과 영국의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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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의 품목별 소비지출 행태를 비교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소득 경로(income path)가 두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에도 불구하고 영국 가계에서 노년기 비내구재 지출이 급격히 감소

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료비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

혔다. 국내에서도 『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생애주기 가설에 대한 다양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박

대근·이창용, 1997; 남준우, 2006; 신성휘·최기홍, 2010; 유주희·

문춘걸, 2011; 이창희 외, 2017). 그러나 생애주기 가설은 실증 분석

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완전한 금융시장, 가계 특성

변수, 예비적 저축 동기 등에서 기인한다. 

  반면, 미시적인 분석에서는 생애주기 가설에 대한 증명보다는 생

애주기에 따른 가계 소비의 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인구 구조 변화

로 인한 가계 소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많다. 국내에서는 생애

주기보다는 고령화-소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고, 특히 고령

화가 가계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원두환, 2012; 김동구·박선영, 2014, 이상열, 

2015; 신동현, 2018; 정재용·조홍종, 2019). 이뿐만 아니라 일반 재

화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대표적 연구로는 김동석

(2006), 황상필(2009), 박문수 외(2013) 등이 있다. 김동석(2006), 황상

필(2009)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연령에 따른 가계 수요함

수를 추정하고, 인구 및 경제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수요를 예

측하였다. 황상필(2009)은 이러한 가계 수요에 대한 전망을 산업연관

표와 연결하여 가계의 소비 지출구조 변화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문수 외(2013)는 인구 구조 변화가 서비

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1990년~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수요를 도출하고, 코호트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진면 외(2013) 또한 통계

청 인구 추계 조사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결합하여 가계의 산

업별 소비를 전망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품목별 비중을 시간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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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세 연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구주 연령별·산업별 가구당 

민간소비지출액을 추정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2014)에서도 인구 효

과와 소득효과를 고려한 미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를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가계동

향조사』의 12개 대분류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에서는 가계 수요 추정 없이 과거의 소비지출 

비중을 바탕으로 추세 전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3. 여가 모형과 노동 공급

  

  가계가 시장에서 최종재를 구입하여 소비한다는 기존의 소비자 

이론에서 벗어나 시간(노동)을 투입하여 가계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

를 직접 생산해 낸다는 Becker(1965)의 가계생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model)을 시작으로, 가계 소비에 있어서 가계가 가진 부

존자원 중 하나인 노동을 모형에 포함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Heckman(1974)은 여가가 모형에 고려될 경우 

여가-소비재 간의 대체 관계로 인해 임금 변화가 노동 공급, 나아가 

여가 및 소비재 소비량 변화로 이어지게 됨을 밝혔다. West and 

Williams(2004)는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의 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여가를 고려한 가계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때 여가는 시장재

가 아니고 또한 여가를 노동 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여가의 가격은 임금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위 연구에서는 총

임금이 근로 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얻게 된 값이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내생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별, 직업별, 성별 평

균 임금을 도구변수로 대신 활용하였고, 임금 노동자의 선택 편의

(selection bias)를 해결하기 위해 Heckman(1979)의 방법을 이용하였

다. Jorgenson and Slesnick(2008) 또한 여가를 모형에 포함하여 2단

계에 걸친 가계 수요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시점 간 최적화

를 통해 시간 선호도, 시점 간 대체 탄력성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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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별로 할당된 지출 하에서 상품·서비스와 여가 간의 관계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가계 수요 분석에서 여가를 고려한 모형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가 가계지출 내에서 여가로 분류되는 오락비·

여행비 등을 바탕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출액 차이를 

분석하거나(차경욱, 2003; 김영숙·심미영, 2004; 기영 외, 2006; 손나

래·양세정, 2008; 김유선, 2011), 가계 노동 공급 의사결정을 분석하

는 데(서병선·임찬영, 2004; 강병구, 2007; 김현숙, 2009) 중점을 두

고 있다. 차경욱(2003), 김영숙·심미영(2004)은 각각 『도시가계조

사』 원자료와 부산시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경제적 특성이 여가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영 외(2006)는 농촌에서의 여가-노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고, 농

번기·농한기, 성별, 인구 특성에 따라서 여가-노동 시간에 큰 차이

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손나래·양세정(2008)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관광 행락 부문 여가 활동이 증가하였고, 여가비 지

출 또한 시행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2011)

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여가 시간을 늘리고 주관적 행복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특히 정책 시행이 실

근로시간을 약 11.3%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

성이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노동 탄력성을 직접 추정한 연구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관련 자료의 부재로 여러 통계 자료를 결합하

여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남재량·류근관(2000)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가구별 세후소득

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남재량(2007)이 노동 공급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보상 가격탄력성이 음수로 도출되어 이

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서병선·임찬영(2004)은 가계

생산 모형을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 및 임금 탄력성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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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고, 내생성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에서 출산 효과가 

과대 측정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강병구(2007)는 여가 시간을 고려

한 CES 효용함수로부터 임금 방정식 및 노동 공급함수를 도출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김현숙(2009)은 『노

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 내 남성, 여성의 노동 시간을 범주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 효용 극대화의 균형 값을 도출하였다. 위 

연구에서 임금 탄력성은 남성의 경우 0.01~0.12, 여성은 0.04~0.15로 

추정되었다. 김용건 외(2014)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를 위한 환

경경제모형 구축에서 모형의 정교화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 공급 탄력성을 0.257로 도출한 바 있다. 

4. 환경 정책과 소비자 후생

  

   환경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연구는 대단히 많다. 이 

중에서도 탄소세, 유류세와 같은 환경세 부과나 배출권 거래제와 같

은 정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 귀착, 소비자 후생분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환경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환경세의 소득 역진성(regressivity)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그러

나 분석 지역, 분석 시기, 세금 부과 대상, 세입 활용 방식에 따라 

환경세의 소득 역진성/중립성(neutral)/누진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많

은 연구가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지출액 데이터를 이용하

여 가계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보상 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나 동등 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로 소비자 후생 

변화를 계측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Brännlund and Nordström, 

2004; West and Williams, 2004; Tiezzi, 2005; Creedy and Seeman, 

2006). Brännlund and Nordström(2004)는 스웨덴 가계동향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QU-AIDS 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지역, 부양가족(자녀) 

수, 소득분위별 탄력성을 바탕으로 탄소세 부과의 효과를 파악하였

다. 분석결과 탄소세로 인한 후생 손실의 절댓값은 고소득층에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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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지만, 소득분위별 가처분 소득에서 후생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탄소세가 소득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West 

and Williams(2004)는 휘발유, 여가, 기타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

정하고 조세 귀착(tax incidence)을 파악하기 위해 동등 변화(EV)를 

도출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 역진적

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추가적인 세입을 가계에 다시 정액 환급제

(lump-sum return) 형태로 재분배할 경우 소득 누진적으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 수요함수를 이용한 분석은 추정의 

편의를 위해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만을 가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는 투입산출표(I-O table)나, CGE 

모형을 활용하여 환경세에 대한 산업별 소비자 가격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후생을 계측하였다

(Fullerton, 1995; Metcalf, 1999; Hassett et al. 2009; Rausch et al. 

2011; Mathur and Morris, 2014). Fullerton(1995), Metcalf(1999), 

Hassett et al.(2009)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탄소세 부과가 각 산

업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가계 자료와 결합하여 

탄소세 효과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 연구에서

는 연간 소득, 생애 소득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

로 연간 소득을 사용할 때 탄소세의 역진성이 증가함을 밝혔다. 

Rausch et al.(2011)은 CGE 모형을 통해 미국의 탄소 판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중첩 CES(nested-CES) 형태의 효

용함수를 가정하였고, 소득뿐만 아니라 종교, 거주지역 등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탄소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권오상·허등용(2011)이 투입산출표와 미시 시뮬레이

션을 결합하여 최적 세율 도출 및 탄소세의 소득 분배 효과를 분석

한 바 있다. 김하나(2015) 또한 투입산출표를 통해 탄소세 부과로 인

한 생산자 가격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환하고(Z-matrix), 소득분위, 

가구주 나이, 도시 거주 여부에 따른 가계의 직·간접적 조세 부담

을 추정하였다. 위 연구의 분석결과 저소득층, 노인, 도시 가구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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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큰 조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CGE를 이용하여 탄소세 부과,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 또한 지속해서 진행되었다(강만옥 외, 2005; 김재현·정

기호, 2011; 신상철·박현주, 2011; 김승래, 2012; 오인하 외, 2014; 

박경원·권오상, 2018). 

제 3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약분리성 가정을 바탕으로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가계 전체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가계의 시점 간 지출 분배를 분석하고, 시점 내 수요모

형에 노동 공급(=여가) 및 생애주기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

로 향후 고령화 등 가구 구조 변화로 인한 가구 소비 변화를 전망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추정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가격 변화에 따

른 소비자 후생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하나인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K-ETS)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

석하여 생애주기 및 소득분위에 따른 장·단기 분배 효과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 소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가

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하여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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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데이터의 구축은 크게 여가 시간 추정을 위한 『고용형태

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와의 결합, 내구재 지출액 처리, 0의 소비량 

처리, 시점 간 최적화를 위한 가상 코호트 구축으로 구분된다. 다음

으로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추정한 생애주기별 가계 소비 결과를 

바탕으로 장·단기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소비자 후생 

효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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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애주기별 가계 소비 분석

제 1 절 분석자료

1. 가계동향조사

  본 연구에서는 가계 소비지출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

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

구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고, 이

를 통해 국민의 소비수준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통계청, 

2019).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부터 조사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품목이나 표본은 지속해서 변경되었다. 특히 2003년 이전까지는 도

시가계 조사로 표본이 도시 거주에 한정되어 있었고, 1인 가구는 

2006년에서야 표본에 포함되었다. 또한, 2017년~2018년에는 전용 표

본 설계,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이 변경되었고 가계 소득 통계와 

가계지출 통계를 분리하여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 소비를 분석하고, 국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변화를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1인 

가구 자료를 포함한 2006년~2016년(11개년) 『가계동향조사』의 연 

단위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는 연도별로 약 9,000~12,000개가 제공

되지만, 이상치를 제거한 전체 약 73,000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

되었다. 우선 가처분 소득이 음수이거나, 소득과 기타수입이 가계지

출보다 적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평균에서 크게 벗

어난 값들을 제거하고자 연도별로 소득이 상위 1%, 하위 1%인 가구

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계 소비지출 중 주거부문에 

“실제 주거비”라는 항목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임차를 한 

경우 시설이나 노후 정도가 유사한 주거를 임대할 때 지불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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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액에서 주거 서비스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

액으로 설정(월세평가액-중간투입-생산세)되고, 이 값이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음의 값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크게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경상(經常)적으로 발생하

는 소득인 경상소득과 경조 소득이나 퇴직수당 등 불확실하고 일시

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표 2-1>에는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2006년~2016년 항목별 월평균 가계 소득이 제시되어 

있다1). 실질화된 가계 월평균 소득은 3,915,127원으로 이 중 

3,778,614원(96.5%)이 경상소득이고, 비경상소득은 136,513원으로 약 

3.5%에 불과하였다. 경상소득 내에서는 근로 소득(65.4%), 사업소득

(20.1%), 이전소득(10.6%), 재산소득(0.5%)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원, %)

항목 평균
비중
(%)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소득 3,915,127 100.0 2,234,984 411,884 12,571,686 

1. 경상소득 3,778,614 96.5 2,188,708 0 12,571,686 

 1) 근로소득 2,560,967 65.4 2,377,304 0 12,468,923 

 2) 사업소득 785,327 20.1 1,505,126 0 12,126,701 

 3) 재산소득 18,699 0.5 146,069 0 8,803,908 

 4) 이전소득 413,621 10.6 816,335 0 10,199,087 

2. 비경상소득 136,513 3.5 422,321 0 11,768,872 

 1) 경조소득 35,764 0.9 268,233 0 11,768,872 

 2) 퇴직수당 13,994 0.4 189,982 0 10,779,376 

 3) 기타 비경상소득 86,756 2.2 246,405 0 10,542,500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2-1> 항목별 월평균 가계 소득

1)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과 관련된 모든 금액자료는 명목 금액이므로 
2015년=100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실질 가치로 환산(deflate)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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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계지출은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이 감소하는 지출로써,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된다. 이중 소비지출항목은 대분류 12

개, 중분류 97개, 소분류 392개로 구분되어 있다. <표 2-2>에는 대분

류 기준에 따른 전체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제시되어 있다. 전

체 가계지출은 2006년 2,685,338원에서 2016년 2,645,007원으로 실질

적으로 약 1.5% 감소하였고, 이 중 소비지출은 동기간 동안 

2,072,740원에서 1,975,111원으로 4.7% 감소, 비소비지출은 612,599원

에서 669,896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대분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 음료(11.2%) 및 음식·숙박 부문

(10.6%)의 지출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6년 대비 

2016년 증가한 항목은 가정용품·가사서비스(18.2%), 보건(16.9%), 오

락·문화(6.9%), 주거·수도·광열(3.5%)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 부문 

21.7%, 교육 15.5%, 교통 15.5%가 감소하였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

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 내 자녀 수가 줄어들었고, 이

로 인해 가계의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조세(경상/비경상), 연금, 사회보장, 

이자 비용, 이전지출로 구성된다. 2016년 기준 가계 비소비 지출액

은 669,896원이고, 이중 가구간이전지출이 188,432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조세(111,374원), 사회보장(108,445원), 연금(107,853원)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비소비지출 내에서 2006년 대비 2016년 사회보장 관

련 지출이 약 54.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연금 또한 15.8% 증가

하였다. 반면 비경상 소득세, 비경상 재산세, 부동산 취득 관련세, 

과징금 등이 포함된 비경상 조세는 동기간 13.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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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항목 2006 2010 2016
변화율
(06`-16`)

가계지출
2,685,338 2,792,923 2,645,007 

-1.5
(100.0) (100.0) (100.0)

 1. 소비지출
2,072,740 2,125,945 1,975,111 

-4.7
(77.2) (76.1) (74.7)

  1) 식료품·비주류 음료
303,751 307,909 295,261 

-2.8
(11.3) (11.0) (11.2)

  2) 주류·담배
33,927 29,039 31,294 

-7.8
(1.3) (1.0) (1.2)

  3) 의류·신발
138,272 142,909 126,761 

-8.3
(5.1) (5.1) (4.8)

  4) 주거·수도·광열
229,098 238,480 237,104 

3.5
(8.5) (8.5) (9.0)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8,824 77,967 81,341 

18.2
(2.6) (2.8) (3.1)

  6) 보건
120,505 137,287 140,828 

16.9
(4.5) (4.9) (5.3)

  7) 교통
232,646 228,477 196,618 

-15.5
(8.7) (8.2) (7.4)

  8) 통신
149,536 137,365 117,018 

-21.7
(5.6) (4.9) (4.4)

  9) 오락·문화
107,223 111,213 114,624 

6.9
(4.0) (4.0) (4.3)

  10) 교육
204,906 228,132 173,159 

-15.5
(7.6) (8.2) (6.5)

  11) 음식·숙박
299,396 285,751 280,215 

-6.4
(11.1) (10.2) (10.6)

  12) 기타상품·서비스
178,094 192,040 170,613 

-4.2
(6.6) (6.9) (6.5)

 2. 비소비지출
612,599 666,978 669,896 

9.4
(22.8) (23.9) (25.3)

  1) 경상조세
96,774 102,758 111,374 

15.1
(3.6) (3.7) (4.2)

  2) 비경상 조세
8,892 6,435 7,736 

-13.0
(0.3) (0.2) (0.3)

  3) 연금
93,164 101,322 107,853 

15.8
(3.5) (3.6) (4.1)

  4) 사회보장
70,434 90,420 108,445 

54.0
(2.6) (3.2) (4.1)

  5) 이자 비용
47,720 59,601 54,732 

14.7
(1.8) (2.1) (2.1)

  6) 가구간이전지출
205,866 214,020 188,432 

-8.5
(7.7) (7.7) (7.1)

  7) 비영리단체로 이전
89,750 92,424 91,324 

1.8
(3.3) (3.3) (3.5)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2-2> 항목별 월평균 가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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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 행위는 가격이나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 등과 같은 특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계동향조사』자료에서 제공하는 가계특성변수는 노인 가구 여

부, 근로자 가구 여부, 가구원 수, 자녀 수 등에서부터 가구주나 가

구원의 관계, 가계 구성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등 다양하

다. 노인 가구란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가

구원 중 1인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인 가구를 의미하는데, 2003년부

터는 노인가구의 기준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다. 근로자 

가구란 가구주가 자영자나 무직이 아니라, 정부나 기업에 고용된 사

무직, 생산직인 경우를 의미한다. 

  <표 2-3>, <그림 2-1>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노인 가구 비중은 

2006년 7%에서 2016년 17%로 급증하였고, 1인 가구의 비중 또한 동

기간 15%에서 19%로 상승하였다. 가구원 수와 자녀 수는 2006년 각

각 2.96명, 0.88명에서 2016년 2.61명, 0.62명으로 감소하여 가족 구

성 자체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자 가구주 가구는 

2006년 약 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72%로 약간 

감소하였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정도로 나

타났고 과거와 현재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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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2006 2010 2016

노인 가구 더미
0.07 0.08 0.17
(0.26) (0.27) (0.37)

근로자 가구 더미
0.63 0.63 0.60
(0.48) (0.48) (0.49)

1인 가구 더미
0.15 0.12 0.19
(0.36) (0.32) (0.40)

가구원 수 명
2.96 2.97 2.61
(1.26) (1.20) (1.20)

자녀 수 명
0.88 0.84 0.62
(1.00) (0.97) (0.91)

가구주 성별2) 더미
0.76 0.78 0.72
(0.43) (0.42) (0.45)

가구주 연령 세
46.69 48.75 53.34
(13.07) (12.90) (14.37)

가구주 교육 수준3) -
3.21 3.30 3.28
(1.47) (1.44) (1.51)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 2: 남자 가구주의 경우 1, 여자 가구주는 0. 
주 3: 가구주 교육 수준은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 5. 대학교, 6. 대학원(석사·박사)을 의미함. 이는 2008년 이
전 교육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08년부터는 6. 대학원이 6. 대
학원(석사), 7. 대학원(박사)으로 구분되었음. 그러나 분석의 통일성
을 위해 2008년 이전 학력 코드를 이용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2-3> 연도별 가계특성변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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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인 가구 비중 (b) 근로자 가구 비중

(c) 1인 가구 비중 (d) 가구원 수 및 자녀 수1)

(e) 가구주 성별 (f) 가구주 교육 수준

주 1: 그래프에서 실선은 가구원 수, 점선은 자녀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 연도별 가계특성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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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물가지수2)

  본 연구에서는 가계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가격 자료로 분기별·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이용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비 지출액의 1/10,000 이상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월평균 231원)인 품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 품목은 460개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는 1975년부터 현

재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앞서 2006년~2016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이에 맞게 연도별 자료를 이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류에 맞게 소비자물가지수를 

분류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단일 품목이 단일 산업과 연결될 경

우 해당 품목을 가격지수로 이용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

지 품목의 지출액 가중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의 세

부 품목을 가진 1번 상품이 있을 때, 1번 상품의 가격()은 세부 

품목의 가격()을 지출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 …(식 2-1)

이때,  


   으로 1번 품목의 전체 지출액에서 세부 품

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표 2-4>에는 소비지출의 목적에 따른 12개 대분류의 연도별 소

비자물가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품목 대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2)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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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우편 서비스, 전화 장비, 휴대전화기

기, 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된 통신 부문의 경우 2006년 대비 오히려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1990년대에 휴대전화기기가 널

리 보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기기나 전화 장비의 소비

자물가지수가 매우 높았고, 마찬가지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

한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담배가 포함된 “주류 및 담

배” 부문은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으로 2010년 64.12에서 2016년 

100.69로 크게 증가하였다.

항목 2006 2010 2016

1. 식료품·비주류 음료 70.25 86.51 102.31

2. 주류 및 담배 62.55 64.12 100.69

3. 의류 및 신발 74.76 85.14 101.80

4.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78.28 86.44 99.19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9.48 89.23 101.55

6. 보건 88.27 95.16 100.99

7. 교통 88.03 100.36 97.79

8. 통신 109.63 104.73 100.09

9. 오락 및 문화 94.49 97.26 101.84

10. 교육 79.23 92.82 101.64

11. 음식 및 숙박 79.26 89.89 102.51

12. 기타상품 및 서비스 74.44 94.19 103.44

자료: 통계청, 연도별·품목별 『소비자물가조사』 자료.

<표 2-4> 대분류별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미국의 가계지출조사 자료(Consumer Expenditure Surveys, CEX)

와 달리 국내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가계 구성원의 근로시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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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 소득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동향조사』 자료만으로는 임금 방

정식을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 노동부에서 제

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1968년 전국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직종별 임

금실태조사』는 199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2008년 현재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통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학력별·

성별·연령대별 월평균 근로시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2-2>의 (a-1), (a-2)에는 2016년 기준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산업분류 기준으로 11. 금융 

및 보험업이 약 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 전기·가

스·증기 및 수도사업(510만 원)이 높았다. 반면, 9. 숙박 및 음식점

업(200만 원), 12. 부동산 및 임대업(220만 원), 18. 협회 및 단체, 수

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0만 원)은 월평균 임금이 매우 낮았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3. 제조업(192시간)이고,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63시간)이 가장 짧았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40세~49세)의 월평균 임금이 약 360만 원으로 가

장 높았고, 20대 미만은 140만 원에 불과했다. 근로시간은 20대 미

만(154.9시간), 60대 이상(172.6시간)을 제외하고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월

평균 임금, 근로시간 모두 높았고(c),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임금

은 높지만, 평균 근로시간은 낮았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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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산업별 월평균 임금1) (a-2)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1)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 및 임대업

1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5 교육서비스업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b-1)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2) (b-2) 연령대별 월평균 근로시간2)

1 ~19세 이하 2 20세~24세 3 25세~29세 4 30세~34세 5 35세~39세

6 40세~44세 7 45세~49세 8 50세~54세 9 55세~59세 10 60세 이상

<그림 2-2> 월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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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성별 월평균 임금3) (c-2)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3)

(d-1) 학력별 월평균 임금4) (d-2) 학력별 월평균 근로시간4)

주 1: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분석 기간(2006년~ 2016년) 
동안 8차에서 9차로 개정됨. (a-1), (a-2)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근로시
간은 2016년 자료만을 이용한 결과임. 

주 2: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또한 2016년 자료만을 이용한 결과임.
주 3: (c-1), (c-2)에서 여성은 각각 , 점선(┈), 남성은 , 실선(─)으로 표

기되어 있음.
주 4: (d-1), (d-2)에서 중졸 이하는 , 짧은 점선(┈), 고졸은 , 긴 점선(― 

―), 초대(전문대)졸은 , 일점쇄선(―·―), 대졸 이상은 , 실선(─)
으로 표기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그림 2-2> 월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계속)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월평균 근로시

간을 연도·성·학력·산업별 분류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개

인과 결합하여 이를 임금 방정식 추정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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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추계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 소비 변화를 추정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

의 가구 전망을 활용하였다. 『장래가구추계』는 장래 추계인구 자

료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을 추계하여 장래 가구 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별·가구 유형별 가구 

수를 추계하고 있다. 현재 추계 가구는 2017년 기준 가구를 바탕으

로 2047년까지 추정되어 있다(통계청, 2020). 

  <표 2-5>, <그림 2-4>에 따르면 국내 총가구 수는 2000년 1,450만 

가구에서 2017년 1,957만 가구로 약 34.9% 증가하였고, 이후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 2,265만 가구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

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가구 수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약 16%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30년에는 약 34%, 2047년에는 

37.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까지 국내의 일반적 

가구 형태는 4인 가구였지만, 향후 가구원 수가 점차 감소하여 1인 

가구가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됨을 의미한다. 

(단위: 백만 가구, %)

연도 총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0 14.51 15.55 19.05 20.91 31.09 10.07 3.34
2010 17.49 23.86 23.91 21.37 22.75 6.27 1.84
2017 19.57 28.53 26.66 21.26 17.72 4.52 1.30
2025 21.34 32.32 30.14 20.74 13.14 2.87 0.79
2030 22.04 33.76 31.86 20.42 11.13 2.23 0.60
2035 22.50 35.22 33.03 19.93 9.55 1.80 0.47
2040 22.65 36.37 33.96 19.52 8.32 1.46 0.37
2047 22.30 37.30 34.98 19.34 7.02 1.10 0.26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표 2-5> 국내 총가구 및 가구원 수별 가구 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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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연도별 『장래가구추계』.

<그림 2-4> 가구원 수별 가구 수 추계 

  다음으로, 가구주 성별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00년 남성 가구주 

비중이 8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 70%,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40년에는 약 62%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5>. 또한, <그림 2-6>

에는 2017년, 2047년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2017년에는 40~50대가 가구주인 형태가 일반적이었다면(46.9%), 2047

년에는 70대 이상 가구주가 전체의 39.3%, 60대 이상이 19.9%로 고

령화가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장래가구추계』에서는 가구원 수별·연령별 가구 수 추계

값과 성별·연령별 가구 수 추계값을 따로 제공하고 있어, 가구원 

수/연령/성별에 따른 가구 수 전망을 한 번에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비중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

을 통해 가구원 수·연령·성별 가구 수 추계 값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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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연도별 『장래가구추계』.

<그림 2-5> 성별 가구 수 추계

(a) 2017년 (b) 2047년
주 1: 19세 미만 가구주는 제외함(2017년 0.34%, 2047년 0.29%).
자료: 통계청, 연도별 『장래가구추계』.

<그림 2-6> 연령별 가구 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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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정리

① 내구재

  가계 소비에 있어서 내구재와 주거 관련 소비는 단순히 소비 행

위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투자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내구재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구재는 한

번 구입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산과 같은 특성

이 있다. 이 때문에 가계 소비에 있어서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구입 

특성이 크게 다르고, 가계의 내구재 구입 결정은 기업의 투자 결정

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은 자본 한 단위를 더 구매할 때의 

비용과 그로 인한 미래의 기대 소득을 비교하고, 가계의 경우 추가

적인 내구재 구입의 비용과 구입으로 인한 서비스 흐름(service 

flow)을 비교하여 내구재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내구재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가계 부(wealth), 가계 소비와 관련된 연

구에서는 내구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Christensen and Jorgenson, 1969; Diewert, 1974; 

Hulten and Wykoff, 1981; You and Kwon, 1987; Alessie et al. 1997; 

Slesnick, 2001). 

  Christensen and Jorgenson(1969)은 감가상각을 통해 그 가치를 계

상하는 계속 기록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따라 미국의 자

본 투입을 부문별로 추정하였다. Diewert(1974)는 쌍대성(duality)을 

통해 지출함수와 효용함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

국의 내구재에 대한 수요 및 시점 간 효용 극대화 문제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내구재 스톡 추정에는 계속 기록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Diewert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내구재 구매를 임대

(rental)와 투자(investment)로 구분하여 할인된 가격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점 간 최적화 문제에서는 노동-여가 간의 대체 관계를 모형

에 반영하여 전체 부(total wealth)를 제약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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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가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구재나 자본의 규모를 알

기 어려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Hulten and 

Wykoff(1981)는 각각의 함수 형태와 방법론에 따라 내구재의 감가상

각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실제 미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매, 사무실, 창고, 공장에서의 시기별 감가상각률을 도출

하였다. 

 Slesnick(2001)은 van der Gaag et al.(1982)이 제안한 방식과 같이 

주요 내구재, 차량, 주거의 재고를 서비스 유량(service flow)으로 전

환하였다. 그러나 미국 또한 가계의 구체적인 내구재 스톡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1972년~1973년 조사에서만 내구재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Slesnick은 완전 집계(exact 

aggregation) 조건을 이용하여 재고 자료가 있는 연도의 횡단면 자

료를 다년도 전체 시계열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시계열 분석 기간의 내구재 서비스 유량을 추정하였

다. 

  현실에서 내구재 스톡에 대한 자료는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Cao et al.(2017), Hu et al.(2019)은 가계의 내구재 서비스 유량

을 추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 연구들에서는 가계가 기존에 가

진 내구재가 완전히 감가 상각되었을 때 새로 내구재를 구입할 것

이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가계의 비내구재 소비 지출액을 기준으

로 전체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뒤 내구재 지출액을 해당 분위에 

포함된 가구 수로 나누어줌으로써 분위별 가구당 내구재의 서비스 

유량 추정치로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도 내구재 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과거 대우경제연구소에서 1993년~1998

년까지 조사한 『한국가구 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 

KHPS)』, 통계청에서 1991년, 1996년, 2000년 시행한 『가구 소비실

태조사』를 제외하고는 내구재의 재고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실

질적으로 가계의 내구재 소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차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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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손상희, 2001; 홍기석·손은승, 2005). 가계의 내구재 소비 처

리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Slesnick(2001)이 제시한 바와 같이 내구재 

구입으로부터 내구재의 서비스 유량을 추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구재 스톡 추정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방식의 보완적인 방식이 이

용되었다. Mace(1991)는 상품 및 서비스를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로 구분하였고 이중 내구재 소비지출의 1/2을 소비로, 나머지 1/2은 

저축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박대근·이창용

(1997), 남주하 외(2006), 윤종인(2016) 등이 Mace의 방식에 따라 내

구재 소비를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ao et al.(2017)의 방식에 따라 각 연도의 비내구

재 소비 지출액 분위별(10분위)로 내구재 지출액을 나누어 각 가구

의 내구재 서비스 유량을 추정하고자 하였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의 내구재를 <표 2-6>와 같이 분류하였다. 또한, 『가계동향조사』

에서는 월세 평가액(rent equivalent) 값이 제공되므로 자가 주택 소

유자 및 전세 거주자,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월세 평가액, 사택, 무

상주택, 영구임대 거주자의 월세(rent)를 주거비용에 포함시켰다. 자

가 주택 및 전세나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월세 평가액을 주거비용

에 포함할 경우 평균 가계지출액은 207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증

가한다<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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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식료품·비주류 음료 - -

2. 주류 및 담배 - -

3. 의류 및 신발 - -

4.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 -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장롱, 화장대, 소파 등

실내장식 카펫, 실내 장식품

가정용 섬유 커튼, 침구류, 수건 등

가전 및 가정용 기기 밥솥, 냉장고, 정수기 등

가사용품 식기, 프라이팬 등

가정용 공구 및 기타 가정용 전동공구 등 

6. 보건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안경 및 콘택트 등

7. 교통

자동차 구입 신차, 중고차 구입

기타 운송 기구 구입 오토바이, 자전거 구입

운송 기구 유지 및 수리 부품 및 관련용품

8. 통신 통신장비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

9. 오락 및 문화

영상음향기기 텔레비전, 기타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사진 및 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기기

기록 매체 기록용 매체

오락문화 내구재 오락 및 운동내구재

악기 기구 악기

장난감 및 취미용품 장난감, 게임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등산, 낚시, 운동용품 등

화훼관련용품 원예용품

애완동물관련물품 애완동물관련품

10. 교육 - -

11. 음식 및 숙박 - -

12. 기타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 기기 이미용 기기

시계 및 장신구 시계, 장신구, 종교용품 등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2-6> 『가계동향조사』 내구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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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는 월세평가액, 는 원자료의 월평균 가계지출액, 는 월
세 평가액 반영 후 가계지출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7> 월세 평가액 반영 전후 가계 소비지출

② 가상 코호트 

  

  가상 코호트 분석(Synthetic cohort)은 Browning et al.(1985)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여러 해에 걸친 횡단면 자료를 마치 패널 자료인 

것처럼 가상의 패널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국가의 

가계지출조사는 패널데이터가 아니라 매년 독립적인 가구를 추출한 

횡단면 자료이고, 이 때문에 생애주기 분석이나 패널 분석에서 고정

효과(fixed effect)를 통제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어

렵다. 특히, 패널데이터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을 추적하는 형태의 자

료이기 때문에 시계열이 길지 않은 편이고, 고정효과 패널 분석에서 

시계열이 짧으면 분석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가상 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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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구축된 패널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패널데이터

와 달리 표본의 중도 탈락 문제가 없다. 또한, Gardes et al.(2005)은 

패널 자료와 가상 코호트 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매우 유사

함을 보임으로써 가상 코호트 패널의 유용성을 증명한 바 있다. 

  코호트란 고정된 형태의 자격(membership)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

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코호트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출

생연도(birth of year)다. 횡단면 자료가 매년 독립적으로 추출된다고 

하더라도, 조사 자료의 개인은 한 번만 실제로 관찰되지만 같은 세

대 표본이 다음 시점(period) 조사에서 발견되므로 코호트를 기준으

로 가상 패널을 구축할 수 있다. 코호트는 1) 개인의 특성변수 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수, 2) 코호트(그룹)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한 코호트 내 관측치(observation) 수가 적어지는 것 사이의 균

형(trade-off)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가계지출

조사를 매년 독립적인 표본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 코호

트 분석은 많은 연구, 특히 생애주기 가설 분석에 활용되었다

(Browning et al., 1985; Deaton, 1985; Blundell et al., 1994; 

Jorgenson and Slesnick, 2008; Guillerm, 2017). Browning et al.(1985)

은 시점 간 효용함수와 시점 내 이윤함수를 바탕으로 여가와 일반 

소비재 간의 대체 관계를 고려한 소비자 최적 행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 모형에서 여가를 고려할 때 생애주기 가설이 기각됨

을 밝힌 바 있다. Blundell(1994) 또한 영국의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 코호트를 구축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시점 간 

지출 분배를 분석하였다. 다만, 위 연구에서는 노동 공급을 직접 모

형에 반영하지 못하고 가계 특성변수 중 하나로 반영하여 시점 간 

분배에 가계 특성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가상 코호트 분석을 이용하여 생애주기 가설을 분석

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박대근·이창용, 1997; 유주희·문춘걸, 2011; 

임병인·윤재형, 2014; 윤종인, 2016; 이창희 외, 2017). 박대근·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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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997)은 국민 계정 및 『도시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코호트를 구

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 저축률 추이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 

가구주 연령별 프로파일(profile)에 따른 저축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생애주기 가설과 유사하게 낙타 등 (hump-shape) 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김성용(2010), 강두현·김성용(2017), 

허성윤 외(2018)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가상 코호트를 구

축하고, 식품 소비에서 나타나는 세대·연령·연도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상 패널을 구축하여 연령별 프로파일을 

도식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준으로 20세~80세만을 분석에 포함

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출생연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는 전

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코호트를 구성하여도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 1930년생~1990년생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코호트 출생연도 해당 연도 관측치 수(%)

1 1930-1934 2006-2014 1,397 (1.8)

2 1935-1939 2006-2016 3,105 (4.0)

3 1940-1944 2006-2016 4,404 (5.7)

4 1945-1949 2006-2016 5,780 (7.5)

5 1950-1954 2006-2016 6,780 (8.8)

6 1955-1959 2006-2016 9,559 (12.4)

7 1960-1964 2006-2016 10,872 (14.1)

8 1965-1969 2006-2016 10,730 (14.0)

9 1970-1974 2006-2016 11,232 (14.6)

10 1975-1979 2006-2016 7,840 (10.2)

11 1980-1984 2007-2016 4,091 (5.3)

12 1985-1990 2007-2016 1,051 (1.4)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표 2-7> 코호트 구성내용 및 표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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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모형

1. 다단계 수요함수3)

 

① 산업 구분

  본 연구에서는 <그림 2-8>과 같이 가계의 부를 구분하였다. 우선 

생애 전체의 부는 저축과 총 소비로 구분된다. 이때 총 소비는 단순

히 가계의 소비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 비용을 포함한 개념이다. 다음으로 총 소비는 다시 상품(비내

구재) 및 서비스, 추정된 내구재, 주거비용의 서비스 유량을 의미하

는 자본 서비스, 여가 지출액으로 구분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8> 가계 유틸리티 트리(utility tre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한 개인의 전체 생애에서 시점 간 의사

3) 본 항(項)은 Jorgenson et al.(201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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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 약분리성 가정하에서 3단계 예산 지출 모형을 통해 시점 

내 상품 및 서비스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

다. 

  시점 내 총 소비의 세부 항목은 <표 2-8>과 같다. 우선, 1단계 가

계의 총지출은 1. 상품&서비스, 2. 자본 유량으로 변환한 내구재 소

비 및 월세평가액, 3. 여가 지출액으로 구분된다. 2단계에서는 1. 상

품을 다시 농식품, 에너지, 기타상품, 서비스 4개로 구분하였고, 3단

계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1. 상품&서비스 1) 농식품 ① 곡물

② 육류/수산물
③ 유제품
④ 과일/채소
⑤ 기타 식품
⑥ 외식 

2) 에너지 ① 전력
② 도시가스
③ 운송 기구 
연료(휘발유, 경유)
④ 기타 에너지

3) 상품 ① 의복
② 기타상품

4) 서비스 ① 교통 서비스
② 의료 서비스
③ 공공 서비스
④ 기타 서비스

2. 자본 서비스
(내구재&주거비)

- -

3. 여가 - -
자료: 통계청(2019),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2-8> 상품 및 서비스 단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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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요함수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

의 수요함수가 개발되었다. 이 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

는 수요함수 체계는 PIGLOG 계열의 LA-AIDS 모형이나 초월 대수 

함수 모형이다. PIGLOG 계열의 수요함수는 종속변수인 지출액 비중

()이 로그 총 지출액(log)에 선형인 형태를 가정한다. 그러나 이

러한 선형 가정이 실증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해

서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Banks et al.(1997)의 QU-AIDS 모형, 

Lewbel(2000)의 계수확장 초월 대수 모형(Rank-extended) 등이 개발

되었다. 

a. 초월 대수 함수(Translog)

  초월 대수 함수는 Christensen et al.(1975)에 의해 제안된 모형으

로, 당시 수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가산성(additivity)과 동조성

(homotheticity)을 가정한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직접 효용함수와 간접 효용함수 간의 쌍대성(duality)을 이용하여 각 

상품의 가격()을 전체 지출액()으로 나누어줌으로써(


), 간접 효

용함수가 가격과 전체 지출액에 대해 1차 동차임을 자동적으로 충

족하는 형태로 설정되었다. 

  직접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은 아래 (식 2-2), (식 2-3)과 같다. 

   … …(식 2-2)


 



  …(식 2-3)

이때 는 번째 재화의 소비량, 는  상품의 재화 가격, 은 전

체 지출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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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2)를 극대화하면서 수요함수의 대칭성(symmetry)을 유지하

는 형태의 직접 효용함수는 (식 2-4)와 같고, 이를 지출액 비중()

으로 표현하면 (식 2-5)와 같다.












 …(식 2-4)

 





   … …(식 2-5)

 


   


    … 

 

  (식 2-3)의 예산 제약은 전체 개의 상품 중 개가 선택되면  

번째 상품 소비량은 자동적으로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2-5)의 파라미터에 일종의 정규화(normalization) 가정이 필요하고, 

이는 (식 2-6)에 제시되어 있다.

 


   …(식 2-6)

  초월 대수 형태의 직접 효용함수와 쌍대 관계에 있는 간접 효용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식 2-7)

 

  이러한 형태의 간접 효용함수에 개별 소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변수를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llak and Wales(1992)

에 따라 특성변수가 추정 파라미터에 선형임을 가정하는 병진법

(translating)을 이용하여 특성변수()를 수요모형에 반영하였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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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식 2-8)

  (식 2-8)에서 


 , 


 은 정규화 조건이자 지출 합 조

건(adding-up)이고,  는 대칭성 조건, 또한 동차성 조건

(homogeneity)은 간접효용함수에서 가격을 지출액으로 나누어 표현

함으로써 자동으로 충족된다. 다음으로 개별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전체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계(aggregation) 문제가 

있다. Jorgenson et al.(1980)은 개별 소비자의 특성변수나 지출액이 

수요함수에 선형인 형태일 때 완전 집계4)가 가능함을 보이며, 초월 

대수 효용함수 파라미터에 




 이라는 제약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성변수는 가구주 생애주기 변수(나이 더미 

변수), 가구주 성별, 가구원 수이다. (식 2-8)의 간접 효용함수()에 

Roy의 항등식을 적용하면 지출액 비중()은 (식 2-9)와 같다. 

 























…(식 2-9)

  지출액 비중()은 추정 파라미터에 대해 비선형인 방정식 체계이

므로 비선형 SUR 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5). 

4) 완전 집계(exact aggregation)란 서로 다른 소득이나 가구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
의 소비 행위가 전체 시장을 대표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5) 본 연구에서는 STATA 15.0의 nlsur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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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수확장 초월 대수 함수(Rank-extended translog)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IGLOG 계열의 초월 대수 함수가 가진 

선형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anks et al.(1997), Lewbel(2000) 등

은 로그 총 지출액(log)에 2차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을 고

안하였고, 이 중 하나가 Lewbel(2000)에 의해 제안된 계수확장 초월 

대수 함수 모형이다. 일반적인 PIGLOG 계열의 간접효용함수는 아래 

(식 2-10)과 같이 표현된다(이는 앞서 (식 2-7)과 같다). 

ln ln …(식 2-10)

 

  위의 (식 2-10)을 이용하여 계수 확장된(3계) 간접효용함수는 다음

과 같다. 

ln   ln  

 ln 

…(식 2-11)

  또한, 이러한 형태의 계수확장 수요함수에 가계 특성변수()를 반

영하면 (식 2-12)와 같이 표현된다.

ln   ′ln …(식 2-12)

  도출된 계수확장 간접효용함수에 로이의 항등식(Roy’s identity)

을 적용하고, 이를 지출액 비중() 형태로 나타내면 최종적으로 계

수확장 초월 대수 함수는 (식 2-13)이다. 

6) 본 항(項)은 Lewbel(2000), 권오상(2015)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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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식 2-13)

  이때 앞서 2계 초월 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대칭성, 동차성, 지

출합 조건 및 완전 집계 제약은 다음과 같다.

  


 




 


 


  …(식 2-14)

  본 연구에서는 3계 함수를 추정하고, H0:   (  ⋯ )을 

가설 검정함으로써 3계 함수의 통계적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검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3계 함수를 활용, 그렇지 않

을 경우는 2계 함수를 이용하였다. 

③ 완전 집계(Exact aggregation)

  가계 수요 분석에 있어서 개별 소비자 자료를 쓰는 경우도 있지

만 집계(aggregate)된 자료를 쓰는 경우도 많다. 집계 자료를 이용함

에도 개별 소비자의 소비 행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수요를 추정

하기 위해서 모형에 부과하는 제약이 완전 집계조건이다. 반대로 개

별 소비자 자료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

해서도 완전 집계조건이 필요하다. 

  완전 집계를 위해서 수요함수는 가구 특성, 전체 지출액의 선형이

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앞서 초월 대수 함수에서 파라미터에 제약

을 설정한 바 있다. 지출액 비중 방정식 (식 2-13)을 이용하여 국가 

전체  상품의 지출액 비중 방정식을 도출하면 (식 2-15)와 같다.



- 44 -






ln




ln














ln 








 











 
 




 











 ln  



…(식 2-15)

(이때 는 각 가구를 의미하고, 은 국가 전체 지출액, 




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2006~2016년)이 아닌 미래 가구 추계 자

료를 바탕으로 품목별 수요를 전망하고자 하므로, 수요모형에 반영

한 특성변수(연령, 성별, 가구원 수)의 미래 전망 분포를 국가 집계 

수요에 반영할 수 있다. 

  를 개별 가구가 아닌 가구 유형이라고 할 때  유형에 속한 가

구 수를 라 하자. 이제 국가 전체 지출액 은 다음과 같다.




 




 …(식 2-16)

   시점의  유형별 평균 지출액 



을 도출하기 위해서 OECD에

서 제공하는 한국의 GDP 전망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1인당 명목 지출액 증가율을 도출하였다. 추정한 1인당 명

목 소비 지출액에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자료의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곱하고, 다시 가구 수를 곱하면 미래 시점의 전체 명목 소비 

지출액이 도출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p

 




 


…(식 2-17)

 
 exp


 ×

 …(식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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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19)

(exp
 : 2016년 k 유형에 속한 가구의 1인당 평균 지출액,  : k 

유형의 평균 가구원 수,  : 1인당 소비 지출액 명목 증가율을 의미

함.) 

  즉, 





ln 

, 









, 





 ln 

를 활용하여 미

래 국가 수요를 전망할 수 있다. 

④ 임금 방정식 및 여가 지출액

  시점 내 전체 소비(full consumption)는 <표 2-8>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되고, 이 중 1단계는 여가와 재화 및 서비스, 자본 서비스로 구

성된다. 1단계 수요함수 추정을 위해서 여가의 가격인 임금에 대한 

방정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지출액(=소비 지출액+여가 지

출액)을 재계산하고자 한다. 

  가계 노동은 가계 자산 중 하나로 가계 소비지출과 여가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계의 소득·소비지출을 분석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노동-소비 

간의 관계가 대체 관계라면 임금이 오를 때 소비자는 여가를 줄이

고 노동 공급을 늘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전체 부가 증가하고 일반 

재화와 서비스 소비 또한 증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West and Williams(2004), 

Jorgenson and Slesnick(2008)의 방식과 같이 임금 방정식을 도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 내의 여가 지출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임금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무직의 경우 임금을 관찰할 수 없

으므로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선택 

편의를 교정하고자 한다. 또한, West and Williams(2004)는 순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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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첫째 임금 자체가 근로 소

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이기 때문이고, 둘째 한계 소

득세율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따라

서 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임금의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직업별 평균 임금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에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

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근로 소득을 하나로 합쳐 “기타 

가구원 근로 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자 수가 4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정확하게 개인의 임금 방정식을 추정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전체 데이터상에서 취업자 수가 4명 이상인 가구는 

1.15%에 불과하므로 세 번째 가구원의 인구 특성을 활용하여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고자 한다7). 

  먼저, 헤크만(Heckman) 2단계 추정 중 1단계에서는 각 개인이 근

로 소득자가 될지를 선택하고, 이는 다음 (식 2-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f 
  

   ∼

 
…(식 2-20)  

 

  

  이때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는 개인 가 근로소득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변수, 는 추정 파라미터, 는 오차항, ∙

는 오차항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의미한다. 1단계 프로빗 분석을 통해 개인별 IMR(Inverse Mill’s 

ratio)을 도출할 수 있다(식 2-21).

7)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가구원 중 취업 상태가 “취업”이고 15세 이상 65세 미
만일 경우 해당 가구원을 근로자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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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21)  

(∙: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다음으로, 임금 방정식은 (식 2-22)와 같다.

ln
 
  ∼ …(식 2-22)  

  은 임금 방정식의 설명변수, 는 1단계에서 추정된 IMR, ,

는 추정 파라미터,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때 (식 2-20)의 오차항 과 (식 2-22)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

계( )가 있어 1단계, 2단계 분석을 각각 추정할 경우 추

정 파라미터에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이용하여 두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임금 방정식 추정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는 <표 2-9>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종속변수 설명변수

1단계

 근로자 여부(=1) 
나이 구간별 더미 변수, 교육 수준, 교육 수준 
제곱 항, 성별, 연도 더미, 기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주택 소유 여부, 상수항

2단계

 로그(임금)
IMR, 나이 구간별 더미 변수, 교육 수준, 교육 
수준 제곱 항, 성별, 연도 더미, 상수항

<표 2-9> 임금 방정식 분석 활용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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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된 임금 예측치(predicted value)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여가 

시간을 도출할 수 있다. 


 






…(식 2-23)  

  이때 
 은  시점의  가구 번째 가구원의 노동 품질 지수, 



은 근로 소득, 
 은 근로시간, 는  시점의 효율 임금을 의미한

다8). 또한, 각 개인이 가지는 시간 부존량(time endowment, T)은 일

반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일일 12~14시간으로 설정하는 점

을 감안하여 월 420시간으로 설정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여가 시간

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

와 비근로자의 여가 시간(R)을 추정하였다.

항목 근로자 비근로자

노동 품질 지수(q) 
 















효율적 시간 부존량(T) 
  

 × -

여가 시간(R) 
  

  
 

 
×

<표 2-10> 개인 여가 시간

  추정된 각 개인의 여가 소비를 바탕으로 가계 전체 지출액()을 

도출하면 (식 2-24)와 같다.

8) 본 연구에서는 남성, 고졸 이상 교육 수준, 45~49세를 기준으로 설정(q=1)하여 
연도별 노동 품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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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24)

  이때 는 가구, 는 시점, 는  시점의 효율 임금, 는 상품, 

는 가구 구성원, 는 전체 가구 구성원 중 여가 시간이 고려된(미성

년자 제외) 가구원 수를 의미한다. 

2. 시점 간 최적화 

① 시점 간 수요함수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

체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생애 전

체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각 시점의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여가를 수요모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시점 간 최적 파라

미터를 도출하고자 한다. 

  각 시점의 효용에 대해서 강 분리성(additively separable)을 가정

한 생애 전체 효용함수는 아래 (식 2-25)와 같이, 생애 예산 제약은 

(식 2-26)과 같이 표현된다. 

max

 

  



  

 






  


 …(식 2-25)


  



 
   ≤ …(식 2-26)

  이때, 는 시점, 는 가구(household), 는  시점  가구의 효

용, 는 시점 가구의 전체 지출액(full expenditure), 는 명목 이

자율, 는 가구의 전체 부(full wealth), 는 시점 간 대체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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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관적 시간 선호도를 의미한다. 

  1계 조건을 바탕으로 (식 2-27)과 같은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을 도출할 수 있다.

 







 







 

 

  

   


 …(식 2-27)

  이를 앞서 (식 2-7), (식 2-12)와 같은 초월 대수 함수에 대입하면 

(식 2-28)과 같은 관계가 도출된다. 







 



ln


   …(식 2-28)

 




ln


 

ln  


ln 


 







ln 


ln








ln 


 

  이때 우변의 마지막 항(


ln 
)은 2계 초월 대수 함수

일 때 1이고, 3계인 경우에도 자료상에서 1에 가깝게 도출되므로(추

정치 대입 시 1.003049) (식 2-28)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오차항

()을 추가하면 (식 2-29)가 된다. 

∆ln   ∆ln ∆ln  

ln  ln

…(식 2-29)

  결국, (식 2-29)를 바탕으로 시점 간 대체 탄력성(), 주관적 시간 

선호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애주

기 자료가 없으므로 가상 코호트(c)를 활용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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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n    ∆ln  ∆ln  

ln  ln 

…(식 2-30)

∆ln     



∈

ln 



∈

ln  …(식 2-31)

∆ln     



∈

ln  



∈

ln  …(식 2-32)

∆ ln          



∈

ln       

 



∈ 

ln     

…(식 2-33)

  (이때,  는  시점  코호트에 속한 개인의 수를 의미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상 코호트 패널은 일반 패널데이터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패널데이터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데이터 구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호트 내 개인들의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데이터가 가

지는 측정 오차를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고, 일반적인 패널데이터

가 가지는 중도 하차(attrition)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가상 코

호트 패널 또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측정 오차

(measurement error)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이질성(heterogeneity) 문

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일반

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활용하고자 한

다. 

3. 약분리성9)

 

  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가지고 

9) 본 항(項)은 Deaton and Muellbauer(1980)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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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이터 수보다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수요함수에 약분리성을 가

정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icks(1936), Leontief(1936)의 

복합재 이론을 바탕으로 상품의 그룹화 및 분리성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복합재 이론이란 상품을 상호 배타적 그룹으로 나누고

자 할 때 상품의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화한다면(평행하게 움직인다

면), 그 상품들은 단일 재화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전체 상품 1, 상품 2, 상품 3, 세 가지 상품이 있을 때, 상품 2와 

상품 3의 가격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고 하자. 

 
   

 …(식 2-34)

(이때 
:  상품의 기준연도 가격, :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

지만 두 재화 모두 같이 변화함.)

  따라서 두 재화의 가격 비는 항상 기준연도 가격 비와 같다. 상품 

2와 상품 3을 결합하여 복합재로 설정할 경우, 복합재 가격은 , 복

합재 수량은 기준연도 가격을 가중치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축할 

수 있다.




 …(식 2-35)

  이때 전체 비용함수는 (식 2-36)과 같다.




  …(식 2-36)

  

  셰퍼드의 보조정리(Shephard’s lemma)를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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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37)

  그러나 상품의 상대 가격이 항상 일정하다고 설정하기 어려운 경

우, 소비자의 선호 구조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상품을 한 그룹으

로 묶을 수 있고 이를 약분리성 가정이라 한다. 

  약분리성 가정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호 배타적인 그

룹을 설정하여 지출을 분배한다는 것이다. 약분리성 가정은 어떤 상

품의 가격 변화가 다른 그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간 지출액 분배의 변화를 통해 가격 변화가 

간접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2단계 예산 지출 

모형이 많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전체 지출액을 광범위한 

그룹으로 나누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그룹에 포함된 개별 품목

에 대해 그룹별 지출액을 다시 분배한다. 

  전체 개의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은 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처

럼 직접 효용함수에 약분리성을 가정하면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식 2-38).

……
…

… 
 …(식 2-38)

  이 때 는 상품 소비량, 는 그룹 의 소비량 벡터, 
는 

하위 효용함수를 의미한다. 

  이처럼 다단계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하는 경우 

분리성은 이를 정당화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Gorman, 1959). (식 

2-38)과 같은 형태의 효용함수를 설정했을 때 각각의 하위 효용함수

는 각 그룹의 예산() 제약 하에서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상

품 ∈의 수요함수는 (식 2-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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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39)

  는  상품 소비량, 는 1단계에서 할당된 그룹 G의 지출액, 

는 그룹 G에 포함된 개별 상품(k)의 가격을 의미한다.

  또한, 분리성을 가정했을 때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상품 간의 

대체 관계는 다른 그룹의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 슬러츠키 대체(Slutsky substitution, )는 (식 

2-40)으로 표현된다. 

 






  

≡






  

  …(식 2-40)

∈ , ∈ , ≠ 

  (식 2-40)으로부터 모든 ,에 대해 성립하면서 좌변은 에 독립적

이고, 우변은 에 독립적인 (식 2-41)이 도출되고, 이를 정리하면 

(식 2-42)와 같다. 





  



 

  

…(식 2-41)





  




…(식 2-42)

  (식 2-42)를 슬러츠키 대체효과 (식 2-40)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

다.

 











…(식 2-43)

  이때 는 그룹  내 상품들의 가격 변화가 그룹 의 지출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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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만약 그룹  내 가격이 모두 동일한 비율

로 움직인다면(Hick’s aggregation theorem), 그룹 간 대체 행렬을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상품 분리성을 실제로 모형에 반영하고자 할 때 그룹별 

단일한 가격지수나 수량지수를 설정하기 쉽지 않고, 효용함수나 지

출함수에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1단계 의사결정에서 개별 상품 가

격()에 모형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orman(1959)은 두 가지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ⅰ) 조건 1 : 그룹별 지출함수가         의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이 경우 지출함수에 강한 제약을 걸게 되고, 개별 그룹 내

에 있는 상품들의 분배가 그룹 전체 지출액( )과 독립적으로 나타

나 그룹 내 모든 상품의 지출 탄력성이 같게 된다(그룹 내 단조성 

조건).

ⅱ) 조건 2 : 그룹별 간접효용함수()가 Generalized 

Gorman polar form(GGPF)을 가지고, 전체 효용함수는 개별 효용함

수의 단순 합이어야 한다(강분리성). 

  조건 1, 2 모두 최적화 문제에 대입해보면 를 그룹별 수량지수, 

 를 그룹별 가격지수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Gorman(1959)이 

제시한 두 조건 모두 강한 제약이라 할 수 있다.     

4. 수요 탄력성10)

  수요 탄력성은 수요 분석의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로, 연구자들은 

수요 탄력성을 통해 소득과 가격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수요 탄력성은 크게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10) 본 항(項)은 Edgerton(1997), Carpentier and Guyomard(2001)를 참고하여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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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탄력성 값은 소득과 가격의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계측하는 지표이다.

 





,  





…(식 2-44)

  

  이때 가격탄력성()은 자기 가격탄력성()과 다른 상품 가격에 

대한 수요량 변화인 교차 가격탄력성(  ≠)으로 구분된다. 교차 

가격탄력성은 두 상품이 모두 정상재이고, 두 상품이 대체 관계에 

있을 때 양의 값(+)을, 보완 관계에 있을 때 음의 값(-)을 보인다. 

  추정된 수요 시스템이 경제 이론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동차성, 지출 합 제약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수

요 탄력성과 지출 비중()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 2-45)

  또한, 가격 효과는 소득 변화에 의한 수요 변화(소득효과)와 상품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 변화(대체효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나타낸 방정식을 슬러츠키 방정식(Slutsky Equation)이라 한

다11). 이때 소득효과를 제외하고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 변화만을 

보기 위해서는 보상 수요함수()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해야 하고, 이

를 보상 가격탄력성(
 )이라 한다. 

11) 어떤 상품의 수요함수는 가격()과 소득( )의 함수로 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를 보통수요함수(Marshallian demand)라 칭한다. 슬러츠키 방정식
(Slutsky Equation)은 전체 가격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구분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57 -


 


   ≠

…(식 2-4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orman(1959)이 제시한 2단계 지출 모형

의 성립 조건은 비교적 강한 제약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2단계 지

출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근사(approximation)를 해야 한

다. 다단계 예산 지출 모형에서 탄력성 계산에 관한 연구는 

Edgerton(1997), Carpentier and Guyomard(2001)가 있다. 

  Edgerton(1997)은 다단계 예산 지출 모형에서 여러 개의 그룹으로 

구분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룹을 대표하는 단일 가격

지수(single price index)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단일 가격

지수가 효용 수준(utility level)이나 지출액 수준 변화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파셰(Paasche)지수,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지수로 가격지수를 근사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효용함수 극대화 문제 (식 2-47)에서 출발하여, 기준가격을 
 라 

할 때, (식 2-48)과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가격지수( )를 도출할 수 

있다. 

max … …  




  …(식 2-47)

  
 ×


 


 

 ×
  …(식 2-48)

  이때 일종의 생계비지수인 가격지수 
 가 효용 수준

()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실제 해는 모든 개별 상품 의 

가격에 의존하지만, 가격지수가 만족도 수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

는다는 가정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파셰(Paasche), 라스

파이레스(Laspeyres) 가격지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단계 예산 지출 모형의 전체 수요 탄력성(unconditiona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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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그룹 간 탄력성과 그룹 내(within group, conditional) 탄력성으

로 구분된다. 따라서  그룹에 포함된 상품 에 대한 지출액 탄력

성(=소득탄력성)은 그룹 간 탄력성, 그룹 내 탄력성 모두의 영향을 

받고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액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식 2-49)12).

 × …(식 2-49)

  이때 는 그룹 내 지출액 탄력성, 은 1단계에서  그룹의 

지출액 탄력성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룹 에 포함된 상품 와 그룹 에 포함된 상

품  사이의 전체 가격탄력성()은 (식 2-50)으로, 전체 보상수요함

수(
 )는 (식 2-51)로 정의된다.

     …(식 2-50)


 

 
 …(식 2-51)

  (식 2-50)에서 는 크로네커 델타(Kronecker delta)로 일 

때 1, ≠일 때 0이고, 는  그룹에서 상품의 지출액 비중, 

는 1단계에서  그룹과  그룹 간의 교차 가격탄력성을 의미

한다. 

  그러나 Edgerton(1997)의 탄력성 공식은 하위 효용함수가 동조적

일 때만 대칭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에 Carpentier 

12)  ln
ln 이 전체 지출액 탄력성의 정확한 수식이지만, 

Edgerton(1997)은  그룹의 가격지수 가 지출액 수준에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했으므로 우변의 두 번째 항이 0에 근사되어 (식 2-49)와 같은 형태가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상대적 근사오차(approximation error)는 ∆ ln

l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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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uyomard(2001)는 추가적 가정 없이 수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

는 새로운 탄력성 공식을 제안하였다. 

  Deaton and Muellbauer(1980)가 제시하였고, Edgerton(1997)이 사

용한 바와 같이 Carpentier and Guyomard(2001) 또한 1단계 예산 설

정에서 생계비지수(TCOL)를 활용하여 가격지수와 수량지수를 설정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예산 지출 모형에서의 탄력성 공식을 

제안하였다(식 2-52)~(식 2-54)13). 

  …(식 2-52)

   




× ×

 …(식 2-53)


 

 
  …(식 2-54)

  

  이때 는 G 그룹 내 지출액 탄력성, 는 1단계에서  그룹의 

지출액 탄력성을 의미한다. 또한 는 일 때 1, 그렇지 않으

면 0인 크로네커 델타이고,   
 는 각각 조건부(conditional) 비

보상 가격탄력성, 보상 가격탄력성을, 는  그룹 지출액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arpentier and Guyomard(2001)가 제시한 탄력성 

공식을 이용하여 3단계 예산 지출 모형의 수요 탄력성을 추정하고

자 한다. 수요 탄력성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1단계, 2단계에서 사용될 가격지수 구축

ⅱ) 1단계, 2단계, 3단계 모형 각각 추정 

ⅲ) 2단계, 3단계 추정 결과로부터 조건부 탄력성(conditional 

13) 3단계 탄력성은 [부록 Ⅰ]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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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도출

ⅳ) 1단계 추정 결과로부터 그룹 간 대체 탄력성 도출

ⅴ) 단계별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상품 간 수요 탄력성 도출

(unconditional elasticity)

5. 0의 소비량

  

  수요함수와 관련 연구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증가

하면서, 데이터가 가진 ‘0’의 소비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단일 방정식의 경우 Tobit 모

형을 이용한 최우 추정법(MLE)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연립방정

식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0’의 소비량에 관한 연구는 

Amemiya(1974), Heien and Wesseils(1990)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

의가 이루어졌다. Heien-Wesseils는 헤크만(Heckman)의 표본선택모

형과 마찬가지로 11개의 농식품에 대해 각각 프로빗(Probit) 분석을 

시행하여 가구별 IMR을 도출하고, 이를 2단계인 수요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에 추가하여 0의 소비량이 가지는 편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honkwiler and Yen(1999)은 

Heien-Wesseils의 2단계 추정 방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에 편의

(bias)가 발생함을 밝히고, 보완된 추정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도 Vermuelen(2001)이 switching regression을 이용하여 

Heien-Wesseils의 추정치가 불일치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Heien-Wesseils의 방법론이 수정 항(correction term)을 2단계에 반영

하여 추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OLS)과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OLS와 마찬가지로 불일

치한 형태의 추정치를 도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Yen(2005), Yen and Lin(2006)이 일반화된 Tobit 모형의 하나인 다변

량 표본선택모형(Multivariate sample-selection model, MSSM), 다중 

헤크만 표본선택모형(Sample-selective model, SSM) 등을 이용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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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각각 담배와 

주류, 육류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기존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서 모형의 우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수요모형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Shonkwiler 

and Yen(1999)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출 합(adding-up) 조

건이 충족되지 않아 마지막 상품을 잔차(residual)로 설정하여 추정

하는데, 실증 분석에서 이러한 방식은 1) 어떤 상품을 잔차로 설정

하느냐에 따라 실제 탄력성 값이 달라지고, 2) 추정된 지출액 비중

(w)이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Coelho et al. 2009). 또한, 

West and Williams(2004)에 따르면 수요모형에 도구변수를 활용할 

경우 Shonkwiler and Yen(1999)의 방법 또한 불일치성을 유발할 수 

있다. 위 연구에서는 이러한 파라미터의 불일치성을 해결하기 위해 

Heien and Wessels의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Heckman 방식을 이용하여 임금을 추정하므로 Heien-Wessels의 

방식을 활용하여 ‘0’의 소비량 자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식 2-9)의 모든 파라미터를 라고 하고(), 지출액 비중 방정

식 (식 2-9)를 오차항 를 가지는 수식 로 표현하면, ‘0’

의 소비량이 나타나는 경우 연립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 …(식 2-55)

  이때 는 외생 변수, 는 이에 대응되는 추정 파라미터, 는 오

차항, 1(·)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의미한다. 구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프로빗 분석을 통해 개별 가구의 IMR(Inverse Mills 

ratio)를 (식 2-56)~(식 2-57)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

if    …(식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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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f    …(식 2-57)

  (·), (·)은 각각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이고, 는  

가구의  상품 소비량을 의미한다. 

  앞서 2계 초월 대수 함수의 지출액 비중 방정식 (식 2-9)는 최종

적으로 (식 2-58)과 같이 표현된다. 

 
































′
′

  …(식 2-58)

(  ,  ).

  따라서 ‘0’의 소비량이 포함된 자료는 ⅰ) 프로빗 모형을 이용

하여 (식 2-55)의 를 추정한 뒤, ⅱ) ′,′를 통해 IMR을 

도출, iii) 이를 (식 2-58)에 대입하여 전체 연립방정식을 추정해야 

한다. 이러한 2단계 추정법의 경우 표준오차(standard error)에 편의

가 발생하므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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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

1. 시점 간 대체 탄력성   

  추정된 여가 지출액을 소비 지출액에 합쳐 전체 소비 지출액(F)을 

도출하였다. 앞서 <그림 2-8>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소비자는 전체 

생애 부(wealth)를 바탕으로 시점별 최적 소비량을 결정하고(1단계), 

각 시점 내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소비할지 선택한다(2, 3단계). 

  (식 2-30)을 회사채(장외 3년, AA-등급) 금리를 사용하고 일반적률

추정법(GMM)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2-11>에 제시되어 있다. 본 모

형에서는 시점 간 곡률()과 주관적 시간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

다. 주관적 시간 선호도는 미래 소비에서 얻게 될 기대 효용에 대한 

가중치로 시간 선호도 값이 작을수록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를 

늘리고자 한다. 또한, 시점 간 곡률은 현재-미래 시점 간 소비수준 

차이에 대한 기피 정도를 나타내고, 시점 간 곡률값이 클수록 가계

는 시점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추정 결과 시간 선호도()는 0.0319, 시점 간 곡률()은 0.0590으로 

두 파라미터 모두 0에 가깝게 추정되어 미래 효용 자체는 중시하지

만, 이자율에 대해 반응하여 현재/미래 소비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또한, GMM 분석에서 도구변수를 활용하였으

므로 과다식별(over-identification) 검정을 시행하였고, 귀무가설 기

각에 실패하여 적절한 수의 도구변수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14)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자승법(OLS), 가중최소자승법
(WLS), 패널 고정 효과(FE) 모형, 패널 확률 효과(RE) 모형, 다른 도구변수를 활

용한 GMM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결과 시간 선호도()는 0.0214~0.0303으로, 
시점 간 곡률()은 0.0379~0.0502로 추정되어 분석 방법이나 도구변수에 관계 없
이 대부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15) Havranek et al.(2015)은 시점 간 대체탄력성과 관련된 전 세계 연구 결과를 활
용하여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때 분석에 활용한 한국의 대체 탄력성 값은 
총 32개, 평균은 0.423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외 시점 간 대체 탄력성과 관
련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자율 가계 소비 변수 선정, 분석 기간 등에 따
라 값에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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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시점 간 곡률 추정 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 이자율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

정된 기존의 연구들(Campbell and Mankiw, 1991; 한국은행, 2003)과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J-test
p-value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0.0319*** 0.0119 0.0590 0.3629 0.4810

주 1: 도구변수는 상수항, 코호트별 평균 나이, t-2 시점 경상 소득세, t-2 시
점 지출/소득 비중임. 

주 2: ***는 유의 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2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11> 시점별 최적 소비량 모형 파라미터 추정 결과

2. 여가 수요

  본 연구에서는 여가를 가계 소비에 반영하기 위해 임금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 내 여가 지출을 추정하였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임금 노동

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택 편의가 발생

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헤크만의 2단계 분석을 진행하였

다16).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연령을 생산가능인

구인 만 15세~만 64세로 한정하였다. 또한, 상시 근로자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가계동향조사』에서 임시직과 상용 

근로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최저임금×월

별 최소 근로시간)보다 적은 금액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일용·임시 

근로자로 간주하여 임금 방정식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임금 방정식 

16) 본 연구는 STATA 15의 heckman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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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활용된 개인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2-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가 약 

31.9%, 40대가 약 3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별 비중은 남성

이 59%, 여성이 41%, 교육 수준17)은 약 2.7로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

대 졸업 사이가 평균 학력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을 제외한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약 128만 원이고 근로자 중 약 67%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비근로자(임시 

근로자 포함)는 남성이 37%, 여성이 63%이고, 평균 교육 수준은 2.4,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이 약 216만 원, 전체 비근로자 중 72%가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비근로자 간 특성에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교육 수준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일치성을 위
해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 졸, 4.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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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근로자(select=1) 비근로자(select=0)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19세 미만 0.004 0.064 0 1 0.174 0.379 0 1

20~24세 0.026 0.160 0 1 0.068 0.251 0 1
25~29세 0.079 0.270 0 1 0.069 0.253 0 1

30~34세 0.139 0.345 0 1 0.100 0.300 0 1
35~39세 0.180 0.384 0 1 0.119 0.324 0 1

40~44세 0.175 0.380 0 1 0.113 0.316 0 1
45~49세 0.148 0.355 0 1 0.097 0.296 0 1

50~54세 0.114 0.318 0 1 0.088 0.283 0 1
55~59세 0.084 0.278 0 1 0.088 0.283 0 1

60세 이상 0.052 0.220 0 1 0.085 0.279 0 1
교육 수준 2.687 1.071 1 4 2.417 1.039 1 4

교육 수준 제곱 항 8.365 5.811 1 16 6.924 5.501 1 16
성별 0.589 0.492 0 1 0.371 0.483 0 1

가구원 근로소득(백만 원) 1.275 1.626 0 10.190 2.155 2.287 0 11.872
주택 소유 여부 0.669 0.471 0 1 0.720 0.449 0 1

가구원 수 3.191 1.129 1 8 3.358 1.088 1 8

주 1: 남성은 1, 여성은 0을 의미함. 
주 2: 가구주 교육 수준은 『가계동향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

사』 간의 일치를 위해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전문대, 4. 대
학교 이상으로 설정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 

<표 2-12> 여가 수요 활용변수 기초통계량

  1단계에서 종속변수(select)는 근로자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

로 설정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2-1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연령에 따라 노동 시장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세~24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모두에서 60세~64세보다 노동 참

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고, 기타 가구원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낮았다.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본인 외 가

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은 분석에 제곱 항을 포함하였는데, 일차항이 음수, 제곱 

항이 양수로 추정되어 중졸 이하(edu=1)를 제외하고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67 -

변수명 추정치
표준
오차

변수명 추정치
표준
오차

19세 미만 -1.557 *** 0.029 주택 소유 여부 0.047 *** 0.007

20~24세 -0.180 *** 0.023 가구원 수 -0.019 *** 0.003

25~29세 0.430 *** 0.020 2006년 -0.052 *** 0.018

30~34세 0.526 *** 0.019 2007년 -0.100 *** 0.018

35~39세 0.563 *** 0.018 2008년 -0.152 *** 0.018

40~44세 0.583 *** 0.018 2009년 0.019 0.016

45~49세 0.568 *** 0.017 2010년 -0.109 *** 0.016

50~54세 0.497 *** 0.017 2011년 -0.070 *** 0.016

55~59세 0.310 *** 0.017 2012년 0.038 ** 0.016

교육 수준 -0.070 *** 0.022 2013년 -0.011 0.016

교육 수준 제곱 항 0.026 *** 0.004 2014년 -0.008 0.016

성별 0.468 *** 0.008 2016년 -0.006 0.017

가구원 근로소득 -0.074 *** 0.002 상수항 -0.420 *** 0.029

주 1: 나이 더미 변수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연도 더미 변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함. 

주 2: *, **, ***는 각각 유의 수준 10%, 5%,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13> 헤크만 2단계 분석결과-1단계. 노동 시장 참여 여부

  1단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각 개인의 IMR을 도출하고, 이를 (식 

2-22)와 같이 2단계 임금 방정식에 활용하여 선택 편의를 제거하였

다. 2단계 분석결과 2007년, 2013년 연도 더미 변수, 35~39세 나이 

더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모두가 1% 유의 수준 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4>. 또한, 오차항 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임금 근로자의 

선택 편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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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추정치
표준
오차

변수명 추정치
표준
오차

19세 미만 0.348 *** 0.033 2007년 0.003 0.012

20~24세 -0.071 *** 0.018 2008년 0.079 *** 0.012

25~29세 -0.115 *** 0.015 2009년 -0.194 *** 0.011

30~34세 -0.050 *** 0.014 2010년 -0.059 *** 0.011

35~39세 0.011 0.013 2011년 -0.046 *** 0.011

40~44세 0.048 *** 0.013 2012년 -0.098 *** 0.011

45~49세 0.116 *** 0.013 2013년 0.017 0.011

50~54세 0.122 *** 0.013 2014년 0.046 *** 0.011

55~59세 0.126 *** 0.013 2016년 0.029 ** 0.012

교육 수준 0.341 *** 0.016 상수항 8.775 *** 0.021

교육 수준 제곱 항 -0.020 *** 0.003  -0.818 *** 0.005

성별 0.314 *** 0.006  0.700 *** 0.004

2006년 -0.127 *** 0.012  -0.572 *** 0.006

주 1: 나이 더미 변수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연도 더미 변수는 2015년
을 기준으로 함. 

주 2: *, **, ***는 각각 유의 수준 10%, 5%,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14> 헤크만 2단계 분석결과-2단계. 임금 방정식

  다음으로, 임금 방정식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각 가구의 여가 시

간을 도출한 결과 성별, 연령별 여가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2-15>,<그림 2-9>18). 해당 연령대에서 근로자 비중이 낮

고, 노동 품질지수가 높을수록 여가 시간이 많다. 남성은 20대 여가 

시간이 월평균 264.0시간(일 평균 8.8시간), 여성은 30대가 월평균 

204.1시간(일평균 6.8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각 성별로 해당 구

간대의 근로자 비중이 낮은 반면 노동 품질지수는 높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가구를 제외한 전 연령대(20대~50대)에서 비슷한 수준의 

근로자 비중을 보이는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근로

18) 실제 자료에서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있다. 임금 방정식 
추정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모두 제외하였으나, 여가 시간은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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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중의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20대 남성의 여가 시간이 비교적 

높게 도출되었다. 

연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 264.0 218.7 253.6 239.5 204.4 248.4 200.3 204.1 183.9 167.2 154.2 163.0

품질 
지수(q)

0.74 0.81 0.90 0.81 0.62 0.66 0.56 0.57 0.53 0.47 0.41 0.40

근로자 
비중(%)

0.44 0.78 0.71 0.63 0.42 0.14 0.41 0.40 0.48 0.42 0.23 0.05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실
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15> 품질 조정된 월평균 여가 시간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그림 2-9> 연령대별 여가 시간

3. 시점 내 다단계 의사결정

① 1단계: 여가-상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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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추정한 임금 방정식과 여가 시간을 바탕으로 각 가구의 여

가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가구당 여가 지출액의 연도별 변화는 <그

림 2-10(b)>와 같다. 2009년 여가 지출액의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

에서 기인한 것으로 2009년에는 여가 지출액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 

가계 소비지출 모두 감소하였다. 2016년 전체 지출액(F)은 2006년 

대비 약 27.2% 증가하였고, 동기간 여가(R)는 35.4% 증가, 소비 지출

액(M)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출액에서 여가 지출

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78%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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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도별 전체 지출액(F) 및 일반 소비 지출액(C)

(b) 여가 지출액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그림 2-10> 연도별 소비 및 여가 지출액

  

  여가 지출액에 대한 연령 프로파일은 <그림 2-11>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가 지출액은 완만한 형태의 역 U자형을 보인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40~50대의 여가 지출액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이 세대의 노동 효율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60대에 진입하게 되면 노동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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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가 시간도 감소한다. 그러나 65세를 

전후로 은퇴로 인해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이후 연령

대에서는 비교적 평평한 형태를 보인다. 

  

(a) 여가 지출액 연령 프로파일

(b) 효용 수준 연령 프로파일
주 1: 평균 기간 내 효용 수준(ln)은 3계 초월 대수 함수 추정 결과를 바

탕으로 도출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1> 여가 지출액 및 시점 내 효용 수준 연령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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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여가를 포함한 시점 내 1단계 수요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1단계 수요함수는 <표 2-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 상품 

및 서비스, 2. 자본 서비스(내구재 및 주거비용), 3. 여가로 구분된

다. 또한, 가구 간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계특성변수를 반영

하였고, 분석에 활용된 변수와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표 2-16>. 

각 상품의 지출액 비중은 3. 여가(75.1%), 1. 상품 및 서비스(17.4%), 

2. 자본 서비스(7.5%) 순으로 높았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표준편차가 가장 작고, 여가 가격의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분석 기간(2006년~2016년) 동안 여가의 가격(=임금)이 가장 크게 변

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에 활용한 가계특성변수는 가

구주 연령대별 더미 변수, 가구원 수 더미 변수, 가구주 성별이다. 

분석에 활용된 가구에서 40대 가구주가 28.9%로 가장 많고,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가구가 34%, 남성 가구주는 약 77.5%로 나타났

다19). 

19) 1단계 수요함수 추정 결과는 [부록 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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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상품 및 서비스 지출 비중(WCS) 0.174 0.089 0.009 0.743
 자본 서비스 지출 비중(WD) 0.075 0.050 0.002 0.862
 여가 지출 비중(WR) 0.751 0.118 0.058 0.976
설명변수
 log(상품 및 서비스 가격)(PC) 4.541 0.073 4.393 4.615
 log(자본 서비스 가격)(PD) 5.128 0.075 5.019 5.241
 log(여가 가격)(WAGE) 4.569 0.078 4.412 4.684
 log(전체 지출액)(FULL) 16.161 0.592 13.306 18.578
 가구주 연령(20대) 0.038 0.190 0.000 1.000
 가구주 연령(30대) 0.234 0.423 0.000 1.000
 가구주 연령(40대) 0.289 0.453 0.000 1.000
 가구주 연령(50대) 0.214 0.410 0.000 1.000
 가구주 연령(60대) 0.139 0.346 0.000 1.000
 가구주 연령(70대 이상) 0.087 0.281 0.000 1.000
 가구원 수(1인) 0.156 0.362 0.000 1.000
 가구원 수(2인) 0.268 0.443 0.000 1.000
 가구원 수(3인) 0.237 0.425 0.000 1.000
 가구원 수(4인 이상) 0.340 0.474 0.000 1.000
 가구주 성별(SEX) 0.775 0.418 0.000 1.000

<표 2-16> 1단계 수요함수 변수 기초통계량(N=73,046)

  

  일반 초월 대수 모형과 두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를 판단하기 위해 Wald 검정(      )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정 통계량이 676으로 2계 초월 대수 함수보다 3계 초월 대

수가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20). 

  Pollak and Wales(1992)에 따르면 수요함수 추정에서 지출액 방정

식(w), 로그 가격(logP), 로그 지출액(logm)과 탄력성 간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21). 

20) 단계별 계수확장 초월 대수 모형에 대한 Wald 검정 결과는 <부표 Ⅱ-7>에 제
시되어 있다. 

21) 함수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수요 탄력성은 [부록 Ⅲ]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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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식 2-59)

  1단계 수요함수의 탄력성은 <표 2-17>에 제시되어 있다. 탄력성은 

전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1. 상품 및 서비

스, 2. 자본 서비스의 비보상 자기 가격탄력성은 각각 –0.509, -0.113
으로 추정되었고, 여가의 비보상 자기 가격탄력성은 0.161로 추정되

었다. 또한, 모든 상품의 보상 가격탄력성은 음수로 나타났다. 전체 

지출액 탄력성은 3. 여가가 1.091로 가장 탄력적이고, 다음으로 2. 

자본 서비스가 1.072, 1. 상품 및 서비스는 0.573으로 비교적 낮았다. 

  임금이 상승했을 때 여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

선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각 개인은 활용 가능한 시간 부존량을 노

동 공급에 더 많이 할당하고 여가 시간은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

생한다. 반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

해 노동 공급을 늘리기보다 여가를 선택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가의 임금에 대한 보상 가격 탄력성은 음(-)으

로, 지출액 탄력성은 양(+)으로 나타난다. 

상품
비보상 자기 
가격탄력성

보상 자기 
가격탄력성

지출액 
탄력성

지출액 비중

1. 상품 및 서비스 -0.509 *** -0.409 *** 0.573 *** 0.174

2. 자본 서비스 -0.113 -0.033 1.072 *** 0.075

3. 여가 0.161 *** -0.111 *** 1.091 *** 0.751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17> 1단계 수요 탄력성

  또한, 여가의 수요 탄력성을 바탕으로 노동 공급에 대한 수요 탄

력성을 도출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임금이 한 단위 증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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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급은 약 0.334 증가한다. 그러나 지출액(소득)이 한 단위 증

가하면 노동 공급은 크게 감소하고(-3.293), 이로 인해 임금 한 단위 

상승에 대한 노동 공급은 약 0.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

존의 노동 공급 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한 결

과는 <표 2-18>에 제시되어 있다. 다만, 분석자료, 분석 시기, 방법

론 등에 따라 분석결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 연구 결과를 직접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저자(연도)
노동 공급 

비보상 탄력성
보상 탄력성

소득
탄력성

자료

본 연구1) -0.486 0.334 -3.293 한국 가계동향조사

West and 
Williams(2004)2)

-0.473 0.200 -
미국 가계지출조사

(CEX)
Jorgenson and 
Slesnick(2008)3)

-0.030 0.698 -2.342
미국 가계지출조사

(CEX)

강병구(2007)
-0.145(남)
-0.241(여)

0.121(남)
0.117(여)

-0.266(남)
-0.358(여)

한국노동패널

남재량(2007)4) 0.1 0.015 0.0014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가계조사

전승훈·홍인기
(2009)

1.296 1.297 -0.001 한국노동패널

김용건 
외(2014)

0.257 - - 한국노동패널

문외솔·　
송승주(2016)

0.233 - -0.00373 한국노동패널

주 1: 여가를 포함한 가계 수요에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로 소득은 0으로 가정하고, 전체 시간 부존량의 가치가 전
체 지출액(F)과 같다는 가정이 필요함.

주 2: 전체 표본 평균에서의 탄력성을 의미함. 
주 3: 3계 초월 대수 함수를 이용한 결과임. 
주 4: 비선형 모형의 전체 평균값을 의미함. 

<표 2-18> 노동 공급 탄력성 선행연구

22) 노동 공급 및 임금 변화에 따른 수요 탄력성은 [부록 Ⅴ]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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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2-8>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체계 하에 세부 항목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1단계의 상품 및 서

비스는 2단계에서 다시 농식품, 에너지, 상품, 서비스 네 가지로 구

분된다. 1.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

은 4) 서비스 지출(38.2%), 1) 농식품(35.7%), 2) 에너지(12.9%), 3) 상

품(13.2%) 순이고, 가격은 에너지 부문이 가장 높고 연도별 변동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농식품 지출 비중(WF) 0.357 0.111 0.000 0.936

 에너지 지출 비중(WE) 0.129 0.067 0.000 0.819

 상품 지출 비중(WG) 0.132 0.070 0.000 0.749

 서비스 지출 비중(WS) 0.382 0.123 0.000 0.975

설명변수

 log(농식품 가격)(PFOOD) 4.495 0.101 4.307 4.623

 log(에너지 가격)(PENERGY) 4.655 0.106 4.498 4.790

 log(상품 가격)(PGOODS) 4.500 0.087 4.345 4.613

 log(서비스 가격)(PSERVICE) 4.551 0.052 4.441 4.634

 log(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M1) 14.279 0.630 10.473 16.208

<표 2-19> 2단계 수요함수 변수 기초통계량

  1단계의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M1)을 총 지출액으로 한 2단계 조

건부 수요 탄력성은 <표 2-20>과 같다. 전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한 2단계 상품의 지출액 탄력성은 전반적으로 1에 가까운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의복, 의료품, 기타 소모성 가정용품(*가

전, 가구 등의 내구재는 1단계의 2. 자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이 

포함된 3) 상품이 1.238로 가장 탄력적이었고, 다음으로 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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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1.105)이 높았다. 또한, 자기 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1) 농식품

(-1.539), 3) 상품(-1.249), 4) 서비스(-1.199) 부문은 자기 가격탄력성

이 높게 나타났고, 2) 에너지(-0.455) 부문은 비교적 낮게 추정되었

다. 농식품 부문이 탄력적인 것은 농식품 내에 포함된 외식비 지출

액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1) 농식품 2) 에너지 3) 상품 4) 서비스

1) 농식품 -1.539 *** -0.082 *** 0.266 *** 0.522 ***

2) 에너지 -0.253 * -0.455 *** 0.063 -0.264 ***

3) 상품 0.570 *** 0.018 -1.249 *** -0.577 ***

4) 서비스 0.392 *** -0.115 *** -0.183 *** -1.199 ***

지출액 탄력성 0.832 *** 0.909 *** 1.238 *** 1.105 ***

지출액 비중( ) 0.357 0.129 0.132 0.382 　

전체 지출액 비중() 0.062 0.022 0.023 0.066 　

주 1: ***, **, *는 각각 유의 수준 1%, 5%,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20> 2단계 조건부 수요 탄력성

③ 3단계23)

  3단계에서는 2단계 1) 농식품, 2) 에너지, 3) 상품, 4) 서비스 산업

을 각각 세분화하여 추정하였다.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세부 품목

에서 0의 소비량 비중이 높아진다. 1단계, 2단계 산업 구분에서는 0

의 소비량 비율이 낮아 편의 교정 없이 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3단

계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세부 항목 ② 가스(8.3%), ③ 기타 에너지

(39.2%), ④ 차량용 에너지(24.6%)에 대해서만 편의를 교정하였

다24)25). 

23) 3단계 각 그룹(1) 농식품, 2) 에너지, 3) 기타상품, 4) 서비스)의 수요함수 파라
미터 추정 결과는 [부록 Ⅱ]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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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1>에는 3단계 수요함수에서 활용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의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농식품 부문을 살펴보면 외식 

비중이 4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육류/수산물(15.6%), 기타 식

품(15.4%), 과일/채소(12.4%), 곡물(9.4%), 유제품(4.6%) 순으로 나타났

다. 농식품의 가격을 살펴보면, 외식의 평균 가격이 가장 높고 표준

편차도 가장 낮아 분석 기간(2006년~2016년) 동안 농식품 내에서 지

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부문은 휘발유, 경유와 같은 운송 기구 연료의 지출 비중

이 37.3%로 가장 높았고, 전력(26.7%), 가스(23.2%), 기타 에너지

(12.7%)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을 살펴보면 운송 기구 연료, 

기타 에너지의 평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상품은 크게 의복, 기타상품으로 분류하였다. 의복은 상

품 부문 내에서 47.6%, 기타상품은 52.4%를 차지하고, 가격은 가정

용품 등이 포함된 기타상품이 더 높고 연도에 따른 변화가 적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문은 ① 교통(9.2%), ② 의료(20.6%), ③ 공

공(3.5%), ④ 기타 서비스(66.6%)로 구분된다. 

24) 3단계 상품 및 서비스별 0의 소비량 비율 및 편의 교정을 위한 1단계 프로빗 
분석결과는 [부록 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본 연구에서는 5%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0의 소비량 비율이 5%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편의를 교정하지 않고,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만 교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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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지출 비중) 
1) 농식품
  곡물(w11) 0.094 0.059 0.000 1.000
  육류/수산물(w12) 0.156 0.088 0.000 1.000
  유제품(w13) 0.046 0.042 0.000 1.000
  과일/채소(w14) 0.124 0.078 0.000 0.849
  기타식품(w15) 0.154 0.081 0.000 1.000
  외식(w16) 0.426 0.186 0.000 1.000
2) 에너지
  전력(w21) 0.267 0.199 0.000 1.000
  도시가스(w22) 0.232 0.206 0.000 1.000
  기타 에너지(w23) 0.127 0.218 0.000 1.000
  운송 기구 연료(w24) 0.373 0.297 0.000 1.000
3) 기타상품 
  의복(w31) 0.476 0.220 0.000 1.000
  가정용품(w32) 0.524 0.220 0.000 1.000
4) 서비스
  교통(w41) 0.092 0.100 0.000 0.996
  의료(w42) 0.206 0.159 0.000 1.000
  공공(w43) 0.035 0.035 0.000 1.000
  기타 서비스(w44) 0.666 0.178 0.000 1.000

<표 2-21> 3단계 수요함수 변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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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설명변수(로그)
1) 농식품
  곡물 가격(p11) 4.497 0.106 4.299 4.612
  육류/수산물 가격(p12) 4.469 0.132 4.227 4.635
  유제품 가격(p13) 4.488 0.106 4.266 4.605
  과일/채소 가격(p14) 4.517 0.123 4.320 4.648
  기타식품 가격(p15) 4.409 0.143 4.152 4.607
  외식 가격(p16) 4.521 0.078 4.374 4.630
  농식품 지출액(m1) 13.198 0.576 8.010 14.873
2) 에너지
  전력 가격(p21) 4.554 0.039 4.511 4.622
  가스 가격(p22) 4.540 0.150 4.275 4.777
  기타 에너지 가격(p23) 4.699 0.151 4.482 4.888
  운송 기구 연료 가격(p24) 4.721 0.126 4.525 4.895
  에너지 지출액(m2) 12.102 0.803 4.451 14.308
3) 상품
  의복 가격(p31) 4.487 0.101 4.313 4.622
  가정용품 가격(p32) 4.513 0.073 4.376 4.605
  상품 지출액(m3) 12.101 0.976 2.789 14.710
4) 서비스
  교통 가격(p41) 4.495 0.101 4.307 4.623
  의료 가격(p42) 4.655 0.106 4.498 4.790
  공공 서비스 가격(p43) 4.498 0.087 4.361 4.669
  기타 서비스 가격(p44) 4.550 0.049 4.447 4.620
  기타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m4) 13.259 0.844 8.444 15.970

<표 2-21> 3단계 수요함수 변수 기초통계량(계속)

  <표 2-22>에는 농식품 부문의 조건부 수요 탄력성이 제시되어 있

다. 외식은 자기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고(-1.869), 지출액 탄력성 또

한 1.423으로 높아 비교적 사치재 성격을 나타낸다. 다른 농식품의 

가격에 대한 외식의 교차 가격탄력성은 모두 양수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외식과 여타 농식품 사이에 대체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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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곡물 2) 육류/수산물 3) 유제품

1) 곡물 -0.120 -0.449 *** 0.016
2) 육류/수산물 -0.214 *** -0.965 *** -0.019
3) 유제품 0.070 -0.097 -0.354 ***
4) 과일/채소 -0.190 *** -0.494 *** 0.020
5) 기타 식품 -0.543 *** 0.254 *** -0.160 ***
6) 외식 0.128 *** 0.148 *** -0.014
지출액 탄력성 1.170 *** 0.562 *** 0.772 ***
지출액 비중() 0.094 0.156 0.046
그룹 내 지출액 비중() 0.034 0.056 0.016
전체 지출액 비중() 0.006 0.010 0.003

변수 4) 과일/채소 5) 기타 식품 6) 외식

1) 곡물 -0.299 *** -1.005 *** 0.687 ***
2) 육류/수산물 -0.366 *** 0.228 *** 0.774 ***
3) 유제품 0.055 -0.593 *** 0.147
4) 과일/채소 -0.699 *** -0.102 * 0.686 ***
5) 기타식품 -0.037 -0.535 *** 0.609 ***
6) 외식 0.120 *** 0.064 * -1.869 ***
지출액 탄력성 0.780 *** 0.413 *** 1.423 ***
지출액 비중() 0.124 0.154 0.426
그룹 내 지출액 비중() 0.044 0.055 0.152
전체 지출액 비중() 0.008 0.010 0.026

주 1: ***, **, *는 각각 유의 수준 1%, 5%,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22> 3단계-① 농식품 조건부 수요 탄력성

  다음으로 에너지 부문은 전력, 가스, 기타 에너지, 운송 기구 연료

로 구분된다. 탄력성 추정 결과 운송 기구 연료(휘발유, 디젤)는 자

기 가격에 매우 탄력적이고(-1.460), 지출액 탄력성 또한 높다(1.648). 

또한, 전력-도시가스는 교차가격 탄력성이 음수로 나타나 두 재화 

사이에 보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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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전력 2) 도시가스 
3) 기타 
에너지

4) 운송 
기구 연료 

1) 전력 -0.328 *** -0.305 *** -0.012 0.269 ***
2) 도시가스 -0.442 *** -0.335 *** -0.149 *** 0.217 ***
3) 기타 에너지 -0.143 * -0.313 *** -0.872 *** 0.387 　
4) 운송 기구 연료 -0.157 *** -0.089 * 0.058 -1.460 ***
지출액 탄력성 0.377 *** 0.710 *** 0.941 *** 1.648 ***
지출액 비중() 0.267 0.232 0.127 0.373 　
그룹 내 지출액 비중() 0.035 0.030 0.016 0.048 　
전체 지출액 비중() 0.006 　 0.005 　 0.003 　 0.008 　

주 1: ***, **, *는 각각 유의 수준 1%, 5%,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23> 3단계-② 에너지 조건부 수요 탄력성

  기타상품은 의복과 가정용품으로 구분된다. 의복과 가정용품 모두 

지출액 탄력성은 1에 가깝고(각각 1.181, 0.836), 자기 가격탄력성은 

0에 가까워 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

타상품의 경우 3계 초월 대수 파라미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계 초월 대수 함수를 활용하였다<표 2-24>. 

변수 1) 의복 2) 가정용품 
1) 의복 -0.276 *** -0.904 ***
2) 가정용품 -0.657 *** -0.179 ***
지출액 탄력성 1.181 *** 0.836 ***
지출액 비중() 0.476 0.524 　
그룹 내 지출액 비중() 0.063 0.069 　

전체 지출액 비중() 0.011 　 0.012 　

주 1: ***, **, *는 각각 유의 수준 1%, 5%,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24> 3단계-③ 기타상품 조건부 수요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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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교통, 의료, 공공, 기타 서비스로 구분된다. 

교통(-1.700), 의료(-1.187), 기타 서비스(-1.124)는 자기 가격에 탄력

적이지만 공공 서비스의 경우 –0.294로 비탄력적이다. 지출액 탄력

성도 공공 서비스가 0.409로 낮은 편으로 추정되었고 나머지 부문은 

1에 가깝게 추정되었다<표 2-25>. 

변수 1) 교통 2) 의료 3) 공공
4) 기타 
서비스

1) 교통 -1.700 *** 0.474 *** -0.208 *** 0.629 ***
2) 의료 0.194 *** -1.187 *** -0.034 *** 0.039 　
3) 공공 -0.507 *** -0.070 -0.294 * 0.462 ***
4) 기타 서비스 0.064 *** -0.004 0.002 -1.124 ***
지출액 탄력성 0.805 *** 0.988 *** 0.409 *** 1.062 ***
지출액 비중() 0.092 0.206 0.035 0.666 　
그룹 내 지출액 비중() 0.035 0.079 0.013 0.254 　
전체 지출액 비중() 0.006 　 0.014 　 0.002 　 0.044 　

주 1: ***, **, *는 각각 유의 수준 1%, 5%,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2-25> 3단계-④ 서비스 조건부 수요 탄력성

  1~3단계 조건부 수요 탄력성 결과를 바탕으로 18개 상품에 대한 

전체 탄력성(unconditional elasticity)을 도출하였고, 이는 <표 2-2

6>~<표 2-2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탄력성 도출결과 대부분 산업

은 지출액에 비탄력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7. 전기(0.196), 5. 기타 

식품(0.197)의 지출액 탄력성이 낮았다. 반면, 18. 여가(1.072)는 비교

적 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자기 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6. 외식(-2.441), 13. 교통(-1.687), 10. 차량용 에너지(-1.238) 부문이 

매우 탄력적이고, 반면 12. 가정용품(-0.176), 1. 곡물(-0.186), 8. 가스

(-0.217) 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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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 3단계

1. 상품 및 서비스

1) 농식품

1 곡물
2 육류/수산물
3 유제품
4 과일/채소
5 기타 식품
6 외식

2) 에너지

7 전기
8 가스
9 기타 에너지
10 차량용 에너지

3) 상품
11 의복
12 가정용품

4) 서비스 

13 교통
14 의료
15 공공 서비스
16 기타 서비스

2. 자본 서비스
(내구재 및 월세 평가액)

- 17 자본 서비스

3. 여가 - 18 여가

<표 2-26> 전체 상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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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0.186 -0.409 0.013 -0.310 -0.930 0.217 -0.005 -0.006 -0.004 -0.015 0.204 0.157 0.057 0.158 0.010 0.552 -0.070 0.007

2 -0.246 -0.946 -0.021 -0.371 0.264 0.548 -0.002 -0.003 -0.002 -0.007 0.098 0.076 0.028 0.076 0.005 0.265 -0.034 0.003

3 0.027 -0.071 -0.357 0.047 -0.544 -0.162 -0.003 -0.004 -0.002 -0.010 0.135 0.104 0.038 0.104 0.007 0.364 -0.046 0.005

4 -0.234 -0.468 0.017 -0.706 -0.052 0.373 -0.003 -0.004 -0.002 -0.010 0.136 0.105 0.038 0.106 0.007 0.368 -0.047 0.005

5 -0.567 0.268 -0.162 -0.041 -0.508 0.443 -0.002 -0.002 -0.001 -0.005 0.072 0.056 0.020 0.056 0.004 0.195 -0.025 0.002

6 0.048 0.196 -0.018 0.106 0.155 -2.441 -0.006 -0.007 -0.004 -0.018 0.248 0.191 0.070 0.193 0.013 0.671 -0.085 0.009

7 -0.003 -0.003 -0.001 -0.003 -0.003 -0.014 -0.243 -0.242 0.018 0.320 0.024 0.018 -0.003 -0.008 -0.001 -0.028 -0.025 0.002

8 -0.005 -0.006 -0.002 -0.006 -0.005 -0.027 -0.282 -0.217 -0.093 0.313 0.045 0.034 -0.006 -0.016 -0.002 -0.053 -0.046 0.005

9 -0.007 -0.008 -0.003 -0.007 -0.007 -0.036 0.070 -0.156 -0.797 0.513 0.059 0.045 -0.008 -0.021 -0.002 -0.071 -0.062 0.006

10 -0.012 -0.014 -0.005 -0.013 -0.012 -0.062 0.215 0.186 0.190 -1.238 0.104 0.078 -0.014 -0.037 -0.004 -0.124 -0.108 0.011

11 0.107 0.081 0.034 0.092 0.057 0.595 0.009 0.019 0.014 0.079 -0.498 -0.900 -0.033 -0.088 -0.007 -0.303 -0.105 0.011

12 0.076 0.057 0.024 0.065 0.040 0.421 0.006 0.013 0.010 0.056 -0.814 -0.176 -0.023 -0.062 -0.005 -0.214 -0.075 0.008

13 0.055 0.041 0.017 0.047 0.028 0.305 -0.005 -0.006 -0.004 -0.017 -0.056 -0.045 -1.687 0.474 -0.192 0.592 -0.064 0.006

14 0.067 0.050 0.021 0.057 0.035 0.374 -0.006 -0.007 -0.005 -0.021 -0.069 -0.056 0.210 -1.186 -0.015 -0.007 -0.079 0.008

15 0.028 0.021 0.009 0.024 0.014 0.155 -0.003 -0.003 -0.002 -0.008 -0.028 -0.023 -0.500 -0.070 -0.286 0.444 -0.033 0.003

16 0.072 0.054 0.023 0.062 0.038 0.402 -0.007 -0.008 -0.005 -0.022 -0.074 -0.060 0.081 -0.004 0.023 -1.173 -0.085 0.009

17 -0.008 -0.012 -0.004 -0.010 -0.011 -0.039 -0.007 -0.007 -0.004 -0.013 -0.017 -0.017 -0.008 -0.020 -0.003 -0.066 -0.113 -0.711

18 0.555 0.261 0.366 0.367 0.188 0.669 0.191 0.366 0.489 0.857 0.836 0.588 0.507 0.620 0.257 0.655 1.000 0.161

 0.558 0.268 0.368 0.372 0.197 0.679 0.196 0.370 0.490 0.859 0.838 0.594 0.510 0.626 0.259 0.673 1.072 1.091

 0.006 0.010 0.003 0.008 0.010 0.026 0.006 0.005 0.003 0.008 0.011 0.012 0.006 0.014 0.002 0.044 0.075 0.751

<표 2-27> 전체 수요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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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별 프로파일 및 소비지출

 

① 연령별 프로파일 

  <그림 2-12>에서는 각각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소비 지출액 및 

가구원 수의 프로파일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2-12>에서 가장 왼쪽

에 있는 점선 형태의 코호트는 <표 2-7>에서 12번째 코호트, 1985

년~1990년 출생 가구주를 의미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코호트는 

첫 번째 코호트로 1930년~1934년생 가구 주를 의미한다. 

  (a-1)은 가계 소득을 의미하는데, 40세~50세 사이 가계 소득이 가

장 높다가 이후 감소하는 역 U자형 형태를 보인다. 근로소득(b-1) 

또한 전체 소득과 유사하지만 30대~60대까지 비교적 완만한 형태를 

보이다가 6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소비 지출액(c-1)은 소득과 마

찬가지로 역 U자형 형태를 보이지만, 소득에 비해 더욱 가파른 형태

를 보인다. 그러나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a-2)~(c-2)를 살펴

보면 가구 전체의 프로파일과는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가구 

전체 소득 및 지출액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

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제곱근 규모 균등화 지수를 활용하였다26). 가

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50대에 가장 높은 역 U자형

을 보이지만,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소득은 40대에 오히려 감소

하여 M자 형태의 프로파일이 형성된다. 가계 소비 지출액은 가구 

균등화 지수로 조정할 경우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연령 간 격차가 

26) 가구 균등화 지수로는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인
구수로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다. OECD에서는 Oxford 지수, 수정 지수, 제곱근 
규모 균등화 지수 세 가지를 제안하였고, 이 중 제곱근 규모 균등화 지수가 가
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된다(OECD, 2009). 제곱근 규모 균등화 지수는 전체 소
득이나 지출액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균등화 지수를 활

용하지 않고 가구 전체 지출액, 소득을 기준으로 수요함수 추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실제 품목별 1인당 지출액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입
이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88 -

감소한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가구원 수(d)의 차이에서 기인

한 것으로, 가족 구성원 수는 35~45세 사이에 가장 많고 이후 감소

한다. 20세 미만 자녀 수는 20대, 30대에서는 평균 0.5명이다가 40세

를 기준으로 1.5명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60

세 이상에서 가구원 수와 미성년 자녀 수가 다시 약간 증가하는데, 

이는 조부모로부터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해 동거하는 가구가 늘어나

고 있기 때문이다. 

(a-1) 소득 (a-2) 1인당 소득

(b-1) 근로소득 (b-2) 1인당 근로소득

(c-1) 소비 지출액 (c-2) 1인당 소비 지출액

<그림 2-12> 연령 프로파일(Ag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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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구체적 품목에 따라서도 지출액은 다양한 형태를 보인

다. <그림 2-13>에서는 농식품 세부 품목별 프로파일이 제시되어 있

다. 품목 대부분이 역 U자 형태를 보여 40~50대 지출이 가장 많고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가구 균등화 지수로 조정할 경우 

품목별 큰 차이가 발생한다. (a) 곡물, (b) 육류/수산물, (d) 과일/채소

는 가구 균등화 지수로 조정할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 지출

액이 증가하여 60대 이상의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c) 

유제품의 경우 5세 미만 자녀 수가 가장 많은 30대(평균 0.7명)에 가

장 높고, 이후 감소하고 조정 전·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f) 외식

을 보면 국내 식품 소비의 특징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1인당 

외식 지출액은 M자 형태를 보이는데, 20대의 외식 지출액이 가장 

많고 이후 감소하여 40~50대에 증가하였다가 60대 이후 급격히 감

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20대에는 농식품을 구입하여 가계 내에

서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외식을 선호하고, 60대 이상의 노인가구는 

외식보다 가계 내 소비를 상대적으로 선호함을 의미한다. 

 

  

(d) 가구원 수 (e) 미성년 자녀 수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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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곡물 지출액 (a-2) 1인당 곡물 지출액

(b-1) 육류/수산물 지출액 (b-2) 1인당 육류/수산물 지출액

(c-1) 유제품 지출액 (c-2) 1인당 유제품 지출액

(d-1) 과일/채소 지출액 (d-2) 1인당 과일/채소 지출액

<그림 2-13> 농식품 지출액 품목별 연령 프로파일(Ag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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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부문의 지출액은 <그림 2-14>에 제시되어 있다. 여타 품목

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부문 또한 가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대

부분 역 U자 형태를 보인다. (a-1) 전기는 50대의 지출액이 가장 많

고, (b-1) 가스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다.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 

기타 운송 연료 등이 포함된 (c-1) 기타 에너지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d-1) 차량용 에너지는 역 U자이지만 30

대~50대가 비교적 평평한 형태이고, 60대 이후 감소한다. 반면, 가구 

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에너지 부문의 지출액을 살펴보면 전기는 30

대에 가장 적고, 이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거주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b-2) 가스, (c-2) 기타 에너지는 세대 간에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평평한 형태가 되어 연령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d-2) 1인당 차량용 에너지 지출액은 40대에 살

짝 감소하여 역 U자형에서 M자 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1) 기타 식품 지출액 (e-2) 1인당 기타식품 지출액

(f-1) 외식 지출액 (f-2) 1인당 외식 지출액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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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전기 지출액 (a-2) 1인당 전기 지출액

(b-1) 가스 지출액 (b-2) 1인당 가스 지출액

(c-1) 기타 에너지 지출액 (c-2) 1인당 기타 에너지 지출액

(d-1) 차량용 에너지 지출액 (d-2) 1인당 차량용 에너지 지출액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4> 에너지 지출액 품목별 연령 프로파일(Ag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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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연령 프로파일은 <그림 2-1

5>에 제시되어 있다. (a) 의복, (b) 기타상품 모두 형태는 약간 다르

지만 가구 전체 지출액 프로파일에서는 역 U자형을, 1인당 지출액은 

M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용품 등이 포함된 

(b) 기타상품은 세대 간 매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 서비스는 전체, 1인당 모두 M자 형태로 20대에 서서히 증가하

다가 30대 감소, 이후 40대에 다시 증가하다가 50대가 지나면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진다. 의료 서비스는 가구 전체 지출액은 비교적 

평평하지만, 1인당 의료 서비스 지출액은 교통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M자 형태이다. 공공 서비스 부문 또한 가구 전체는 역 U자형, 1인

당 지출액은 M자 형태를 보인다. 이는 상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비

용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가구 단위로 소비되면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품목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신 

지출액은 가구 전체로는 역 U자형이지만, 1인당으로 환산할 경우 20

대 지출액이 가장 많고, 40대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한다. 마지

막으로 교육 관련 지출액은 20대, 40대, 7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비

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의 경우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40대는 자녀 교육비, 70대는 손자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것으로 사료

된다. 

(a-1) 의복 지출액 (a-2) 1인당 의복 지출액

<그림 2-15>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품목별 연령 

프로파일(Ag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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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기타상품 지출액 (b-2) 1인당 기타상품 지출액

(c-1) 교통 서비스 지출액 (c-2) 1인당 교통 서비스 지출액

(d-1) 의료 서비스 지출액 (d-2) 1인당 의료 서비스 지출액

(e-1) 공공 서비스 지출액 (e-2) 1인당 공공 서비스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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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령별 수요 탄력성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추정에 연령별 더미 변수를 활

용하였고, 이를 통해 연령대별 수요 탄력성 및 지출액 비중을 비교

하고자 한다. 우선 시점 내 1단계 지출은 1) 상품&서비스, 2) 자본 

서비스, 3) 여가로 구분된다<그림 2-16>. 자기 가격탄력성을 살펴보

면, 20대~50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60대 이후 큰 차이가 나타난

다. 이는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여가 지출액 비중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가 지출액의 비중은 20~40대까지 72~73%이다가 

50~60대에 77%, 70대 이상은 82.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

으로 1) 상품&서비스, 2) 자본 서비스의 지출액 비중이 줄어들게 된

다. 2) 자본 서비스나 3) 여가에 대한 지출액 탄력성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1) 상품 및 서비스의 연령별 지출액 탄력성은 

차이가 크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출액 탄력성이 낮아지는데, 

(f-1) 통신서비스 지출액 (f-2) 1인당 통신서비스 지출액

(g-1) 교육 지출액 (g-2) 1인당 교육 지출액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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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인 인구는 소득이 증가하여도 더이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a) 지출액 비중

(b) 지출액 탄력성

<그림 2-16> 1단계 연령별 수요 탄력성 및 지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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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2단계 연령별 수요 탄력성은 <그림 2-17>에 제시되어 

있다. 2단계 품목은 1) 농식품, 2) 에너지, 3) 상품, 4) 서비스로 구분

되는데 이때 1) 농식품 지출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

는 20대와 60~70대이다. 이는 농식품이 필수재로써 가계 소비지출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앞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이 역 U자 형태로 

해당 연령층의 소득 수준 대비 농식품 지출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c) 자기 가격탄력성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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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출액 비중

(b) 지출액 탄력성

(c) 자기 가격탄력성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그림 2-17> 2단계 연령별 수요 탄력성 및 지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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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농식품 세부 품목별 소비 패턴 차이는 <그림 2-18>

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소비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20대는 외식 

비중이 57.4%로 가장 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외식 비중은 낮아

져 70대 이상의 외식 지출액 비중은 20.9%에 불과하다. 반면 외식을 

제외한 곡물, 육류/수산물, 과일/채소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 또한 커진다. 유제품이나 기타 식품의 지출액 비중은 연령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육류/수산물, 과일/채소, 기타 식품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출액 탄력성이 높아졌다. 자기 가격탄력

성은 유제품, 기타 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외식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

되었다. 20대는 외식의 자기 가격탄력성이 –1.602로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높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탄력적으로 변하고, 70대 

이상의 경우 –2.953으로 매우 탄력적이다. 또한, 20대, 30대의 곡물 

자기 가격탄력성이 양수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곡물의 가격이 올라

도 곡물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도 되지만 반대로 곡물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20~30대

에 곡물에 대한 소비 비중이 작고, 탄력성 또한 0.1614, 0.0092로 0

에 가까워 해당 연령대에서는 곡물 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8> 3단계 농식품 연령별 수요 탄력성 및 지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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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세부 품목에 대한 연령별 수요 탄력성 및 지출액 비중은 

<그림 2-19>에 제시되어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 전력 소비 지출액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

로 가스(27.7%), 기타 에너지(15.3%), 차량용 에너지(1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40대의 경우 차량용 에너지가 40% 이상을 차지

하고 전력은 20%대에 불과했다. 지출액 탄력성의 경우 가스와 기타 

에너지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하였고, 전력, 차량용 에너지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70대 이상의 차량용 에

너지 자기 가격탄력성은 –3.0229로 매우 탄력적으로 추정되었는데, 

(a) 지출액 비중

(b) 지출액 탄력성

(c) 자기 가격탄력성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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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에서 차량용 에너지 소비지출 비중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

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a) 지출액 비중

(b) 지출액 탄력성

<그림 2-19> 3단계 에너지 연령별 수요 탄력성 및 지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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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부문은 의복과 기타 상품(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구분되는

데, 20대~50대의 경우 두 부문의 지출액 비중이 0.5로 비슷하지만, 

60대부터 의복 지출액 비중이 40%로 감소, 70대의 경우에는 28.6%

에 불과하다. 70대의 경우 의복 자기 가격탄력성이 양수로, 기타상

품의 자기 가격탄력성도 가장 탄력적으로(-0.419) 추정되었다. 이는 

앞서 농식품 지출에서 20~30대의 곡물 소비와 같이 70대 이상에서 

의복 소비지출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그 외에 지출액 탄력성이나 

나머지 부문은 연령별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문에서는 1. 교통, 3. 공공 서비스의 지출액 

비중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2. 의료 서비스는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또한, 3. 공공 서비스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 가격탄력성과 지출액 탄력성 모두 값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그림 2-21>. 

(c) 자기 가격탄력성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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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출액 비중

(b) 지출액 탄력성

(c) 자기 가격탄력성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그림 2-20> 3단계 상품 연령별 수요 탄력성 및 지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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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출액 비중

(b) 지출액 탄력성

(c) 자기 가격탄력성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그림 2-21> 3단계 서비스 연령별 수요 탄력성 및 지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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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계 수요 전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추정한 수요함수 결과 및 통계청의 『장래가

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인구 구조 변화가 국가 전체 수요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시단위 개별 가구 자료를 이

용한 분석 결과를 국가 전체 수요로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완전 집계(exact aggregation) 조건 충족을 위한 제약을 부과

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에 활용한 성장률은 <표 2-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김동석

(2006), 황상필(2009)의 연구 방법과 같이 1인당 명목 소비지출 증가

율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구 증가율을 통해 추정

하였다. 이때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3개년(2017년~2019년) 평균값인 

1.26으로 고정하였다. 2017년~2045년 1인당 명목 소비지출 증가율은 

약 3.55%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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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GDP 전망(A)
소비자물가
상승률(B)

인구 증가율
(C)

1인당 명목 
소비지출 

증가율(D=A+B-C)
2017 3.06 1.26 0.28 4.04
2018 3.04 1.26 0.48 3.82
2019 3.05 1.26 0.20 4.11
2020 3.53 1.26 0.14 4.65
2021 3.39 1.26 0.08 4.57
2022 3.12 1.26 0.05 4.33
2023 2.88 1.26 0.04 4.10
2024 2.71 1.26 0.04 3.93
2025 2.60 1.26 0.03 3.83
2026 2.50 1.26 0.03 3.73
2027 2.41 1.26 0.02 3.65
2028 2.31 1.26 0.02 3.55
2029 2.22 1.26 0.00 3.48
2030 2.14 1.26 -0.03 3.43
2031 2.05 1.26 -0.05 3.36
2032 1.98 1.26 -0.08 3.32
2033 1.91 1.26 -0.11 3.28
2034 1.84 1.26 -0.15 3.25
2035 1.78 1.26 -0.18 3.22
2036 1.72 1.26 -0.22 3.20
2037 1.66 1.26 -0.26 3.18
2038 1.60 1.26 -0.30 3.16
2039 1.54 1.26 -0.34 3.14
2040 1.48 1.26 -0.38 3.12
2041 1.43 1.26 -0.42 3.11
2042 1.38 1.26 -0.46 3.10
2043 1.33 1.26 -0.51 3.10
2044 1.29 1.26 -0.55 3.10
2045 1.26 1.26 -0.60 3.1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OECD GDP 장기 전망
     (https://data.oecd.org/gdp/gdp-long-term-forecast.htm)

<표 2-28> 1인당 명목 소비지출 증가율(%) 전망

  <표 2-28>에 제시된 전망치와 (식 2-17)~(식 2-19)의 계산 방식을 

활용하여, 연령대별 가구 평균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이때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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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2-60)

(이때 는 미래 시점, 는 상품 종류, 은 2016년  상품의 가격을 

의미함.)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수요함수의 지출액 비중 전망을 추정하였

다. 1단계에서 설정된 지출액 비중이 하위 단계로 할당되는 구조이

므로, 1단계 추정을 우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 수요 전망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과 고려한 방식 두 가지로 구

분된다.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활용한 자료

의 마지막 연도인 2016년의 연령, 가구원 수, 성별 비중을 고정된 

값으로 설정하고, 1인당 명목 소비지출 증가와 전체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만을 추정한다.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경우 통계

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제시된 연령별, 가구원 수별, 성별 가구 

수 자료를 활용한다. 

  추정된 1단계 수요 전망은 <표 2-29>, <그림 2-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 총 지출액에서 여가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w3)은 2017년 80.2%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45년 약 84.6%가 된다. 반면, 2) 연령을 2016년 기준으로 고정한 

채 가구원 수, 성별 비중만 전망 자료를 활용할 때 여가 지출액 비

중은 동기간 81.7%에서 87.4%가 된다. 마지막으로 3) 인구 구조 변

화를 모두 반영할 경우 2017년 여가 지출액 비중은 80.5%, 2040년 

89.5%로 추정된다. 결국, 2) 연령 고정, 3) 인구 구조 전망 반영의 차

이가 연령 구조를 모형에 반영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라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생애주기

에 따른 소비 패턴의 차이가 고령화로 인해 점차 심화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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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 가계 특성변수 고정1) 2) 연령 고정1) 3) 인구 구조 전망 반영

w1 w2 w3 w1 w2 w3 w1 w2 w3

2017 0.135 0.064 0.802 0.121 0.061 0.817 0.132 0.062 0.805

2022 0.126 0.062 0.812 0.109 0.060 0.831 0.114 0.060 0.826

2027 0.118 0.061 0.821 0.099 0.059 0.843 0.098 0.058 0.844

2032 0.111 0.060 0.829 0.090 0.058 0.852 0.083 0.057 0.860

2037 0.105 0.059 0.836 0.082 0.057 0.861 0.071 0.056 0.874

2041 0.101 0.059 0.841 0.077 0.056 0.867 0.061 0.055 0.885

2045 0.096 0.058 0.846 0.071 0.056 0.874 0.051 0.054 0.895

주 1: 가계 특성변수 고정은 연령, 가구원 수, 성별을 모두 2016년 기준으
로 고정한 경우를 의미하고, 연령 고정은 연령 비중만 2016년 기준으
로 고정하고 가구원 수, 성별 비중은 『장래가구추계』 전망 자료를 
활용한 결과임.

주 2: w1(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비중), w2(자본 서비스 지출액 비중), w3
(여가 지출액 비중).

<표 2-29> 1단계 소비 전망

(a) 상품 및 서비스 

<그림 2-22> 1단계 지출액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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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인구 구조 전망을 모두 반영한 소비 추정치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가계 전체 지출액을 추정하였다<그림 2-23>. 우선, 앞서 

<표 2-28>에서 추정한 1인당 명목 소비 지출액 증가율

(growth_capita)을 통해 2017년~2045년 연간 국내 가계 총지출 및 품

목별 지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 결과, 2. 자본 서비스와 3. 여

가 지출액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출액이 증가하지만, 1. 상품 및 서

비스 지출액은 203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

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여가 지출액이 증가하고 장기적으

(b) 자본 서비스

(c) 여가 지출액 

  주1: Fix(인구 구조 변화 미고려), Mid(연령별 가구 비중 2016년 기준으로 
고정), Age(가계특성변수 및 인구전망 모두 활용).

 자료: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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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지출은 증가하게 되지만, 화폐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 및 서비

스 지출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감소는 향후 민간 소비지출 감소 및 경제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상품 및 서비스 

(b) 자본 서비스

<그림 2-23> 1단계 지출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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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단계별 수요 비중 예측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품&서비

스(자본 서비스와 여가 제외)의 지출액 비중 변화는 <그림 2-24>와 

같다. 

  주1: 1(곡물), 2(육류/수산물), 3(유제품), 4(과일/채소), 5(기타 식품), 6(외
식), 7(전기), 8(가스), 9(기타 에너지), 10(차량용 에너지), 11(의복), 12
(기타상품), 13(교통), 14(의료), 15(공공 서비스), 16(기타 서비스),

 자료: 저자 추정. 

<그림 2-24> 상품 및 서비스 부문 지출액 비중 전망

(c) 여가 지출액 

자료: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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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수요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 중 하나인 

초월 대수 함수를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6년∼2016년 『가계동향조

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매년 

약 10,000개로, 이상치를 제거한 약 73,000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

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가계에서 지출하는 소비재의 수요함수를 한 번에 추

정하려면 추정 파라미터 수가 많아 추정이 어려우므로 본고는 약 

분리성 가정을 통해 3단계 예산 지출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진

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시점 간 최적화 분석을 위해서 『가

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상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또한, 내

구재와 주거 비용(월세 평가액)은 일반 상품 및 서비스와 구입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자본 서비스 유량으로 값을 전환하여 활용하

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점 간 최적 소비 분석을 위해 시점 간 

대체 탄력성 및 코호트 연령별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시간 선호도, 시점 간 곡률 모두 0에 가까워 가계의 미래 소비에 대

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점 간 곡률 또한 0에 가깝게 추

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점 내 가계의 다단계 의사결정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헤크만의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방정식을 도출하

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결합을 통

해 개별 노동자의 노동 질(quality) 및 여가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가계 소비지출 의사결정에서 노동 공급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여가 시간 추정 결과 성별·연령별 여가 시간에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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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근로자 비중이 낮고 노동 품질지수가 높은 연령대일수록 여

가 시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은 20대 여가 시간이 월평

균 264.0시간(일 평균 8.8시간), 여성은 30대가 월평균 204.1시간(일

평균 6.8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성별로 해당 구간대의 근로자 

비중이 낮은 반면 노동 품질지수는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여가 지출액이 포함된 가계의 전체 지출액

을 바탕으로 시점 내 3단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수요함수 추정 

시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0’의 소비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 추정에서 프로빗 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

여 추정치의 편의를 교정하였다. 전체 상품을 크게 18개로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산업은 지출액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7. 자본 서비스나 18. 여가의 경우 비교적 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품목의 자기 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6. 외식(-2.441), 13. 교통

(-1.687), 10. 차량용 에너지(-1.238) 부문이 매우 탄력적인 반면 12. 

기타 상품(-0.176), 1. 곡물(-0.186), 8. 가스(-0.217) 등은 비탄력적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반응은 양수로 도출되어 여가-재화 및 서비스 사이의 대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정한 가계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연령별·

품목별 수요 탄력성을 도출하고 연령 프로파일 도식화를 통해 연령

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부 품목에 있어서 

연령별 절대적인 소비 지출액 자체도 다르지만, 전체 상품 내에서 

소비지출을 할당하는 비중도 다르고, 가격이나 소득 변화에 대한 반

응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추정 결과와 완전 집계조건,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가계 소비를 전망

하였다. 분석결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가계의 상품 및 서비스 소

비 지출액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역 U자 형태로 추정되었다. 이는 여

가 지출액을 포함한 총지출 자체는 증가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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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총지출에서 여가 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

으로, 향후 민간 소비지출 감소 및 경제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의 고용 창출 및 확대 등 소비 진작 

및 경제 규모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특정한 상품군에 대한 수요가 아닌 가계 전체 소비지

출을 바탕으로 가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에 여가 지출을 결합함으로써 실제 가계의 행위

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금에 변화가 있을 때 

단순히 가계 내에서 노동 공급-여가 간 대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

라 상품 및 서비스 소비지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고의 이러한 추정 결과는 일반균형분석에서 가계(소비자) 

탄력성 값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반

응, 소비자 후생분석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의 소비 지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에서의 생애주기는 가구주의 생애주

기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20대의 소비가 아닌 2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소비로 해석함에 유의

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계지출액 자료,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변화를 전망하였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의료 

등 특정 산업부문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대 간 차이로 인해 현재 20대가 20년 후 40대가 되었을 때 지금의 

40대와 같은 형태로 소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수요-공

급을 연결하는 일반 균형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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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소비자 후생 

효과 분석

제 1 절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정책 동향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

스 중 이산화탄소(CO2)의 순배출을 제로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 스웨덴은 2045년, 영국, 프랑

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한국, 일본, 미국 등은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석탄 위주의 에너지 믹스 등을 고려

하였을 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국

내 탄소 가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발효(2005년)되면서 기후변화 협약이 

법적 효력을 띠게 되었고 각 국가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

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온실가스 다(多)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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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가가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 2020년 만료인 교토의정서를 대

체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이 체결되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국가별 감

축량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 

등에서 교토의정서와 큰 차이가 있다(권오상, 2020). 

 또한, 최근에는 저탄소 경제구조하에서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

는 그린 뉴딜 정책(Green New deal policy)27)이 대안으로 대두되면

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

럼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전 세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

출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소계 온실가스(Fluorine gas, F-gas) 등이 있다. 온실가스는 원래 

대기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화석 연료 연소 등 인간의 활동

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이로 인해 지구 온난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표 3-1>에는 온실가스 종류별·분야별 전 

세계 배출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가스가 전체

의 약 7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메탄

(17.5%), 아산화질소(6.3%), 불소계 온실가스(2.2%)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 73.8%, 농업 

11.9%, 토지이용 6.5%, 산업 공정 5.7%, 폐기물 3.2%로 추정되었다.

27)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용어는 2007년 뉴욕 타임스 기자 Thomas 
Friedman이 가장 먼저 사용하였고, 같은 해 영국에서 Green new deal group이 
결성되어 ‘그린 뉴딜 보고서(Green new deal report)’를 발간한 데서 기인하
였다(www.greennewdealgroup.org). 그린 뉴딜은 기존의 화석 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정
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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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tCO2 eq, %)

종류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
37,121 8,622 3,109 1,095

(75.2) (17.5) (6.3) (2.2)

분야 에너지 농업 토지이용 산업 공정 폐기물

배출량
36,436 5,885 3,217 2,826 1,584

(73.8) (11.9) (6.5) (5.7) (3.2)

자료: WRI CAIT Climate Watch(https://www.climatewatchdata.org)

<표 3-1> 온실가스 종류별·분야별 배출량(2017년)

  주요 국가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지표는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약 9,717M toe(ton 

of oil equivalent, toe)이고, 이중 중국이 2,005M toe로 약 20.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1,520M toe, 15.6%)으로 나타났다. 반

면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4.66), 한국(3.54), 러시아(3.38) 

순으로 높고 중국의 경우 전 세계 평균(1.29toe)에 근접한 1.45toe로 

추정되었다.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 일본이 0.07로 가장 작은 값을 가져 제시된 국가 중에서는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러시아가 0.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에

너지 효율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CO2 배출량 또한 에너지 소비량

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 118 -

지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량(Mtoe)1) 182 1,520 292 2,005 488 591 9,717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
(toe/capita)2)

3.54 4.66 2.31 1.45 3.38 0.44 1.29

GDP 당 에너지 소비량
(toe/000 2010 USD)

0.21 0.12 0.07 0.29 0.44 0.34 0.17

CO2 배출량(MtCO2)3) 600 4,761 1,132 9,302 1537 2,162 32,840

1인당 CO2 배출량
(tCO2/capita)

11.66 14.61 8.94 6.67 10.64 1.61 4.37

GDP 당 CO2 배출량
(kgCO2/2010 USD)

0.45 0.27 0.18 0.89 0.91 0.82 0.41

주 1: 최종 에너지는 1차 에너지 총공급량(Total Primary Energy Supply, 
TPES)에서 전환에 따른 에너지 손실 등을 제외한 최종 에너지 소비를 
의미함. 

주 2: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주 3: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석 연료 연소를 통한 배출량만을 포함함. 
자료: IEA(2019). 

<표 3-2> 주요 국가 에너지 소비 관련 주요 지표(2017년)

  다음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2017년 기준 상위 배출지

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의 

(a)를 살펴보면 1990년 약 34,965MtCO2 eq.28)였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49,947MtCO2 eq.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b) 중국이 

23.6%(11,781MtCO2 eq.)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 미국(11.5%), 인도(6.7%), EU(6.4%), 러시아(4.9%) 순으

로 나타났다. 

28) 다양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global-warming 
potential, GWP) 이산화탄소(CO2) 한 단위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가스를 환산하여 활용하고 이를 이산화탄소 환산된 양(CO2 
equivalent, CO2 eq.)이라 한다(권오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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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또한 온실가스 상위 배출국 중 하나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이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IEA, 2019). 이에 한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2015)에서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29) 대비 30% 감축에서 2030년 37% 감축으로 

(a)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China 11,781

U.S. 5,767

India 3,357

EU(27) 3,202

Russia 2,460

(b) 상위 5개 온실가스 배출지역(2017년 기준) 
자료: WRI CAIT Climate Watch(https://www.climatewatchdata.org)

<그림 3-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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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재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2억 9천 2백만 톤에서 2017년 7억 9백만 톤으로 약 2.4배 증

가하였고, 1인당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인당 13.8 

톤으로 추정된다. 분야별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86.8%(6억 1천 5백만 톤)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였고, 산업 공정 

7.9%(5천 6백만 톤), 농업 2.9%(2천만 톤), 폐기물 2.4%(1천 6백만 

톤)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2>. 

  

(a) 총배출량 (b) 1인당 배출량

(c) GDP당 배출량 (d) 분야별 배출량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통계』. 

<그림 3-2>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2. 온실가스 저감 정책

29) 의도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의 추세로 진행되었을 때 2030년 배출
될 온실가스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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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크게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s)과 

규제(regulation)로 구분된다.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 소비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으로, 일반적으로 정부

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등으로 구분되며 위반 시 제재나 

법적 구속력 유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OECD, 

2003). 그러나 실제로 오염원(polluters)에 환경적인 목표를 강제할 

수 없어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규제 정책은 정책 입안

자들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환경 목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방식이다. 규제는 다시 직접 규제와 경제적 유인 제도로 

구분된다<그림 3-3>. 직접 규제는 정부에서 기술이나 배출량 기준 

등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 시행의 용이성은 있지만 규제 

당국이 직접 필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 부정 보고의 위험성 

등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는 오염원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환경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림 3-3> 온실가스 저감 정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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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

으로 운송부문이나 에너지 부문의 연료에 부과된다. 탄소세 부과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세수를 다시 온

실가스 감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탄소

세 부과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발할지 알 수 없고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유동헌·박아현, 2013). 1990

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탄소세

를 시행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큰 효과를 얻었지만, 조세 

저항으로 인해 호주는 폐지, 프랑스는 유류세 인상을 보류한 바 있

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한 뒤(배출

허용량)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분배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할

당된 배출권을 각 참여자가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이다<그림 

3-4>.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 효율성 등으로 최근 EU, 한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점차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자료: 환경부(2014),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그림 3-4> 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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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30)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에 따라 온

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1999년 ‘에너

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시작으로 

이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로 자발적 협약이 확대되었다(정우현 

외, 2012). 2011년부터는 목표 관리제(Target Management System, 

TMS)31)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목표 관리제는 단순히 목표량 설정을 

통한 초과규제 방지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 2015년부터는 오염원 

간의 사적인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그림 

3-5>. 

자료: 환경부(2014),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그림 3-5> 국내 온실가스 저감 정책 흐름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1차~3차 계획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

30) 환경부(2014), 환경부(2018), 기획재정부·환경부(201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1) 목표 관리제는 일종의 직접 규제 정책으로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관리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권오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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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계획 기간인 2015년~2017년에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연평

균 배출량이 125,000tCO2 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tCO2 eq. 이

상인 사업장 해당 업체 및 자발적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 할

당을 진행하였다(환경부, 2014). 1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100%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배출권 

할당 방식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근거로 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과, 과거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제품의 배출 강도나 배출 성과에 따라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BM(benchmark) 방식으로 구분된다. 1차 계획 기간에는 대부분 업종

에 GF 방식을 적용하고, 시멘트, 정유, 항공 업종의 일부 배출시설

에 대해 BM 방식을 적용하였다. 2차 계획 기간은 2018년~2020년으

로 2018년 7월 수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배출

권이 할당되었다. 이때 배출권은 3%가 유상으로 할당되었고, 매월 

경매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할당 방식에서도 BM 

방식이 7개 업종(정유, 시멘트, 항공,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

기물)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2025년 3차 계획 기간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BM 할당 방식도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

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제3자 참여

를 허용하고, 장내 선물거래 제도를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표 3-3>. 

구분 1차 2차 3차(목표)

기한 2015년~2017년 2018년~2020년 2021년~2025년

할당 100% 무상 3% 유상 10% 유상

할당 방식
GF 방식
(BM 3개)

BM 방식 
적용 확대(7개)

BM 방식 적용 
확대(60% 이상) 

배출권 총수량
(백만 KAU)

1,691 1,777 -

자료: 환경부(2014), 환경부(2018), 기획재정부·환경부(2019).

<표 3-3> 국내 배출권 거래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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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 배출권(Korean allowance unit, KAU), 

상쇄 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KOC)으로 구분된다. KAU는 할당 대상 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는 외부사업 인증 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KOC는 사업장 밖에

서 국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감

축 실적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배출권 거래는 분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2015년 배출권 총거래량(5.7백만 톤)보다 

2019년 약 38.1백만 톤으로 약 6.7배 증가하여 배출권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출권의 평균 가격 또한 2015년 

10,000원에서 2020년에는 3-4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6> 국내 배출권 거래제 거래 수량 및 가격

3. 온실가스 저감 정책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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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개별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이 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배

출권 거래제와 함께 언급되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하나는 

탄소세(carbon tax)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세는 적

정 탄소세에 대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국제

적 연계가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나타난다.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저자(연도) 정책
이산화탄소 

가격
방법론

Brännlund and 
Nordström(2004) 

탄소세
$30/tCO2, 
$46/tCO21)

QU-AIDS 수요함수 

West and 
Williams(2004)

휘발유세 $1.39/gal2) AIDS 수요함수

Raush et al.(2011) 탄소 판매 정책 $20/tCO2 연산 일반 균형(CGE)

Mathur and 
Morris(2014)

탄소세 $15/tCO2 투입산출분석(IO)

Cronin et al.(2019) 탄소세 $25/tCO2 투입산출분석(IO)

김승래·김지영(2010) 탄소세 €25/tCO2 연산 일반 균형(CGE)

강만옥 외(2011) 탄소세 38,327원/tCO2 투입산출분석(IO)

신상철·박현주(2011)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22,657원/tCO2 일반 균형(GE)

김재현·정기호(2011)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50,000원/tCO2 연산 일반 균형(CGE)

권오상·허등용(2011) 탄소세 36,545원/tCO2 투입산출분석(IO)

오경수(2013) 배출권 거래제 - 연산 일반 균형(CGE)

김하나(2015) 탄소세 $15/tCO2 환경투입산출분석(EEIO)

박경원·권오상(2018) 배출권 거래제
18,880원/tCO2 
22,233원/tCO2

연산 일반 균형(CGE)

주 1: 실제 스웨덴에서 시행 중인 탄소세 금액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2배 
올렸을 때 세수 활용 시나리오에 따른 분배 효과를 분석함.

주 2: West and Williams(2004)는 휘발유 1갤런당 세금을 부과함.

<표 3-4>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 정책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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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마다 탄소의 톤당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화 기준 

18,000원~50,000원 사이의 값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탄

소세를 시행 중인 스웨덴의 연구 결과(Brännlund and Nordström, 

2004)와 미시 시뮬레이션 기법과 투입산출분석을 결합하여 최적의 

탄소세를 도출한 권오상·허등용(2011)의 연구, 연산 일반 균형을 이

용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균형 가격을 도출한 박경원·권오상(2018)

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세율의 탄소세를 가정하였다. 

제 2 절 분석 모형

1. 소비자 후생분석32)

① 시점 내 소비자 후생분석

  제2장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행위를 분석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 및 소득에 대한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수요 탄력성을 이용하여 정책에 대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계측하고자 한다. 

  소비자 후생을 계측하는 방식은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CS), 보상 변화(CV), 동등 변화(EV) 등이 있다. 소비자 잉여(CS)는 상

품 의 가격이 에서 로 변했을 때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지불하

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통상수요함수 를 바탕으로 (식 3-1)

과 같이 표현된다.

32) Varian(199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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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1)

  그러나 소비자 잉여는 여러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 잉

여 변화 ∆를 계측하는 경로가 무수히 많고 경로에 따라 소비자 

잉여 값이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경로 의존적). 이에 반해, 보상 

변화나 동등 변화는 경로 의존적이지 않은 소비자 후생 계측 방식

으로, 간접효용함수, 혹은 지출함수로 표현된다. 보상 변화(CV)는 변

화된 가격() 수준으로 기존 가격()에서의 효용()을 얻기 위한 

소득 변화를 의미하고, 반대로 동등 변화(EV)는 기존 가격() 수준

에서 변화된 효용()을 달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소득 변화분을 의

미한다. 이를 간접효용함수()로 표현하면 (식 3-2), (식 3-3)과 같다.

  …(식 3-2)

   …(식 3-3)

(이때 소득 변화는 없다고 가정( )함.)

  간접효용함수()와 지출함수() 사이의 쌍대 관계(duality)를 통해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식 3-4)

  …(식 3-5)

 

  본 연구에서는 초월 대수 효용함수로부터 수요함수와 간접효용함

수()를 도출하고, 보상 변화(CV)를 이용하여 정책 변화에 대한 소비

자 후생을 계측하고자 한다. 

  정책의 시행으로 여러 상품의 가격이 한 번에 변했을 때 보상 변

화(CV)는 (식 3-6)과 같고, 이를 보상수요함수(h)로 표현하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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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다.










 …(식 3-6)


  







 …(식 3-7)

  (이때 
 

 
.)

  

  그러나 보상수요함수(h)는 실제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일련의 과

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33).








  










  …(식 3-8)

 

  (식 3-8)을 (식 3-7)에 대입하면, 보상 변화(CV)는 (식 3-9)와 같이 

근사된다. 


  
























  …(식 3-9)

  (식 3-9)의 괄호는 상품별 후생 가중치()라 할 수 있고, 개별 가

구()의 보상 변화는 (식 3-10)과 같다34).

 
  




 

          …(식 3-10)

33)  
,  


이면 





 

 











 




(Huang, 1993). 

34) 여러 상품의 가격이 동시에 변할 때 소비자 후생(보상 변화) 도출은 [부록 Ⅵ]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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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가구 소득에서 소득 대비 보상 변화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연령별·소득분위별 

소비자 후생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② 시점 간 최적화를 고려한 가계 후생분석35) 

  앞서 제2장에서 추정한 시점 간 최적화 모형의 주관적 시간 선호

도 변수와 소비 지출액 전망을 통해 정책 발생의 장기 효과 또한 

추정할 수 있다. Jorgenson et al.(2012)은 무한 시점까지 살 수 있는,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가구 집단을 왕조(dynasties)라 정의하고, 기

준시점에서의 왕조별 가구 수와 지출액 비중으로 미래 총소비 지출

액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명

명하고자 한다. 이때 k 집단의 시점 간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ln …(식 3-11)

(이때 


이고, 는 주관적 시간 선호도를 의미함.)

   시점의 효용함수는 (식 3-12)와 같다.

ln 



ln







lnlnln


…(식 3-12)

(ln  







ln ,  





ln).

  생애 효용함수는 생애 전체의 부()라는 예산 제약 하에서 극대

35) Jorgenson et al.(2012) pp. 113-120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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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고, 오일러 방정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

태의 효용함수와 지출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초기 효용 수준

(식 3-13), 초기 및 미래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도 생애 효용 

수준(식 3-14)을 도출할 수 있다36).

ln 
ln

  

 
  

∞

 …(식 3-13)

 lnln
  

∞


ln

  …(식 3-14)


  

∞

 ,  
  






, (는  시점의 이자율), 

 exp











ln







lnln





.

  (식 3-14)를 시점 간 지출함수로 표현하면 (식 3-15)와 같고, 이를 

이용하여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후생 변화 지표인 동등 변화를 (식 

3-16)~(식 3-17)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ln    
 


 ln




  

∞

ln

  






…(식 3-15)

∆ 








 …(식 3-16)

 





 

∆
…(식 3-17)

2. 온실가스 저감 정책 효과

36) 구체적인 수식 도출에 관해서는 Jorgenson et al.(199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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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소비자 

후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가지는 

수직적 분배 효과와 Cronin et al.(2019)의 연구와 같이 같은 소득분

위라 하더라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질 수 있는 

수평적 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

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의

사결정 변화나, 배출 저감 효과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문진영, 

2016; 유종민 외, 2017; 이종화·강판상, 2018). 배출권 거래제의 경

제적 파급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불완

전경쟁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제 경제효과를 분석한 박경원·권오

상(2018)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소비자 후

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으므로, 앞서 박경

원·권오상(2018)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후생분석을 시행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변하고, 이러한 가격 변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자 한다. 특히 에너지 관련 상품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가계의 

전체 지출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생애주기와 같은 가

계특성변수를 모형에 반영하여 이에 따른 수직적·수평적 분배 효

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박경원·권오상(2018)은 한국은행(2014)의 2010년 산업연관표 중 

생산자가격평가표와 통계청의 2010년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계정행렬(SAM)을 구축하였고, 전체 산업을 총 22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활용하여 각 산업 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 및 동등 기업 수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2개 산업 중 

9개 산업(가스, 석유, 철강, 전기 전자, 전자표시장치·반도체, 자동

차, 조선, 전력, 통신)에 대해서 불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하였다<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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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권오상(2018) 본 연구(2020)

1. 농림수산품 곡물, 채소/과일, 육류, 수산물
2. 음식료품 곡물, 채소/과일, 육류, 수산물, 유제품, 기타 식품 
3. 섬유 의복
4. 유리 기타 가정용품
5. 전기·전자 내구재
6. 자동차 내구재
7. 기타제조 기타 가정용품
8. 전력 전기
9. 가스 도시가스
10. 석유 기타 에너지, 운송 연료 
11. 운수 교통 서비스
12. 통신 기타 서비스
13. 상업 기타 서비스, 의료 서비스
14. 공공 기타 기타 서비스
15. 석탄 기타 에너지
16. 광산품 ×
17. 시멘트 ×
18. 철강 ×
19. 전자표시장치 ×
20. 조선 ×
21. 증기 및 온수 ×
22. 수도건설 ×
주 1: 농식품 소비 내에서 곡물/채소/과일, 육류/수산물은 가공식품을 포함하

고 있음. 따라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지출액 비중에 따라 농림수산품, 
음식료품의 가격을 가중평균함. 

주 2: 위의 표에서 진하게 표시된 산업은 불완전경쟁 산업을 의미함.
자료: 박경원·권오상(2018), pp. 246~247.

<표 3-5> 배출권 거래제 연구 산업분류

 

  

  박경원·권오상(2018)의 연구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 나

타나는 상품 가격 변화는 방식(무상·유상)에 따라 기업의 비용함수

가 변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최종 상품의 가격 변화도 다르게 

나타난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전력의 상품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석탄의 경우 다른 상품들과 달리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통신, 상업, 공공 기타 등의 가격 상승률이 높

았다<부표 Ⅶ-1>. 본 연구에서는 앞서 2장에서 분석한 3단계 수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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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산업 구분<표 2-8>과 박경원·권오상(2018)의 산업 구분을 최

대한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산

업을 하나로 통합하였다37). 

  

제 3 절 분석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손

실 추정치는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노동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화만을 반영했을 때 가구당 평

균 후생 손실은 약 13,489원, 1인당 평균 후생 손실은 약 5,128원으

로 나타났고, 여가 지출액을 포함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 여가를 제외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2%이다

(무상 할당)38).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노동 가격 변화를 반영할 

경우(여가의 가격) 후생 손실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무상 

할당 기준 가구당 후생 손실은 61,436원, 1인당 후생 손실은 23,091

원으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51%이다. 이는 여가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로 높고, 여가와 기타상품 및 서

비스가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 전개는 노동 

가격 변화를 반영한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37) 박경원·권오상(2018)의 산업 구분에 따른 가격 변화 값은 [부록 Ⅶ]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8) 유상할당 시행 시 오히려 소비자 후생 손실이 감소하는 데 이는 유상할당을 시
행하더라도 개별 상품의 가격이 무상 할당과 비교해서 증가하지 않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 상품 가격 변화는 [부록 Ⅶ] 에 제시되어 있고, 본고에서 
논의 전개는 무상 할당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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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할당 
시나리오

노동 가격 변화 미고려 시( )

가구당
후생 손실

1인당 
후생 손실

총지출 대비 
비중(%)

소비 지출액 
대비 

비중(%)
무상 할당 13,489 5,128 0.1202 0.5204 

유상할당 3% 13,411 5,099 0.1196 0.5171 
유상할당 5% 13,360 5,080 0.1193 0.5149 
유상할당 10% 13,237 5,033 0.1184 0.5097 

할당 
시나리오

노동 가격 변화 반영

가구당
후생 손실

1인당 
후생 손실

총지출 대비 
비중(%)

소비 지출액 
대비 

비중(%)
무상 할당 61,436 23,091 0.5064 2.5329 

유상할당 3% 58,327 21,926 0.4814 2.4023 
유상할당 5% 56,322 21,175 0.4653 2.3182 
유상할당 10% 51,545 19,385 0.4270 2.1176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3-6>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위별 후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가구를 5분위로 구분하였다. 이때 소득 구분 기준은 소득이 아

닌 소비지출(m)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표본 기준 5분위의 소

비 지출액은 1분위의 약 5.43배에 달한다<표 3-7>. 

(단위: 원)

분위 평균 최솟값 최댓값 총 지출액
여가 

비중(%)
가구원 
수(명)

1분위 635,484 35,365 1,021,924 6,869,127 84.1 1.59
2분위 1,245,534 886,250 1,586,732 10,148,769 81.3 2.41
3분위 1,769,408 1,397,517 2,111,973 12,268,513 79.1 3.04
4분위 2,333,113 1,906,514 2,753,792 13,998,120 76.7 3.46
5분위 3,451,468 2,580,028 10,935,258 17,447,293 73.1 3.72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3-7> 소비 지출액에 따른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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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분위별 후생 변화는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분위별 가구당 후생 감소는 1분위 34,631원에서 5분위 

89,403원으로 약 2.6배가량 차이가 난다. 1인당 후생 손실은 1분위 

22,171원, 5분위 25,574원으로 가구당 후생 손실에 비하여 차이는 줄

어들었지만(약 1.15배), 여전히 고소득층의 절대적 후생 손실이 크다. 

또한,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일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 거래제는 역진적인 형태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가 지출액을 고려한 총지출 대비 후

생 손실 비중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여가 지출액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단위: 원)

할당 
시나리오

노동 가격 변화 반영

가구당
후생 손실

1인당 
후생 손실

총지출 대비 
비중(%)

소비 지출액 
대비 

비중(%)
1분위 34,631 22,171 0.5038 5.9021
2분위 51,329 23,386 0.5071 4.1560
3분위 62,369 22,647 0.5100 3.5412
4분위 71,490 22,375 0.5127 3.0763
5분위 89,403 25,574 0.5142 2.6266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3-8> 배출권 거래제의 소비자 후생 변화: 소득분위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후생 변화를 분석하였다<그림 3-7>. 가구

별 후생 손실을 살펴보면 20대~70대 이상 가구의 후생 손실은 순서

대로 42,281원, 60,787원, 66,252원, 70,572원, 53,944원, 48,153원으로 

50대, 40대, 30대 순으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1

인당 후생 손실로 전환할 경우, 가장 높은 후생 손실은 여전히 가구

주가 50대인 가구지만(27,276원), 다음으로 높은 손실은 7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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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26,281원)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7>-(b)의 소비 지출액 

대비 후생 손실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당 후생 손실이 연령에 따

라 역 U자 형태를 보인 것과 반대로 소비 지출액 대비 비중은 70대 

이상 노인 인구에서 가장 높은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총지출액 대

비 비중은 노인층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지출에서 노인 연령층의 여가 지출액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에 따르면 가구의 전체 생애에서 소득은 역 U자 형태로 

(a) 가구당 후생 손실 및 인당 후생 손실

(b) 비중(%)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7> 연령별 소비자 후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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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즉, 20대에는 학업 유지, 사회초년생 등으로 인해서 소득

이 높지 않고 이후 차차 증가하여 40대쯤 생애 중 가장 소득이 높

아지고, 50대 이후 소득은 다시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생

애주기에 따른 가구의 소득이나 소비지출 구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대~50대와 그렇지 않은 연령대의 소득 규모 자체

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같은 소득분위 하에서 연령

대별 후생 손실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같은 소득 구

간에 있더라도 연령에 따라 금액과 부담 비중이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표 3-9>. 가구당 후생 손실을 살펴보면 같은 고소득층

(5분위) 내에서도 20대~70대의 소비자 후생 손실은 각각 70,033원, 

80,855원, 87,938원, 108,828원, 101,847원, 101,195원으로 연령에 따

른 차이가 크다. 또한, <그림 3-9>에는 소득분위별, 연령별 1인당 소

비자 후생 효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U자 형태

의 모양, 즉 20대에 후생 손실이 크다가 연령이 늘어날수록 후생 손

실이 줄어들고, 이후 50대 이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 가구의 후생 손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저소득(1분위)-70

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20대 고소득층의 비중(1.6%) 대비 약 2.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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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연령 소득
가구당 

후생 손실
1인당 

후생 손실

소비지출 
대비 

비중(%)

총 지출액 
대비 

비중(%)

20대 1분위 26,815 21,507 2.5009 0.5141
2분위 41,965 23,396 2.3159 0.5183
3분위 51,421 21,951 2.0704 0.5192
4분위 58,776 24,192 1.8479 0.5191
5분위 70,033 29,540 1.5807 0.5094

30대 1분위 31,795 19,985 2.7691 0.5133
2분위 47,705 20,081 2.5494 0.5151
3분위 58,167 19,524 2.3003 0.5161
4분위 66,440 20,213 2.0279 0.5173
5분위 80,855 23,020 1.7671 0.5153

40대 1분위 32,538 19,726 3.0172 0.5092
2분위 48,871 19,500 2.6187 0.5093
3분위 58,281 18,649 2.2919 0.5110
4분위 68,130 19,455 2.0627 0.5124
5분위 87,938 23,715 1.7929 0.5120

50대 1분위 35,428 21,873 3.3694 0.5056
2분위 54,647 24,553 2.9447 0.5081
3분위 69,901 26,764 2.7451 0.5106
4분위 84,090 29,180 2.5400 0.5114
5분위 108,828 34,254 2.2537 0.5116

60대 1분위 33,430 20,765 3.4309 0.5027
2분위 50,608 24,228 2.7907 0.5015
3분위 63,352 26,719 2.5190 0.5019
4분위 78,383 29,987 2.3956 0.5032
5분위 101,847 35,569 2.1251 0.5020

70대 1분위 36,781 23,630 4.3555 0.5093
2분위 56,158 28,113 3.1304 0.5013
3분위 71,115 31,353 2.8217 0.5013
4분위 80,921 34,374 2.4735 0.5004
5분위 101,195 40,311 2.1300 0.4970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3-9> 소득분위별·연령별 소비자 후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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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서 제2장에서는 소비자의 시점 간 최적

화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경제성장률 고려한 미래 가계 수요를 전망

하였다. 정책이나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미래 전망을 

BAU라고 하면,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BAU와 비교하여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배출권 거

래제로 인해 가격이 변하고, 이러한 가격 변화가 2045년까지 지속된

다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 2016년을 기준으로 20세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경우 2026년 30세, 2036년 40세, 2045년 49세가 되고, 2016년 

40세 가구주는 2045년 69세가 된다39). 연령별 생애 전체(본 연구에

서는 2045년까지) 부를 기준으로 소비자 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표 3-10>과 같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BAU 대비 약 0.6415%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6년 기준 

39) 앞서 생애 전체 후생을 도출하기 위해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가구 집단을 왕
조(dynasties)라 정의하였다. 이때 연령대별 가구 수, 평균 가구원 수 등의 정보
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모든 연령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생애 전체 후생을 도출
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6년을 기준으로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를 
각 연령대의 대표 연령으로 설정하여 생애 전체 후생을 도출하였다.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8> 소득분위별·연령별 1인당 소비자 후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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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인 가구의 후생 손실이 가장 높게 추정된다. 

   

연령
(2016년)

EV EV(%)

가구당 
평균 총 
소비 

지출액
(백만 원)

1인당 평균 
총 소비 
지출액

(백만 원)

평균 
가구원 수

20세 -61.45 -0.6320 17.5 8.2 2.02
30세 -82.85 -0.6350 17.5 7.1 2.47
40세 -108.51 -0.6419 17.5 7.4 2.47
50세 -176.18 -0.6464 22.0 10.4 2.20
60세 -152.98 -0.6453 19.2 9.8 2.00
70세 -149.99 -0.6487 19.1 10.0 1.91

자료: 통계청, 연도별 『장래가구추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
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3-10>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생애 전체 소비자 후생 변화 및 

소비 지출액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도출한 가계 수요 탄력성을 이용하

여 201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K-ETS)가 소비

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인 박경원·권오상(2018)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 소비 변화를 

도출하였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많은 기존의 선행연

구에서는 해당 정책의 소득 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에너지 관

련 상품만을 대상으로 후생을 계측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 소비 품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제 가계 소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연령에 따

른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인 차이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 가구당 61,436원(1인당 23,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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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생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온실가스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소득에 역진적인지, 누진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분석결과 배

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1분위 가구는 소비지출에서 5.9%의 후

생 손실을, 5분위 가구는 2.6%의 후생 손실을 얻게 되어 소득 역진

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는 연령

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1인당 

후생 손실은 26,281원으로 30대(20,510원)의 약 1.3배로 나타났고, 소

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약 1.7배가량 차이가 나타나 노

인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생애주기

로 인한 연령별 소득 격차를 통제하기 위해 소득분위별·연령별 후

생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같은 소득분위 내에서도 U자 형태의 

구조, 즉 30~40대의 후생 손실이 가장 적고 70대가 가장 높은 형태

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 출산율 저

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앞서 

제2장에서 추정한 시점 간 최적화 파라미터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장기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70대 

이상의 후생 손실이 0.6335%로 가장 높았고 20대 가구는 0.6081%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하나

인 배출권 거래제의 장·단기 소비자 후생 변화를, 일부 품목이 아

닌 가계 전체 소비 품목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정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저소득층, 고령층의 후생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큰 후생 손실을 

입는 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이

러한 계층에 대한 보호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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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세와 같은 세금 부과 정책은 아니지만, 배출

권 할당 방식에 따라 정부의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배출권 

경매 수입은 정부 부처별 사업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아직까지 일

관적인 활용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소비자 후생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향후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

비자 후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

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은 저소득층이 더 큰 손실을 

입는 역진성을 가지지만, 정책을 통해 확보된 세수를 가구에 일괄 

배분(lump-sum)할 경우 이러한 역진성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향

후 이러한 재분배 시나리오에 따른 소비자 후생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 배출권 거래제의 일반연산균형 분

석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투입물 간의 대체 관계 등에 대

해 고려할 수 없다. 배출권 거래제로 국가 전체 GDP는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노동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일반연산균형 모형에서 생산 

투입물 간 대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에너지원 간의 

관계가 레온티에프 함수와 같은 형태라 가정하면, 에너지원의 가격

이 올라도 노동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 경우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

로 인한 상품의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고, 노동 가격은 오히려 하

락할 수 있다. 노동 가격의 하락은 여가 지출액의 상승으로 이어지

게 되고, 이는 배출권 거래제의 후생 손실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차후 일반연산균형 모형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탄력성 

범위를 고려한 상품 가격 변화 도출, 즉 가격 변화에 대한 강건성

(robustness)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장기 소비자 후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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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태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현시점에서 

배출권 거래제로 가격의 변화(충격)가 발생했더라도 향후 상품을 생

산하는 기업에서는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종 상품 가격은 더이상 증가하

지 않거나 오히려 기술 적용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요를 줄인다면 장기적으로 생산 

부문의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동태적 일

반연산균형 등의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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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인구 구조 변화는 생산인구를 감소시켜 

잠재적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 또한 유발한다. 특히 국내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화율은 

가장 심각한 인구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산업구조 변화, 소득 

분배 문제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성 저하 등 공급 측면

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요 측면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

로 적게 이루어졌다. 인구 및 가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따른 가

계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소

비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생애주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거시경제학적 

측면의 생애주기 가설에 대한 검정이 대부분이며, 미시적 관점에서

의 연구도 고령화와 농식품 소비, 고령화와 에너지 소비 등과 같은 

특정 소비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논문은 개인의 생애주기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계 소비지출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생애주기는 가구주의 

생애라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이 가구 단위로 이루

어진다는 점, 소득이나 가구원 수와 같은 특성들이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

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가계 소비에 있어서 고려할 추가적인 요소는 가계의 노

동 공급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가구의 명목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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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출액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에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가구의 부(富)의 정도가 같다고 하기 어

렵다. 이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시간(time)과 상품 소비 간의 대체성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 이를 명시적으

로 반영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애주기

와 노동 공급을 고려하고, 약분리성 가정을 통해 3단계 예산 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가계 수요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소비에 있어서 

개인의 생애주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더미 

변수를 통해 개인의 생애주기를 가계 수요모형에 반영하였다. 그 결

과 세부 품목에 있어서 연령별 소비 지출액 절댓값 자체도 다르지

만 전체 상품 내에서 소비지출을 할당하는 비중도 다르고, 가격이나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도 크게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계 소비에는 연령이나 기타 가구 특성변수 외에도 가계 

노동 공급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노동 공급은 가계가 가진 

부존자원 중 하나로, 이러한 가계 자원 부존량에 따라 의사결정 구

조 자체가 변화하여 소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가계 소비 

있어서 상품-여가 간에 대체 관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임금 상승 

시 여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일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셋째, 향후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한 연령대별 수요함수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가계 소비를 전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가계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 지출

액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역 U자 형태로 추정되었다. 

이는 여가 지출액을 포함한 총지출 자체는 증가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총지출에서 여가 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나타나

는 현상으로, 향후 민간 소비지출 감소 및 경제구조에도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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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특정한 상품군에 대한 수요가 아닌 가계 전체 소비지

출을 바탕으로 가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에 여가 지출을 결합함으로써 실제 가계의 행위

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금에 변화가 있을 때 

단순히 가계 내에서 노동 공급-여가 간 대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

라 상품 및 서비스 소비지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고의 이러한 추정 결과는 일반균형분석에서 가계(소비자) 

탄력성 값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반

응, 소비자 후생분석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가계 소비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국내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

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계측하였다. 배출권 거래제는 생산 측

면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 소비자의 후생과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상품의 가

격이 변화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고연령층, 저소득층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에 있어서 해당 계층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고령 인구의 증가는 기후변화와 환경

정책에 대한 취약계층 증가로 이어지고, 정책의 시행에 있어 환경 

목표 달성-사회 후생 간의 대체(trade-off)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하나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K-ETS)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

책 시행으로 인해 저소득층, 고령층의 후생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

남을 확인하였다. 배출권 거래제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또

한 고령층의 후생 손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인

구 구조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 손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의 경매 수입의 활용 등을 통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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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후생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의 세수 활용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일반연산균형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가격의 

강건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 수요-공급의 동태적인 반응에 대

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이러한 부

분들은 후속 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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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전체 수요 탄력성 도출1)

  본문의 슬러츠키 대체효과 (식 2-40)을 바탕으로 다단계 예산 제

약 하의 전체 수요 탄력성(unconditional elasticity)을 도출할 수 있

다. 상품 ∈ , ∈에 대해서 슬러츠키 대체효과 식을 일반화하면 

(식 I-1)과 같이 표현된다. 

  




 
…(식 I-1)

 













 


if 

 

…(식 I-2)

  가 전체 지출액에서 각 그룹(G, H)으로의 할당 비중을 의미하

므로 각각의 그룹에 포함된 개별 상품   은 모두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





  


∈





  



…(식 I-3)


 



 
  



  …(식 I-4)

  상품  가 각각  그룹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룹 G의 마샬리

안(Marshallian) 수량지수(Q)와 힉시안(Hicksian) 수량지수(H)는 다음

1) Deaton and Muellbauer(1980), Edgerton(1997), Carpentier and Guyomard(200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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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 I-3)

 ⋯ 
 …(식 I-4)

  이때 상품 의 가격 변화가 그룹 G의 지출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은 아래와 같다.





  




 



  

  …(식 I-5)

∈≠

  앞서 약분리성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Gorman의 두 가지 제

약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Edgerton(1997)은 그룹 가격지수()가 효

용 수준이나 지출액 수준 변화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통

해 다단계 예산 제약 모형에서 수요 탄력성을 근사할 수 있음을 밝

힌 바 있다. 따라서 (식 I-5)는 (식 I-6)이 된다.





  



 





  

…(식 I-6)

  또한, 가격지수()의 정의와 셰퍼드의 보조정리(Shephard’s 

lemma)를 이용할 경우 (식 I-6)의 우변 마지막 항은 다음과 같다.





  


 

  




   

  


 

  

 
…(식 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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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이를 (식 I-1)에 대입하면 결국 슬러츠키 대체효과는 (식 I-8)과 같

고, 탄력성 형태로 표현하면 (식 I-9)와 같다.

 








 
…(식 I-8)


 

 , ∈ ∈ ≠ …(식 I-9)

  이때 
는 비 조건부 전체 보상 가격탄력성, 는 H 그룹 내에

서  상품의 지출액 비중(


), 

 는 그룹 G, H 사이의 보상 가

격탄력성, 는  그룹 내에서 상품 의 조건부 지출액 탄력성

(





)을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두 상품 가 한 그룹 내에 있을 때()의 전

체 보상 가격 탄력성은 (식 I-10)이다.


  

 
   ∈ ∈ …(식 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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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가 같은 그룹 G에 포함되어 있을 때의 조건부 보상 

수요 탄력성, 는 일 때 1, 그렇지 않으면 0). 

  전체 지출액 탄력성()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식 I-11)

(는 그룹 G의 지출액 탄력성(






)을 의미함.)

  다음으로, 3단계 예산 지출을 가정해보자. 상품 는  그룹에 포

함되어 있고,  그룹은 다시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상품 는  

그룹에,  그룹은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이때 두 상품  사이

의 전체 보상 가격 탄력성은 아래 (식 I-12)와 같다.


  

  
   …(식 I-12)

     
   

  

      


  슬러츠키 방정식에서 보상 가격탄력성과 비보상 가격탄력성 사이

의 관계를 바탕으로 전체 비 조건부 비보상 가격탄력성

(unconditional uncompensated elasticity)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식 I-13)

  
    ×

  3단계 지출액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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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I-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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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수요함수 추정 결과

1. 1단계

변수

1. 상품 및 서비스 2. 자본 서비스 3. 여가 

추정치
표준
오차

추정치
표준
오차 

추정치
표준
오차 

CONST -0.9636 *** 0.0423 0.0597 * 0.0352 -0.0961 0.0738

PCS -0.0973 *** 0.0063 0.0133 ** 0.0057 0.0102 *** 0.0031
PD 0.0133 ** 0.0057 -0.0660 *** 0.0059 0.0581 *** 0.0025

WAGE 0.0102 *** 0.0031 0.0581 *** 0.0025 0.0000 0.0096
G1(20s) -0.0794 *** 0.0013 -0.0106 *** 0.0010 0.0901 *** 0.0017

G2(30s) -0.0852 *** 0.0010 -0.0187 *** 0.0008 0.1039 *** 0.0015
G3(40s) -0.0978 *** 0.0008 -0.0178 *** 0.0009 0.1156 *** 0.0014

G4(50s) -0.0742 *** 0.0008 -0.0069 *** 0.0007 0.0810 *** 0.0012
G5(60s) -0.0399 *** 0.0009 -0.0119 *** 0.0009 0.0518 *** 0.0015

H1 0.0978 *** 0.0013 0.0014 0.0009 -0.0992 *** 0.0017
H2 0.0429 *** 0.0008 -0.0004 0.0005 -0.0425 *** 0.0011

H3 0.0154 *** 0.0006 -0.0021 *** 0.0005 -0.0133 *** 0.0008
SEX -0.0090 *** 0.0008 0.0034 *** 0.0005 0.0056 *** 0.0011

GAMMA1) -0.0151 *** 0.0007 -0.0151 *** 0.0007 0.0302 *** 0.0012
ALPHA02) -12.7024 *** 0.1046

R2 0.8846 0.7567

주 1: GAMMA는 계수확장 초월 대수 수요모형에서 추가된 ln 

의 추

정 파라미터임.
주 2: ALPHA0은 계수확장 초월 대수 모형에서 상수항( )을 의미함. 

주 3: G1~G5는 각각 20대~60대 가구주 연령 더미 변수를 의미하며 기준 
변수는 70대 이상 가구주임. H1~H3은 각각 1인, 2인, 3인 가구를 
의미하고 기준 변수는 H4(4인 이상 가구)임. 

주 4: ***, **, *는 각각 유의 수준 1%, 5%,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함을 의미함. 

주 5: 1단계 수요함수에서는 임금 방정식을 모형에 반영하였고 따라서 
표준오차는 50회의 bootstrapping을 통해 도출하였음.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부표 Ⅱ-1> 1단계 3계 초월 대수 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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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변수
1. 농식품 2. 에너지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0.9163 * 0.5341 -0.2141 0.3202

ln(p1/m11) 0.1704 *** 0.0505 0.0248 0.0230
ln(p2/m11) 0.0248 0.0230 -0.0721 *** 0.0106

ln(p3/m11) -0.0833 *** 0.0234 -0.0040 0.0049
ln(p4/m11) -0.1716 *** 0.0188 0.0395 *** 0.0037

G1(20s) 0.0114 *** 0.0023 0.0071 *** 0.0015
G2(30s) 0.0110 *** 0.0017 -0.0115 *** 0.0011

G3(40s) -0.0013 0.0016 -0.0084 *** 0.0011
G4(50s) -0.0163 *** 0.0016 -0.0143 *** 0.0011

G5(60s) -0.0243 *** 0.0016 -0.0096 *** 0.0011
H1 -0.0086 *** 0.0015 0.0008 0.0010

H2 -0.0119 *** 0.0011 -0.0070 *** 0.0008
H3 -0.0074 *** 0.0010 -0.0060 *** 0.0007

SEX -0.0378 *** 0.0010 -0.0278 *** 0.0007
GAMMA 0.0192 *** 0.0007 0.0115 *** 0.0005

ALPHA0 -8.9154 *** 1.5595
R2 0.9334 0.8041

변수
3. 상품 4. 서비스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0.1478 *** 0.0383 -0.0173 0.8168
ln(p1/m11) -0.0833 *** 0.0234 -0.1716 *** 0.0188

ln(p2/m11) -0.0040 0.0049 0.0395 *** 0.0037
ln(p3/m11) 0.0371 0.0309 0.0816 *** 0.0175

ln(p4/m11) 0.0816 *** 0.0175 0.0906 0.0616
G1(20s) -0.0138 *** 0.0016 -0.0047 * 0.0026

G2(30s) 0.0029 ** 0.0012 -0.0024 0.0018
G3(40s) 0.0227 *** 0.0011 -0.0130 *** 0.0018

G4(50s) 0.0197 *** 0.0011 0.0110 *** 0.0018
G5(60s) 0.0127 *** 0.0011 0.0212 *** 0.0018

H1 -0.0204 *** 0.0011 0.0282 *** 0.0017
H2 -0.0146 *** 0.0008 0.0335 *** 0.0013

H3 -0.0096 *** 0.0007 0.0229 *** 0.0011
SEX 0.0289 *** 0.0007 0.0366 *** 0.0011

GAMMA -0.0013 *** 0.0005 -0.0294 *** 0.0008
R2 0.7978

<부표 Ⅱ-2> 2단계 3계 초월 대수 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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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변수
1. 곡물 2. 육류/수산물 3. 유제품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0.183 　 0.1658 -1.012 *** 0.1559 -0.121 ** 0.0491
ln(p1/m11) -0.080 *** 0.0075 0.035 *** 0.0079 -0.002 0.0047

ln(p2/m11) 0.035 *** 0.0079 -0.032 0.0239 0.001 0.0050
ln(p3/m11) -0.002 0.0047 0.003 0.0100 -0.059 *** 0.0123

ln(p4/m11) 0.025 *** 0.0038 0.104 *** 0.0100 -0.007 0.0062
ln(p5/m11) 0.085 *** 0.0091 -0.098 *** 0.0231 0.045 *** 0.0092

ln(p6/m11) -0.047 *** 0.0061 -0.182 *** 0.0167 0.003 0.0098
G1(20s) 0.057 *** 0.0012 0.128 *** 0.0019 -0.010 *** 0.0009

G2(30s) 0.047 *** 0.0008 0.097 *** 0.0013 -0.017 *** 0.0006
G3(40s) 0.041 *** 0.0008 0.078 *** 0.0013 0.000 0.0006

G4(50s) 0.039 *** 0.0008 0.058 *** 0.0013 0.005 *** 0.0006
G5(60s) 0.018 *** 0.0008 0.015 *** 0.0013 0.003 *** 0.0006

H1 0.042 *** 0.0008 0.045 *** 0.0012 0.036 *** 0.0006
H2 0.017 *** 0.0006 0.005 *** 0.0009 0.024 *** 0.0004

H3 0.010 *** 0.0005 0.011 *** 0.0008 0.007 *** 0.0004
SEX 0.009 *** 0.0005 0.019 *** 0.0008 0.006 *** 0.0004

GAMMA -0.004 *** 0.0003 0.004 *** 0.0005 -0.001 ** 0.0003
ALPHA0 -15.599 *** 1.3858

R2 0.7807 0.8019 0.6033

변수
4. 과일/채소 5. 기타 식품 6. 외식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0.433 *** 0.0714 -1.144 *** 0.1898 1.527 *** 0.1894

ln(p1/m11) 0.025 *** 0.0038 0.085 *** 0.0091 -0.047 *** 0.0061
ln(p2/m11) 0.052 *** 0.0050 -0.049 *** 0.0115 -0.091 *** 0.0083

ln(p3/m11) -0.004 0.0031 0.023 *** 0.0046 0.001 0.0049
ln(p4/m11) -0.080 *** 0.0096 0.001 0.0050 -0.062 *** 0.0060

ln(p5/m11) 0.003 0.0100 -0.169 *** 0.0292 -0.065 *** 0.0085
ln(p6/m11) -0.123 *** 0.0120 -0.130 *** 0.0170 0.441 *** 0.0149

G1(20s) 0.121 *** 0.0015 0.003 * 0.0018 -0.300 *** 0.0035
G2(30s) 0.088 *** 0.0011 -0.003 ** 0.0013 -0.211 *** 0.0025

G3(40s) 0.075 *** 0.0011 0.000 0.0013 -0.194 *** 0.0025
G4(50s) 0.055 *** 0.0011 0.009 *** 0.0013 -0.166 *** 0.0024

G5(60s) 0.015 *** 0.0011 0.008 *** 0.0013 -0.059 *** 0.0025
H1 0.028 *** 0.0010 -0.011 *** 0.0012 -0.141 *** 0.0022

H2 -0.002 ** 0.0007 -0.005 *** 0.0009 -0.039 *** 0.0017
H3 0.003 *** 0.0007 0.000 0.0008 -0.031 *** 0.0015

SEX 0.021 *** 0.0007 -0.020 *** 0.0008 -0.035 *** 0.0015
GAMMA 0.000 　 0.0004 0.005 *** 0.0005 -0.004 *** 0.0010

R2 0.7953 0.7900

<부표 Ⅱ-3> 3단계-① 농식품 3계 초월 대수 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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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전기 2. 도시가스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1.5870 *** 0.0112 -0.7395 *** 0.0144
ln(p1/m12) -0.2156 *** 0.0048 0.0611 *** 0.0060

ln(p2/m12) 0.0611 *** 0.0060 -0.1638 *** 0.0155
ln(p3/m12) 0.0012 0.0074 0.0317 *** 0.0102

ln(p4/m12) -0.0070 0.0080 0.0062 0.0159
G1(20s) 0.1171 *** 0.0048 -0.0388 *** 0.0057

G2(30s) 0.1136 *** 0.0031 -0.0131 *** 0.0033
G3(40s) 0.0793 *** 0.0032 -0.0056 0.0035

G4(50s) 0.0531 *** 0.0033 0.0049 0.0033
G5(60s) 0.0204 *** 0.0036 -0.0033 0.0036

H1 0.1002 *** 0.0020 0.0678 *** 0.0025
H2 0.0423 *** 0.0016 0.0336 *** 0.0019

H3 0.0200 *** 0.0009 0.0116 *** 0.0015
SEX 0.0232 *** 0.0017 0.0427 *** 0.0018

GAMMA 0.0001 0.0001 0.0019 *** 0.0001
TREND 0.0002 0.0002 -0.0027 *** 0.0005

IMR -0.1136 *** 0.0011
ALPHA0 -5.9222 *** 0.0528

R2 0.8135 0.6522

변수
3. 기타 에너지 4. 차량용 에너지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0.2026 *** 0.0126 1.5291 *** 0.0182

ln(p1/m12) 0.0012 0.0074 -0.0070 0.0080
ln(p2/m12) 0.0317 *** 0.0102 0.0062 0.0159

ln(p3/m12) -0.0164 0.0293 -0.0238 0.0319
ln(p4/m12) -0.0238 0.0319 0.2568 *** 0.0377

G1(20s) 0.0657 *** 0.0047 -0.1440 *** 0.0073
G2(30s) 0.0435 *** 0.0032 -0.1441 *** 0.0037

G3(40s) 0.0428 *** 0.0031 -0.1165 *** 0.0039
G4(50s) 0.0341 *** 0.0031 -0.0920 *** 0.0038

G5(60s) 0.0246 *** 0.0032 -0.0416 *** 0.0040
H1 -0.0405 *** 0.0030 -0.1275 *** 0.0032

H2 -0.0154 *** 0.0020 -0.0606 *** 0.0025
H3 -0.0020 0.0016 -0.0296 *** 0.0021

SEX 0.0081 *** 0.0019 -0.0740 *** 0.0021
GAMMA -0.0141 *** 0.0002 0.0121 *** 0.0002

TREND 0.0043 *** 0.0004 -0.0018 *** 0.0005
IMR -0.0860 *** 0.0007 0.1996 *** 0.0012

R2 0.5220
주 1: p1~p4는 각각 전력, 가스, 기타 에너지, 차량용 에너지 가격을, m12는 에너

지 부문 지출액을 의미함. 
주 2: 에너지 부문 수요함수는 0의 소비량 교정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표준오차는 

50회의 bootstrapping을 통해 도출하였음. 

<부표 Ⅱ-4> 3단계-② 에너지 3계 초월 대수 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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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의복 2. 기타상품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0.3367 *** 0.0075 -1.3367 *** 0.0075

ln(p1/m13) -0.3042 *** 0.0236 0.3903 *** 0.0236
ln(p2/m13) 0.3903 *** 0.0236 -0.4764 *** 0.0237

G1(20s) -0.2011 *** 0.0046 0.2011 *** 0.0046
G2(30s) -0.1424 *** 0.0032 0.1424 *** 0.0032

G3(40s) -0.1555 *** 0.0031 0.1555 *** 0.0031
G4(50s) -0.1565 *** 0.0031 0.1565 *** 0.0031

G5(60s) -0.0950 *** 0.0032 0.0950 *** 0.0032
H1 -0.0756 *** 0.0029 0.0756 *** 0.0029

H2 -0.0279 *** 0.0022 0.0279 *** 0.0022
H3 -0.0115 *** 0.0020 0.0115 *** 0.0020

SEX -0.0173 *** 0.0020 0.0173 *** 0.0020
R2 0.8592

주 1: p1~p2는 각각 의복, 기타상품의 가격을, m13은 상품 부문 지출액을 
의미함.

<부표 Ⅱ-5> 3단계-③ 상품 2계 초월 대수 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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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교통 2. 의료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0.2003 *** 0.0536 -0.2942 0.2655
ln(p1/m14) 0.0628 *** 0.0075 -0.0439 *** 0.0055

ln(p2/m14) -0.0439 *** 0.0055 0.0379 ** 0.0156
ln(p3/m14) 0.0172 *** 0.0042 0.0024 0.0019

ln(p4/m14) -0.0541 *** 0.0076 0.0012 0.0126
G1(20s) -0.0344 *** 0.0022 0.1259 *** 0.0037

G2(30s) -0.0119 *** 0.0016 0.0859 *** 0.0026
G3(40s) -0.0063 *** 0.0016 0.1088 *** 0.0026

G4(50s) -0.0156 *** 0.0015 0.0568 *** 0.0025
G5(60s) -0.0105 *** 0.0015 0.0245 *** 0.0025

H1 -0.0700 *** 0.0015 -0.0660 *** 0.0024
H2 -0.0393 *** 0.0011 -0.0682 *** 0.0018

H3 -0.0162 *** 0.0010 -0.0314 *** 0.0016
SEX -0.0103 *** 0.0009 0.0012 0.0015

GAMMA 0.0052 *** 0.0004 0.0260 *** 0.0006
ALPHA0 -9.1273 *** 0.5609

R2 0.5159 0.6668

변수
3. 공공 서비스 4. 기타 서비스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CONST -0.2179 *** 0.0566 -0.2876 0.2621

ln(p1/m14) 0.0172 *** 0.0042 -0.0541 *** 0.0076
ln(p2/m14) 0.0024 0.0019 0.0012 0.0126

ln(p3/m14) -0.0254 *** 0.0058 -0.0149 ** 0.0062
ln(p4/m14) -0.0149 ** 0.0062 0.1090 *** 0.0376

G1(20s) 0.0033 *** 0.0007 -0.0947 *** 0.0039
G2(30s) 0.0014 *** 0.0005 -0.0754 *** 0.0027

G3(40s) -0.0002 0.0005 -0.1023 *** 0.0027
G4(50s) -0.0019 *** 0.0004 -0.0393 *** 0.0026

G5(60s) -0.0035 *** 0.0005 -0.0104 *** 0.0027
H1 0.0259 *** 0.0004 0.1100 *** 0.0025

H2 0.0092 *** 0.0003 0.0983 *** 0.0019
H3 0.0031 *** 0.0003 0.0445 *** 0.0017

SEX -0.0003 0.0003 0.0094 *** 0.0016
GAMMA -0.0056 *** 0.0001 -0.0256 *** 0.0007

R2 0.6857

<부표 Ⅱ-6> 3단계-④ 서비스 3계 초월 대수 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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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d-검정 통계량 p-value
1단계 675.6 0.0000
2단계 1841.4 0.0000
3단계-1. 농식품 158.4 0.0000
3단계-2. 에너지 5065.7 0.0000
3단계-3. 상품 0.13 0.7163
3단계-4. 서비스 3984.1 0.0000
주 1: ***, **, *는 각각 유의 수준 1%, 5%,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의미함. 

<부표 Ⅱ-7> 단계별 3계 함수 파라미터 Wald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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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초월 대수 함수 수요 탄력성 도출

1) 2계 초월 대수 

  2계 초월 대수 수요함수의 지출액 비중 방정식은 (식 Ⅲ-1)과 같

다. 

 




ln




ln






 

 …(식 Ⅲ-1)




   




   


   ,   




ln

 

  ① 지출액 탄력성()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ollak and Wales(1980)에 따르면 

지출액 비중 방정식과 수요 탄력성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

립한다.

ln


 …(식 Ⅲ-2)

 ln






 …(식 Ⅲ-3)

  (식 Ⅲ-1)을 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지출액 탄력성

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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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Ⅲ-4)

 









…(식 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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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번째 상품 소비량) 

  ②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ln


,    if   

 
…(식 Ⅲ-6)

  이때 는 크로네커 델타(Kronecker’s delta)로   일 때 1, 그

렇지 않을 경우 0이다. 

  이 공식을 (식 Ⅲ-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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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Ⅲ-7)

 





 












 …(식 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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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계 초월 대수

  다음으로, 3계 초월 대수 수요함수의 지출액 방정식은 (식 Ⅲ-9)와 

같다. 2계 초월 대수 함수의 수요 탄력성을 도출한 방식과 같은 방

법으로 탄력성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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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Ⅲ-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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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출액 탄력성()

  추정 파라미터를 이용한 지출액 탄력성은 2계와 3계 함수 형태가 

같다. 다만 ln 항을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전체 추정 파라미터 

값이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출액 탄력성 추정치에 차이가 발

생한다. 

 









…(식 Ⅲ-10)

  ② 가격탄력성()

  3계 함수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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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Ⅲ-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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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0의 소비량 1단계 분석

2단계 3단계
‘0’의 
소비량 
비율(%)

편의 
교정

1-1) 농식품 ① 곡물 0.2 ×
② 육류/수산물 0.5 ×
③ 유제품 1.3 ×
④ 과일/채소 0.6 ×
⑤ 기타 식품 0.1 ×
⑥ 외식 0.6 ×
① 전력 0.7 ×

1-2) 에너지 ② 가스 8.3 ○
③ 기타 에너지 39.2 ○
④ 차량용 에너지(휘발유, 디젤) 24.6 ○

1-3) 상품 ① 의복 3.1 ×
② 기타상품 0.1 ×

1-4) 서비스 ① 교통 4.7 ×
② 의료 1.4 ×
③ 공공 서비스 0.9 ×
④ 기타 서비스 0.0 ×

자료: 통계청,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실
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부표 Ⅳ-1> 3단계 상품 및 서비스별 ‘0’의 소비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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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② 가스
2-③ 

기타 에너지
2-④ 

차량용 에너지
TREND 0.0287 *** -0.2020 *** -0.2066 ***
Q1 -0.1373 *** -0.0346 ** -0.2186 ***
Q2 0.0439 ** -0.0257 ** -0.0823 ***
EDU 0.1053 *** -0.0192 *** -0.0099
WORKER 0.1097 *** 0.0018 -0.0338 **
ELDERLY 0.0453 0.0793 *** -0.0753 **
HOUSEOWN 0.1888 *** -0.0103 0.0517 ***
CAROWN -0.4377 *** 0.1688 *** 1.3377 ***
G1(20s) -0.1283 ** -0.2972 *** 0.3255 ***
G2(30s) 0.0565 -0.1334 *** 0.2852 ***
G3(40s) -0.0075 -0.0644 ** 0.2598 ***
G4(50s) -0.0629 * -0.0571 ** 0.2250 ***
G5(60s) 0.0225 -0.0043 0.1238 ***
H1 -0.5165 *** -0.0168 0.3396 ***
H2 -0.2217 *** -0.0154 0.2134 ***
H3 -0.0943 *** -0.0467 *** 0.0879 ***
SEX -0.1352 *** 0.0975 *** 0.1369 ***
ln(p1/m1) -0.2990 *** 5.6908 *** 6.4271 ***
ln(p2/m1) -0.0912 -5.2235 *** -6.0136 ***
ln(p3/m1) 0.7505 ** 17.9307 *** 20.3859 ***
ln(p4/m1) -0.6761 * -18.5640 *** -21.2862 ***
_CONS -1.1593 *** 2.3956 *** -0.3837 ***
logL -19028.2 -41578.0 -23486.9

 (p-value) 3857.8 14511.0 34406.2

주 1: TREND(추세), Q1(저소득층), Q2(중소득층), EDU(교육 수준), 
WORKER(근로자 여부), ELDERLY(노인 가구), HOUSEOWN(주택 소
유 여부), CAROWN(자동차 소유 여부), G1(가구주 연령 더미:20대), 
G2(가구주 연령 더미:30대), G3(가구주 연령 더미:40대), G4(가구주 
연령 더미:50대), G5(가구주 연령 더미:60대), H1(1인 가구), H2(2인 
가구), H3(3인 가구), SEX(가구주 성별), ln(p1/m1)(전력 가격/에너지 
지출액), ln(p2/m1)(가스 가격/에너지 지출액), ln(p3/m1)(기타 에너지 
가격/에너지 지출액), ln(p4/m1)(차량용 에너지/에너지 지출액), 
_CONS(상수항). 

주 2: *, **, ***는 각각 유의 수준 10%, 5%,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의미함. 

<부표 Ⅳ-2> 프로빗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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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노동-여가 선택 모형 탄력성 도출

  여가의 보통수요함수를  라 하면, 이

때 여가의 가격(w)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V-1)

, 

(이때 는 총소득, 는 일반 재화 및 서비스 가격, 는 임금, 는 

불로 소득, 는 시간 부존량, 은 여가, 은 노동 공급을 의미함.) 

  다음으로, 지출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보상수요함수의 가

격 변화는 (식 Ⅴ-3)과 같다. 

 (식 V-2)

 (식 V-3)

  이를 임금(w)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식 V-4)

  (식 Ⅴ-4)를 (식 Ⅴ-1)에 대입하면, 

































(식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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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를 바탕으로 노동 공급(L)에 대한 슬러츠키 방정식을 도

출하면 (식 Ⅴ-6)과 같다. 




 


 


 (식 V-6)

  (식 Ⅴ-5)를 탄력성 형태로 바꾸면 (식 Ⅴ-7)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다. 


 

  


(식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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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Ⅵ 소비자 후생 도출

  전체 상품이 n개 있을 때 보상 수요 탄력성(
 )을 바탕으로 소비

자 후생(보상 변화) 변화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 Ⅵ-1)

    
  

 ,   
  

 , 

















 관계를 이용하여 (식 Ⅵ

-1)을 전개할 수 있다.


  











































 




…(식 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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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Ⅶ.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가격 변화

산업 구분 무상할당
유상할당 

3%
유상할당 

5%
유상할당 

10%
1. 농림수산품 1.003057 1.002960 1.002897 1.002747
2. 음식료품 1.002729 1.002673 1.002637 1.002549
3. 섬유 1.002156 1.002168 1.002175 1.002193
4. 유리 1.002684 1.002693 1.002698 1.002709
5. 전기·전자 1.002720 1.002663 1.002626 1.002539
6. 자동차 1.003946 1.003884 1.003844 1.003748
7. 기타제조 1.002308 1.002369 1.002407 1.002498
8. 전력 1.014831 1.015803 1.016429 1.017917
9. 가스 1.004098 1.004028 1.003983 1.003873
10. 석유 1.001790 1.001771 1.001759 1.001729
11. 운수 1.003249 1.003263 1.003273 1.003294
12. 통신 1.005181 1.005028 1.004930 1.004694
13. 상업 1.004230 1.004096 1.004009 1.003802
14. 공공 기타 1.004719 1.004562 1.004460 1.004217
15. 석탄 0.997201 0.998437 0.999241 1.001183
16. 광산품 1.000123 1.000123 1.000123 1.000123
17. 시멘트 1.002337 1.002804 1.003104 1.003818
18. 철강 1.003220 1.003263 1.003291 1.003357
19. 전자표시장치 1.002013 1.001965 1.001935 1.001862
20. 조선 1.001765 1.001732 1.001711 1.001660
21. 증기 및 온수 1.003895 1.005296 1.006199 1.008352
22. 수도건설 1.003904 1.003829 1.003781 1.003665
노동 가격 1.005201 1.004872 1.004660 1.004155
주 1: 배출권 거래제 시행 전 기준가격은 1이고, 상품 가격은 환율을 기준으

로 한 상대 가격임. 또한, 가격 변화는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시나리
오 하에서 도출됨. 

자료: 위의 가격 변화 값은 박경원·권오상(2018) 저자에게 요청하여 받은 
값임. 

<부표 Ⅶ-1>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상품 가격 변화(박경원·권오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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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분 가격 산업 구분 가격
1. 곡물 1.002846 10. 차량용 에너지 1.001790
2. 육류/수산물 1.002975 11. 의복 1.002156
3. 유제품 1.002729 12. 기타상품 1.002496
4. 과일/채소 1.003040 13. 교통 1.003249
5. 기타 식품 1.002729 14. 의료 1.004230
6. 외식 1.004230 15. 공공 서비스 1.004719
7. 전기 1.014831 16. 기타 서비스 1.004611
8. 가스 1.004098 17. 자본 서비스 1.003991
9. 기타 에너지 1.001686 18. 여가 1.005201

<부표 Ⅶ-2>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상품 가격 변화(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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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household demand 

system over the life cycle and its 

application: ETS effect on 

consumer welfare in Korea 

Yunsun Park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opulation aging and low fertility rate have become a global 

economic crisis today, an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o these 

currents. The share of people aged 65 years or over increased 

from 2.9% in 1960 to 15.7% in 2020, and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it is expected to show a rapid rise to 39.8% by 2050. 

Despite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Korean society (e.g., 

changes in consumer demand and income distribution), existing 

literature has mostly been attributed to the supply-side effects, 

such as reducing productivity. To respond to the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ing,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ccording to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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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establishing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that vary over the individual life-cycle should be a timely 

topic of interest. Unfortunately, the vast flow of relevant literature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macroeconomics' perspective rather 

than microeconomics view.

  In consumer theory, a rational consumer who purchases 

commodities aims to achieve his greatest satisfaction (i.e., utility 

maximization) under a given budget constraint and prices. Under 

this assumption, we estimate a demand function for total household 

expenditure considering individual life-cycle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Consumer preference for goods can be estimated using 

income, expenditure, and price data when consumer choices are 

unobservable. Howev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of all kinds simultaneously. Moreover, estimating 

partial information or based on the aggregated data often leads to 

the loss of information or requires a strong assumption on 

preference.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suggest three-stage 

budgeting under weak separability assumption on consumer 

preferences.

  In Chapter 1, we apply a rank-extended translog model to 

estimate the household demand system in Korea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ur analysis consists of 

more than 73,000 data on annual household expenditure from 2006 

to 2016. This study also carries out a probit analysis and 

bootstrapping approach to correct the biases from zero in 

expenditure. The household demand analysis in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Intertemporal optimization and within-period model. 

First, we estimate time preference and intertemporal curvature 

using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Th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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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how that both time preference and intertemporal curvature 

are close to zero. Next, we use Heckman’s two-step estimation 

method in the within-period in order to incorporate labor supply in 

the household expenditure. Using total expenditure, including the 

estimated leisure spending, we investigate a three-stage household 

demand system of 18 commodities. 

  Lastly, we forecast future household expenditure using the 

estimated demand, exact aggregation condition, and projected 

population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The estimated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shows an 

inverted U-shaped pattern due to an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It also reveals that although the total consumption rises, 

a consistent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leisure spending in 

the total expenditure due to the aging population may hurt the 

future economic growth rates. This result emphasizes the need for 

drafting effective policies to stimulate consumption and to prevent 

a shrinking economy.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household 

demand system based on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rather 

than the demand for a particular good. Moreover, we attempted to 

extend our work by considering labor supply in the life cycle utility 

maxim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hanges in wages result 

in the substitution between labor supply and leisure and 

significantly affect the expenditures on goods and services. The 

findings could be used as base parameters in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might also extend to consumer welfare 

analysis.

  In chapter 2, we investigate the consumer welfare change from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T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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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demand system over a life-cycle discussed in the 

previous chapter. This K-ETS is a source of an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in the industrial sector, which leads to a rise in 

the price of final goods. Considering that the elderly and 

low-income populations tend to be mo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e more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due to climate 

change policies is expected to be placed on older people. The 

problem of population aging is, therefore, closely linked to an 

increase in vulnerable populations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may create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goals and social welfa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K-ETS. Based on Park and Kwon(2018), 

who estimated the impact of K-ETS on consumer prices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we combine a general 

equilibrium model combined with a household demand system.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welfare losses from K-ETS 

depend on income and the householder's age. The household's 

welfare losses are 61,436 KRW (23,091 KRW per capita), with the 

per capita losses of 21,535 KRW and 26,774 KRW for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come group, accordingly. Besides, the welfare 

losses of aged over 70 are 26,281 KRW per capita, which is about 

1.3 times larger than those of the 30s with 20,510 KRW per 

capita. The estimation results overall indicate that K-ETS has a 

regressive effect on income, and the elderly households suffer the 

most.

  This paper explores the long-term welfare losses of emission 

trading scheme using intertemporal optimization parameters 

obtained from Chapter 1. The results show that the welfare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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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aged over the 70s (in 2016) are the highest at 0.6487%, 

while the households in their 20s are the lowest at 0.6320%.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and shortcomings. Our analysis is 

in the absence of the tax revenue recycling scenarios and has 

difficulty identifying the robustness of price change by K-ETS. 

Lastly, future research should undertake the dynamic effects of 

demand-supply in the estimation. 

keywords : Life-cycle allocation, Household consumption, 

Multi-stage budgeting, Weak separability, Consumer 

welfare, K-ETS 

Student Number : 2016-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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