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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 사회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법과 형평성(equality)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주로 실질GDP에 의한 비교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삶의 질 혹은 건강의 가치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후생수준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로그소득의 분산이나 지니계수 등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은 모두 소득의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두 사회의 소득 분산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한 

사회는 아버지 세대의 소득계층을 아들 세대의 소득계층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다른 

한 사회는 세대 간 소득계층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 후자가 형평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는 데, 소득의 분산도는 이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1)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구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

되는 능력주의(meritocracy) 사회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후자의 경

우가 가구 배경의 영향력이 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2)

1) Solon(1999) 참조.
2) 물론 사회의 형평성을 이러한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에도 ‘능력’이라는 용어의 모호

함에서 기인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기회가 완전하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단 두 가지일 것인데, 개
인들 간의 노력 차이이거나, 타고난 능력의 차이뿐일 것이다. 이때 개인들 간의 노력 차이를 발

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일단 논쟁적일 텐데, 그 차이가 주로 부모의 양육효과에서 기인한

다면 개인들 간의 노력 차이에 의한 소득불평등 또한 기회의 불평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양육에 의한 차이마저 사회가 부정한다면 어느 부모도 자녀 양육

의 부담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개인들 간의 노력 차이가 타고난 능력과 무관하고 환

경과도 무관하다면 결국 운(luck)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텐데 이 경우 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지도 역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능력주의’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

는지도 논쟁적인데, 기회의 균등이 완벽히 이루어져 환경적 차이와 운에 의한 개인들 간의 노력 

차이를 제거하고 나면 개인들 간의 능력 차이 혹은 노력 차이는 타고난 유전적 차이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타고난 능력의 차이는 선별적 결혼(assortative mating)에 의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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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3)가 0.2 정도로 매

우 낮게 추정되어 소위 ‘동등한 기회’의 측면에서 미국 사회는 매우 전도유망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개별적으로 수행된 

Solon(1992)과 Zimmerman(1992)의 연구 이후 이러한 낮은 추정치는 데이터의 부족과 

방법론적 문제의 결과일 수도 있음이 밝혀졌고, 이후 미국의 소득이동성이 이전에 생각

했던 것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은 각각 아버지의 

소득에 대하여 아들의 소득을 회귀분석한 결과 탄력성 추정치가 낮은 것은 소득변수로

서 한 개 연도의 소득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하향편의(downward-bias) 때문임을 밝혔고, 

또한 이러한 편의는 여러 해의 소득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는 것

을 보였다. 그 결과 추정치는 선행연구들에서 계산된 일반적인 추정치의 두 배에 해당

하는 0.4 근방이었다. 두 연구에 의해 활력을 얻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연구는 이

후 다양한 방법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만이 아닌 캐나다 ․ 영국 ․ 스웨덴과 같은 여러 

발전한 선진국들(developed countries)로 연구 대상이 넓어졌고, 또한 브라질 ․ 말레이시

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공업국들(developing countries)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더욱 확장되었다.4) 결과들은 대체로 신흥개발국들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선

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국가들에서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보다 심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Solon(1992)과 Zimmerman(1992)의 연구 이후 세대 간 소득이동성 연구는 하향편의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얻는 방법을 찾는 것에 1990년대까지 주된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보다 정교한 추정치를 얻기 위한 노력 외에도, 

차이가 제거되지 않고 세대 간 계속 답습될 것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 계속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돌연변이에 의해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자녀 세대에 이전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에서 자녀 세대의 소득불

평등도는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에 의해 좌우되게 될 것이다. 
3)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을 라고 한다면 (1- )는 소득이동성을 의미한다. 즉 소득의 세대 간 탄

력성이 높으면 소득의 세대 간 이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세대 간 이동성이 높다

면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의 글에서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과 

‘이동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혼돈을 줄 염려가 있어 미리 밝혀 둔다.
4) 예를 들어, 캐나다의 소득이동성 추정치는 Corak and Heisz(1999)를, 영국에 대해서는 Dearden et 

al.(1997)과 Ermisch and Francesconi(2002), 스웨덴에 대해서는 Björklund and Jäntti(1997), 
Gustafsson(1994), Osterberg(2000), 브라질에 대해서는 Dunn(2007)과 Ferreira and Veloso(2006), 말
레이시아에 대해서는 Lillard and Kilburn(1995),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서는 Hertz(2001)의 연

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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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시계열적 추이 측정, 국가 간 소득이동성 차이 비교, 세대 간 경

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규명으로 주요한 초점이 확장되어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5) Grawe(2006)는 선행연구들에서 자녀 세대의 연령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애소득의 연령주기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시소득의 분산 비중이 감소하고 항상소득의 분산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측

정되는 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 값이 낮아지게 됨을 보였

다. Haider and Solon(2006)은 생애주기상의 항상소득에 대한 평균 회귀 과정(mean 

reverting process)과 평균 이탈 과정(mean departing process)에 따른 생애 편의 수정 요

소(life-time bias correction factor)를 직접 추정하였다. 한편 Lee and Solon(2009)는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에 있어서 과거 20여 년 간 세

대 간 소득이동성에 두드러진 변화는 관측되지 않음을 보였다. 한편 Solon(2002)는 소

득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소득이동성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

장하였고, Bowles and Gintis(2002)와 Duncan et al.(2005), Harding et al.(2005) 등은 사

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관한 이러한 풍부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부족

으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극히 적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직접적으

로 추정한 연구는 필자가 알고 있는 한 김희삼(2009)과 김민성 외(2009), 최지은 · 홍기

석(20111)의 세 연구만이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김희삼(2009)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년도(1998년)～10차년도(2007년) 자료

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을 직접 추정하였다. 그는 추정을 위하여 월평

균 임금, 월평균 소득, 연간 가구소득, 순 가구자산을 경제력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경

제력 변수들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10개년도 자료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들 변수들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는 월평균 임금의 경우 0.141, 월평균 소득

의 경우 0.104, 연간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0.122, 그리고 순가구자산에 대해서는 0.274

의 추정치를 얻었다. 

김민성 외(2009)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는 1차년도부터 6차년도 자료를, 아들 세대를 위해서는 8차년도와 9차년

5)  1990년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연구들에 관한 정리는 Solon(1999)을 참조하라. 또한 2000년대에 

행해진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 관한 정리는 Black and Devereux(201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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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경제력 변수로서는 월평균 임금만을 사용하였으나 아버지와 아

들의 월평균 임금이 아닌 개인 자료에서 추출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평균 임금의 합

을 부모 세대의 가구소득으로, 동일한 개인 자료에서 추출한 아들과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의 합을 아들 세대의 가구소득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아버지의 경제

력 변수로 1998년도 임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0.106, 1999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0.21, 200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0.13의 추정치를 얻었고, 1998년도부터 5개년

도간의 임금을 평균한 값을 아버지의 임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0.213의 추정치를 얻었

다. 한편 1998년 아버지의 임금에 대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아버지의 학력

을 사용하여 IV 추정한 결과 0.380의 추정치를 얻었으며, Haider and Solon(2006)의 생

애 편의 수정 요소(life-time bias correction factor)를 고려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치를 수정하였을 때 0.261로 높아지게 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결과들

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0.3 근방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최지은 · 홍기석(2011)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11차 자료를 사용하여 월평

균 근로소득과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탄력성을 구한 결과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0.019,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하여 0.13의 추정치를 얻었고, 도구변수 

추정 결과 0.35〜0.44의 소득탄력성을 얻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스웨

덴 등의 복지국가형 서구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에 필적할 정도로 낮아 소득

이동성이 매우 높은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자녀가 부모와 동거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한국노동패널조사의 표본 선택 문제에 의한 추정치의 

편의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하

기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

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되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패널조사 시작 당시

부터 이미 독립하여 가구를 형성한 경우가 제외되게 될 것이다. 가구 독립과 소득 수준

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통상최소자승추정법(OLS)에 의한 직접 추정과 두 개의 샘플을 도구변수에 

의해 연결하여 추정하는 두 표본 도구변수추정법(Two Sample IV estimation; 이하 TSIV)

과 세 개의 표본을 도구변수로 연결하여 추정하는 방법(Three Sample IV estimatio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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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3SIV)에 의해 우리나라의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시도하

였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 값들을 비교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가 가지고 

있는 표본 선택의 문제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낮은 주요한 이유는 동거가구를 제외하

고 분석한 표본 선택 문제에서 기인함을 보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수정한 후 통상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직접추정치는 0.3근방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발생하는 하향편의(attenuation bias)

를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임시소득의 분산과 항상소득의 분산을 추정하여 계산한 후 

이를 반영한 결과 0.37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통상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직접추정은 노동패널조사 자체의 특성상 첫 조사연도 당시 부모와 동

거하고 있는 자녀들만 표본에 선택되는 표본 선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TSIV와 3SIV에 의한 추정치들과 직

접추정치를 비교하여 표본 선택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편의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 시도하였다. TSIV와 3SIV는 실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결합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

는 방법으로, 아들에 실제 아버지의 소득이 아닌 도구변수에 의하여 추정된 아버지 소

득을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도구변수 추정과 같으나 아버지의 소득을 추정하

기 위해 아들과 동일한 표본이 아닌 다른 표본에서 추정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일

반적인 도구변수 추정법보다 제약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아

버지와 아들을 결합한 표본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 결과 TSIV에 의한 추정치는 직접추정치보다 

높았고 3SIV에 의한 추정치는 OLS 추정치와 비슷한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

어 볼 때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3과 0.4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일반적인 미국의 추정치보다는 낮은 것

으로 판단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 독일 등의 서구 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는 보

이지 않았다. 한편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선진국일수

록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인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서구 선

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도의 소득이

동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견해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득이동성이 

단순한 경제성장 단계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와 규범 같은 보다 다양한 문제들과 결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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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장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특성을 기

술하고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후에 제Ⅲ장에서는 최소자승추정법에 의한 직접 추정 결

과들을 보여주었고, 제Ⅳ장에서는 다른 추정방법들에 의한 결과들을 기술하였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Ⅱ. 직 추정(OLS)을 한 자료 구성

우리나라의 부모의 소득에 대한 자녀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을 직접 추정하기 위하

여 사용한 표본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1차년도(1998년)부터 11차년도(2008년) 자료이다.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

하는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특성과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이동, 소득, 지

출, 교육, 직업훈련, 각종 사회활동 등을 해마다 추적 조사하는 패널자료이다.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1998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1년 현재 2008년도까지 11개년

도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부모 세대 중 어머니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들만

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아버지는 1998년도 원자료 가구들 중 15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가구의 가구주들 중 성별이 남성인 가구원을 아버지로 

정의하였다. 자녀는 아버지 표본이 추출된 가구들의 1998년도 당시 15세 이상 자녀들이

다.6) 이렇게 선택된 아버지 표본은 1,778명이고, 그들의 연령 범위는 32세부터 94세이

고, 아들 표본은 1,904명이고, 연령 범위는 14세부터 67세이다.7) 

[그림 1]은 각 표본의 로그실질월평균임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실질

임금은 기준년도인 2005년에 100의 값을 갖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계산하였다.8) 

[그림 1] (가)에서 아버지의 로그실질임금의 평균은 대략 14.2이고 전체 조사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당 값 주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8년도 조사에서 아버지

6) 15세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KLIPS 원자료는 1998년도 당시 15세 이상에 한하여 개인 설문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7) 한편 KLIPS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딸 표본은 1,574명이고, 연령 범위는 13세부터 58세이다. 추

가적으로 자녀들의 결혼 정보로부터 487명의 며느리와 540명의 사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8)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실질임금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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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그실질월평균 임 의 평균

 

(나) 로그실질월평균 임 의 표 편차

[그림 1] 로그실질월평균 임 의 평균과 표 편차의 추이

의 평균 연령은 52.4세인데, 개인의 연령-소득 곡선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아버지들은 이

미 소득이 연령 증가에 따라 하락하는 시기에 진입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

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조사기간 동안 아버

지의 실질임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아버지들이 임금 정

점기를 지났거나 하락기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가난한 아버지들일수

록 표본에서 이탈(attrition)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들 표본의 실질임

금은 꾸준히 상승하는 선형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나)는 각 표본별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표본의 경우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

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

편차는 조사기간의 전반기인 2003년까지는 0.6보다 낮은 값을 보이지만 경제위기 직후

인 1998년과 1999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인 2003년 

이후로는 0.6을 상회하는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준편차의 증가가 주로 임시소득

의 표준편차 증가에 기인한다면,9) 이는 하향편의 요소(attenuation bias factor) 중 분모

의 증가를 의미하여 결국 하향편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10) 또한 아버지 

표본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소득력이 약화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전체에 걸

 9) 유경준 · 김대일(2003)과 Kim(2006)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 중 임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0) 하향편의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정승(2012) 제1장 부록 A를 참조할 것. 이러한 임시소

득비중의 증가 경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고 차후의 연구과

제로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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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아버지의 평균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은 조사기간의 후반부로 갈수록 표본 

이탈 문제가 클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Mazumder(2005a, 2005b)는 5개년도 평균소득의 

사용이 임시소득에서 기인하는 하향편의를 제거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

데, 이러한 입장에서 항상소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5개년도 이상의 가능한 한 많은 조

사년도를 포괄하여 평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소득이 현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소득이 항상소득보다 점점 더 낮아지는 과정(mean-departing 

process)을 따르는 단계에 있다면, 지나치게 긴 조사년도를 평균하는 것 또한 추정량에 

하향편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11) 즉 아버지의 소득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항상소득과의 격차가 커지는 단계에 있다면, 고려하는 조사기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조사기간의 평균소득과 항상소득과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조사기간 후반부에 높아지는 이탈 문제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항상소득

과의 격차가 작을 시기인 조사기간 전반부로 아버지의 소득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1998년도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표준편차가 높은 

시기임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999부터 2003년도

까지의 아버지의 임금과 소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아들의 경우 [그림 1] (나)를 보면 1998년의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로그실질임금

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임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시기에 우리나라의 소

득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추세였음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예상과는 다른 결

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들 세대의 경우 소득-연령 곡선상의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으

므로 로그임금의 표준편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큰 것이 일반적이다.12) 이러한 사실

들을 고려해 볼 때, 아들 세대 표본 또한 표본 이탈(attrition) 문제가 클 가능성이 있으

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추정 문제에 있어서 종속변수에 포

11) Haider and Solon(2006)을 참조하라.
12) 가령 Solon(1992)에서 아버지의 로그소득의 표준편차는 0.69인 반면 아들의 로그소득의 표준편

차는 0.94이다. Solon(1992)은 이에 대해 미국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U커브의 영향 때문이라

고 바라보았는데, 두 세대의 소득 관찰 시기가 다름을 고려하면 Bowles and Gintis(2002)의 시

각처럼 소득불평등도의 상승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아버지의 로그소득의 표준편차가 높게 나오는 것이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U자 곡선

의 후기 단계에 들어서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어쨌든 자녀 세대의 경우 서구의 선행연구

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

위를 벗어나므로 시도하지 않았다. 임시소득의 연령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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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는 오차(error)는 설명변수에 있는 생략변수 문제(standard omitted variable 

problems)가 야기하는 것과 같은 편의(bias)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13) 따라서 일반

적으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자녀 세대의 소득은 단년도 소득을 사용해도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또한 자녀 세대의 경우 소득-연령 곡선상의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 소

득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근접해 가는 과정

(mean-reverting process)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계에 있는 자녀 세대의 

소득을 여러 조사기간에 걸쳐 평균하는 것은 항상소득을 낮게 평가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관측되는 가장 최

근의 소득을 아들 세대의 소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문제가 야기하는 문제와 사위와 며느리 표본이 

내포하고 있는 표본 선택 문제를 피하고 추정을 간편화하기 위해 분석의 대상을 부자

(father-son) 표본으로 한정하였다.14)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경제력 변수는 근로자만을 대

상으로 한 월평균 임금(average of monthly wage)과 자영업자까지를 포괄하는 월평균 

근로소득(average of monthly earnings)이다. 소득이 관찰되는 해에 응답자의 연령이 25

세 미만이거나 65세 초과라면 항상소득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기여서 항상소득을 측정하기에는 잡음이 많은(noisy)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

도의 소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동질성(homogeneity)은 항상소득의 분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대 간 소득탄

력성을 추정하는 데 하향편의를 야기할 수 있다. 가령 표본에 어떤 두 응답자가 형제관

계(siblings)에 있다면 이들은 같은 가구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다른 응답

자들에 비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렇

지 않은 표본보다 보다 동질적인 표본이어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낮게 추정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한 가구에 한 명 이상의 아들이 표본에 남아 있을 경우 가

장 나이가 많은 형제를 선택하였는데, 나이가 많은 형제일수록 응답한 소득이 항상소득

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선진국들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13) 그러나 자녀 세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항상소득에 근접해 가는 과정(mean-reverting process)
에 있다면, 종속변수의 오차도 편의를 발생시킨다.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Haider and 
Solon(2006), Lee and Solon 2009), 김민성 외(2009)를 참조하라.

14) 딸과 사위, 며느리의 평균소득과 표준편차는 양정승(2012)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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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선택한 전략이어서 추정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 때문이

다. 하지만 KLIPS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표본보다는 동질적인 표본이고 따라서 여전히 동질성으로 인한 

하향편의 문제가 남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KLIPS를 사용한 소득의 세

대 간 탄력성 추정치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에 비해서 항상 과소 추정할 가능

성이 높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늦게 독립하는 자녀들이 과대하게 포함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도 독립한 자녀들만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매우 일반

적인 현상이어서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

면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대표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대표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표본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1>은 부자 표본(father-son sample)의 임금 특성들을 부자의 동거 여부와 아들의 

표본이탈(attrition) 여부별로 비교하여 요약하고 있다. 동거 여부는 가장 최근 조사년도

인 2008년도에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거나, 혹은 추적조사에 성공한 마지막 조사년도에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 동거 표본으로 정의하였다.15) ‘아들 세대 표본이탈’

은 1998년도 조사에서 15세 이상 자녀로 확인되었으나 이후 추적조사에 실패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1> (가)는 각 그룹별로 1998년도 원조사 당시의 아버지의 로그실질월평

균임금과 가장 최근 조사의 아들의 로그월평균임금의 평균치, 아버지의 평균학력을 나

타내고 있다. 한편 <표 1>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당 임금 그리고 1998년 원조사 

당시 아버지 연령의 평균치를 동거 그룹별로 나타내고 있다.16) 

<표 1>의 결과들을 보면 두 그룹 간에 아버지의 월평균 임금과 아들의 월평균 임금 

모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5) 각 표본별 · 연도별 아버지와 아들의 로그임금 및 연령은 양정승(2012)의 제1장 부표 <표 B2>를 

참조하라. 해당 표의 동거/비동거 정의는 각 조사년도의 동거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거/비동거 표본 구분과 다르다.
16)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을 주당 평균 노동시간(주당 정규 근로시간+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

간)×4.3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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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아버지의 
로그 실질임

아버지의 
교육연수

가장 최근 연도
아들의 로그실질임

Unadjusted Age-
adjusted N 　 N Unadjusted Age-

adjusted N

비동거　
14.0828
(0.7615)

9.4922
(0.7415) 172 9.5859

(3.9718)
454 
　

14.4801
(0.4579)

11.1126
(0.8541) 385 

동거　
14.2415
(0.5876)

9.5414
(0.5535) 306 10.4297

(3.9151)
789 
　

14.1092
(0.4911)

10.5737
(0.9380) 379 

아들 세  
표본이탈　

14.4115
(1.0329)

9.7494
(0.9845) 30 10.4203

(4.4932) 69 　 　 　

체　
14.1978
(0.6875)

9.537
(0.6546) 508 10.1372

(3.9840) 1,300 14.2961
(0.5093)

10.8453
(0.9358) 764

(가) 월평균 임 과 아버지의 학력

　
　

1998년 아버지의 
로그 실질임

아버지의 연령
가장 최근 연도

아들의 로그실질임

Unadjusted Age-
adjusted N 　 N Unadjusted Age-

adjusted N

비동거　
8.7573

(0.7959)
5.2461

(0.7835) 170 55.2775
(7.3375) 454 9.1024

(0.5099)
5.4897

(0.6769) 385

동거　
8.8884

(0.6521)
5.2639

(0.6191) 305 51.9214
(8.1851) 789 8.8078

(0.4950)
5.1684

(0.6761) 378 

아들 세
표본이탈　

9.1029
(1.1135)

5.519
(1.0709) 30 53.2174

(9.4229) 69 　 　 　

체　
8.857

(0.7401)
5.273

(0.7120) 505 53.1509
(8.1212) 1,300 8.9564

(0.5234)
1.6349

(0.9358) 763　

주 : ( ) 안의 숫자는 표 오차를 의미.

(나) 시간당 임 과 아버지의 연령

<표 1> 동거 여부에 따른 임  특성의 비교

첫째, 전형적인 가구 노동공급 모형과 실증적 결과들에 근거한다면 남성 가구주의 경

우 동거인의 소득은 노동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자녀의 경우 가구주의 소득과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근로외소득으로 간주, 소득 효과가 발생하여 노동공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부양자가 있는 가구주의 경우 피부양자가 없는 가구보다 전체 가

구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효과의 발생으로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의사결

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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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구의 아버지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두 그룹 간

의 평균임금의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노동공급의 차이에 의해 동거 그룹 아버지들과 

비동거 그룹 아들들은 각각 다른 그룹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표 1> 

(가)에서 동거 그룹과 비동거 그룹 간의 아버지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약 16%인데, 시간

당 임금으로 분석한 <표 1> (나)에서는 두 그룹 간의 격차는 13%로 줄어들어 결국 노

동공급 증가에 의한 효과는 3%포인트 정도의 임금격차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들의 경우 비동거 그룹의 월평균 임금이 동거 그룹보다 38%가량 높고 시간당 

임금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여전히 30%가량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두 그룹의 임금격차 중 노동공급의 차이가 설명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동패널조사에서 기존 가구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요인은 

혼인에 의한 것이고 혼인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결혼 적령기 도달 여부

임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비동거 그룹의 경우 자녀 연령이 동거 그룹보다 높을 것

이고 <표 1>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연령 또한 동거 그룹보다 높을 것

이다. 따라서 두 그룹 간의 아버지의 임금격차는 연령 차이에 의한 연령-임금 곡선상 

평균적 위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거 그룹 아버지의 1998년도 평

균 연령은 51.9세이고 비동거 그룹의 경우 55.2세로 두 그룹 모두 50～55세 구간에 대

다수가 겹쳐 있어서 두 그룹 중 어느 쪽이 임금 정점기에 있는지를 평균 연령만으로 판

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그룹의 임금격차가 연령격차를 반영하는 것인가를 살펴보

기 위해 연령 효과를 통제한 임금의 평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로그임금

에서 연령 효과를 통제한 값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각각 구하여 이를 연령을 통제

하지 않은 로그임금과 <표 1>에 나란히 표시하였다.17) <표 1> (가)를 보면 연령을 통제

한 경우 아버지의 로그월평균 임금의 격차는 5%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고,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한 <표 1> (나)에서는 두 그룹 간의 임금격차는 2% 내외로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두 그룹의 아버지들 간 임

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연령 효과가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에

는 이와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표 1> (가)를 보면 연령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비동

거 그룹의 아들이 동거 그룹의 아들보다 월평균 임금이 38%가량 높았는데 연령을 통제

17) 연령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먼저 로그실질임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령과 연령의 제곱에 대

하여 회귀분석을 한 이후 상수항과 잔차의 합을 연령이 조정된 로그실질임금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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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 이 격차는 오히려 54%로 증가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으로 살펴본 <표 1> 

(나)에서는 두 그룹의 임금격차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30% 정도이고 연령을 

통제한 경우 임금격차는 약 32%로 통제하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동거 그룹과 비동거 그룹 간 아버지 임금격차의 상당 부

분은 연령 효과가 설명하고 있고, 아들들의 임금격차에서 연령 효과가 설명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두 그룹 간 소득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비록 아버지 임금의 두 그룹 간 격차의 대부분은 연령 효과와 노동공급 시간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지만, <표 1> (가)를 보면 두 그룹 간 아버지의 평균 교육연수는 동거 그룹

이 1년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령 효과와 노동공급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는 임시소득의 격차가 아닌 교육연수와 같은 소득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

의 차이를 반영하는 항상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표 1> (나)의 연령 효과

를 통제한 시간당 임금을 보면, 더욱이 아들들의 경우에는 노동공급의 차이나 연령 효

과가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서 두 효과를 통제하고 난 이

후에도 32%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그룹 간 아들들

은 다른 소득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8) 

이렇게 동거 여부가 본인의 소득력과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거 가구가 소

수가 아니고, 또한 동거 그룹과 비동거 그룹 간 아버지들 특성이 차이가 있을 경우 동

거 가구를 제외하고 비동거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

를 야기한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즉 비동거하고 있는 아들들만을 대상으

로 할 경우 사회 전체보다 상대적으로 소득력이 높은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둘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에 내재하는 하향편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동거 그룹 아버지의 교육연수가 비동거 그룹보다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가 높아 동거 그룹의 아버지가 소득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거 그

18) 아들이 아버지와 동거하는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로그실질임금, 연령

과 연령의 제곱을 설명변수로 하는 프로빗모형 추정의 결과 아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소득력이 높을수록 결혼하여 분가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양정승

(2012)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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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아버지의 소득 표준편차가 비동거 그룹 아버지의 소득 표준편차보다 낮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두 그룹 간에 아버지들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 두 그룹 간 아버지들이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 한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본의 동질성 문제를 심화시켜 하향편의를 보다 크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동거 그룹만을 대상으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구하는 것은 사회의 

평균보다 높은 소득력을 가진 자녀들과 평균보다 낮은 소득력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

으로 분석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하향편의를 보다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거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하더라도 여전히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서

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보다 하향편의가 심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1>에서 아들 세대가 표본이탈한 경우 아버지의 소득이 가장 높으며 교육연수도 가

장 높다. 소득분위별 세대 간 소득탄력성 곡선이 전형적으로 V자형을 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Corak & Heisz, 1999),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의 이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

득탄력성 추정치는 낮게 나오게 될 것이다. 또한 KLIPS의 경우 1998년도 당시 동거하

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만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98년도 당시에 이

미 비동거하고 있는 아들들을 표본에서 제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측면에

서 표본 대표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표본은 다음과 같다. 아들의 경우 

1998년도 조사 당시 19세에서 29세인 자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아들 세대 임금의 분

석 대상이 되는 첫 조사년도인 2004년도에 25〜35세의 범주에 있게 된다. 연령을 이렇

게 제한한 이유는 미국과 유럽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아들 세대 연령대와 연

령 범주의 크기를 비슷한 정도로 맞추어 비교를 하기 위한 목적과, 또 한 가지는 1998

년도 조사 당시 아버지와 비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락됨에 의해 발생되는 표본 선

택 문제(sample selection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1998년도에 29세 이하인 

남성은 30세 이상인 남성들보다 혼인했을 확률이 낮으므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확률

이 높아 원조사 당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아들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KLIPS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 세대 간 임금탄력성(intergenerational wage elasticity)을 추정하

기 위해 최종적으로 부자 표본(father-son sample)에 남겨진 부자쌍(father-son pair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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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경제력변수=월평균 임

아버지 월평균 임 의 로그값　

체 13.97 0.55 11.79 15.41 

동거 13.98 0.49 12.96 15.39 

비동거 13.96 0.58 11.79 15.41 

아버지의 연령　

체 55.91 4.66 45.00 65.00 

동거 55.20 4.48 45.00 64.50 

비동거 56.39 4.74 45.00 65.00 

아버지 월평균 임 의 측횟수

체 3.41 1.49 1.00 5.00 

동거 3.43 1.44 1.00 5.00 

비동거 3.39 1.53 1.00 5.00 

아들 월평균 임 의 로그값

체 14.39 0.48 12.11 15.67 

동거 14.16 0.54 12.11 15.11 

비동거 14.54 0.37 13.72 15.67 

아들의 연령　

체 32.59 3.23 25.00 39.00 

동거 31.09 3.01 25.00 38.00 

　 비동거 33.61 2.98 26.00 39.00 

경제력 변수=월평균 소득 　 　 　 　 　

아버지 월평균 소득의 로그값

체 14.03 0.62 11.80 15.73 

동거 14.08 0.53 12.74 15.50 

비동거 13.99 0.67 11.80 15.73 

아버지의 연령　

체 55.80 4.75 39.50 65.00 

동거 54.81 4.49 45.00 64.50 

비동거 56.36 4.80 39.50 65.00 

아버지 월평균 소득의 측횟수

체 3.59 1.45 1.00 5.00 

동거 3.58 1.46 1.00 5.00 

비동거 3.59 1.44 1.00 5.00 

아들 월평균 소득의 로그값　

체 14.45 0.52 12.11 16.72 

동거 14.22 0.53 12.11 15.33 

비동거 14.58 0.47 13.15 16.72 

아들의 연령　

체 32.79 3.24 25.00 39.00 

동거 31.11 3.01 25.00 38.00 

　 비동거 33.73 2.99 27.00 39.00 

<표 2> 부자 표본의 기술  통계표(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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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이고, 이들 중 동거 가구는 90쌍, 비동거 가구는 132쌍이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

들을 포함하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intergenerational earnings elasticity) 추정을 위해 남

겨진 부자 표본은 381쌍이고, 이 중 244쌍은 비동거 가구이며, 137쌍은 동거 가구이다. 

이렇게 남겨진 최종 표본의 로그실질임금과 연령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정리

하였다.

Ⅲ. OLS에 의한 직 추정 결과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따르는 전형적인 경험적(empirical) 

모형은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따르는 것

으로 가정한다.

       
   

  (1)

식 (1)에서 아래 첨자는 각각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를 의미한다. 는 경제력

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earnings)을 사용한다. 따라서 는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는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마찬가지로 는 부모 세대의 연령, 는 자녀 세대

의 연령을 각각 나타낸다. 는 자녀 세대 경제력 변수의 순수 오차항(error term)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동거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동거 가구를 포함

한 전체 가구들을 대상으로 식 (1)을 OLS방법에 의해 추정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선행연구들처럼 비동거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와 얼마나 다른지

를 직접 비교해 보기 위해 비동거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한 

후 그 결과들을 <표 3>에 정리하였다.19) 

<표 3> (가)는 종속변수로 아들의 소득, 설명변수로 아버지의 소득을 사용한 OLS 추

19)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버지와 아들 간의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을 구한 선행연구 결과

들의 정리는 양정승(2012)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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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들이다. 비동거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세대 간 임금탄력성 추정치는 0.14부터 

0.24까지의 범주에 있는데 이러한 값들은 독일 ․ 스웨덴 ․ 덴마크 ․ 핀란드 등의 사회보장 

지출이 많은 서구 유럽 국가들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낮은 값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동

거하고 있는 아들들을 표본에 포함할 경우 추정치들의 범주는 0.22부터 0.30까지로 상

승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는 비동거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

정할 경우 평균보다 부유한 아들들과 평균보다 가난한 아버지들이 과대하게 대표되어 

추정치의 하향편의를 심화시킨다는 앞의 주장을 확인해 준다.20) 

<표 3> (가)의 두 번째 열은 아버지의 임금(wage) 혹은 근로소득(earnings)이 분석 대

상 기간 전체에 걸쳐 두 번 이상 관측되는 경우만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을 경우의 

OLS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은 각각 

아버지의 임금 혹은 근로소득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상 관측되는 경우로 한정한 

OLS 추정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의 추정치는 첫 번째 열의 추

정치보다 높은데 이것은 Solon(1992)과 Zimmerman(199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소득으로 다년간의 평균치를 사용함으로써 하향편의(downward bias)가 감소하였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열에서는 추정치의 값이 첫 번째 열의 

값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다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였음에도 더 이상 하향편의

가 감소하지 않아 추정치가 상승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표본 크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0개 안팎의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 크기 때문에 추정치의 신뢰성에 문제를 

발생시켰을 수 있다. 또한 관측되는 횟수의 하한을 높임에 따라 탄력성이 가장 낮은 중

산층(middle class)들이 과도하게 표본에 남아서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 <표 1>에서 확인하였던 바와 같이 아들 세대가 표본으로부터 이탈하여 부자 표

본에서 제외되는 그룹의 아버지들이 부자 표본보다 대체로 부유하고, 부자 표본 내에서

는 소득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관측되는 경향이 있다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아버지

의 소득이 관측되는 최소 횟수에 대한 제한을 높일수록 중산층 아버지들이 과대하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21) 중산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과대하게 대표된 결과 추정치의 하향편의가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20) 동거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0.3136으로 비동거 가구들보다 높은 세대 간 소

득탄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관측치가 90개에 불과해 이러한 결과를 동거 가구들이 비동거 가

구들보다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21) 아버지의 임금과 아버지의 소득이 관측되는 조사(wave) 횟수 간에 양(+)의 선형관계가 관측되

었다. 즉 아버지가 부유할수록 임금이 좀 더 빈번하게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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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1 2 3 4 5

임

동거 가구 
포함

Coef. 0.2252*** 0.3023*** 0.2922*** 0.2187*** 0.2292***
S.E. (0.0591)*** (0.0625)*** (0.0659)*** (0.0671)*** (0.0952)***
N 222 186 152 119 77
R2 0.133 0.202 0.215 0.183 0.141

비동거 가구

Coef. 0.1758*** 0.2388*** 0.2229*** 0.1382* 0.1693
S.E. (0.0566) (0.0664) (0.0697) (0.0709) (0.1037)
N 132 108 89 71 47
R2 0.137 0.197 0.172 0.217 0.139

근로소득

동거 가구 
포함

Coef. 0.1345*** 0.1545*** 0.1565*** 0.1779*** 0.1247***
S.E. (0.0434)*** (0.0427)*** (0.0463)*** (0.0529)*** (0.0696)***
N 381 332 280 222 152
R2 0.094 0.105 0.097 0.102 0.079

비동거 가구

Coef. 0.1168*** 0.1350*** 0.1082*** 0.1325*** 0.0667***
S.E. (0.0459)*** (0.0447)*** (0.0496)*** (0.0583)*** (0.0754)***
N 244 213 180 143 96
R2 0.069 0.077 0.049 0.048 0.020

(가) OLS에 의한 직  추정 결과

　 　 NW 1 2 3 4 5

임

동거 가구 
포함

Coef. 0.5693*** 0.5232*** 0.5358*** 0.4057*** 0.5268***

S.E. (0.1249)*** (0.1111)*** (0.1144)*** (0.1090)*** (0.1717)***

N 222 186 152 119 77

비동거 가구

Coef. 0.4530*** 0.4220*** 0.4494*** 0.3381*** 0.5036***

S.E. (0.1359)*** (0.1157)*** (0.1224)*** (0.1175)*** (0.2067)***

N 132 108 89 71 47

근로소득

동거 가구 
포함

Coef. 0.5737*** 0.4705*** 0.5378*** 0.5219*** 0.6846***

S.E. (0.1205)*** (0.1072)*** (0.1220)*** (0.1211)*** (0.1994)***

N 381 332 280 222 152

비동거 가구

Coef. 0.4910*** 0.4328*** 0.4661*** 0.4753*** 0.6106***

S.E. (0.1358)*** (0.1190)*** (0.1435)*** (0.1399)*** (0.2757)***

N 244 213 180 143 96

주 : *** p<0.01, ** p<0.05, * p<0.1. NW는 아버지의 임 /소득이 측되는 조사(wave)의 수를 의미함.
( ) 안은 표 오차를 의미함. 도구변수 추정에서 아버지의 임 에 한 도구변수는 아버지의 교육연

수임.

(나) 도구변수 추정 결과

<표 3> 소득의 세  간 탄력성의 직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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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OLS를 사용하여 추정한 본 연구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들은 추정에 

사용된 아버지의 임금 관측 횟수가 각 가구별로 상이하여 다년간의 평균에 의해서도 

임시소득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가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 3>에서 근로소득(earnings)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을, 자영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

였을 경우 추정치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표본은 더욱 이질적(heterogeneous)이 되므

로 추정치는 보다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표 3>은 이러한 일반적 예

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자영업자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추정치가 자영업자의 경우 임시소득(temporary earnings)의 비중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3> (나)는 아버지의 소득에 대한 도구변수로 아버지의 교육연수를 사용하여 도

구변수 추정법에 의해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정 결

과는 모두 OLS 추정치들보다는 높아, 범위는 낮게는 0.41에서 동거 가구를 포함하였을 

경우 높게는 0.57에 이르고 있다. 추정치들은 열들(columns) 간에 비교적 안정적(stable)

인데 이는 도구변수에 의한 추정치들은 임시소득(temporary income)에 의해 영향을 받

지 않으므로 다년간의 소득을 평균하는 것에 의해 개선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

거 가구를 포함하였을 경우의 추정치들이 비동거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들보

다 일관되게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 동거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은 하향편의

를 증가시킨다는 이전의 주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표 4> (가)의 OLS 추정치들이 미국보다는 훨씬 낮고 서구 유럽에 

비견되는 낮은 추정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도구변수에 의한 추정치들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Solon(1992)의 추정치들만큼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구변수 추정의 결과

들은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미국만큼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구변수 추정량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향편의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소득탄력성의 상계(upper bound)에 대한 추정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열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earinings)을 기준으로 

한 세대 간 탄력성이 임금(wages)을 기준으로 한 세대 간 탄력성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은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구변수 추정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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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들은 자영업자들의 소

득에서 임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OLS 추

정치들이 임금을 기준으로 한 값들보다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도구변수에 의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들은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

력성이 미국만큼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버지의 소득이 높을수록 표

본이탈률이 높다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미국보다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도구변수 추정치와 OLS 추정치와의 큰 격차는 우리나라의 경

우 소득에서 임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국가들보다 클 가능성이 있으며, 낮은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들의 원인이 높은 임시소득 비중에서 기인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하향편의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직접추정을 시도하였는데, 소득이 항

상소득()과 임시소득( )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T년도간 평균 소득의 분산은 


  




이므로 T에 대하여 비선형감소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각 T년도에 대한 

분산 데이터들을 생성한 후 각 데이터가 몇 개 연도 자료가 평균된 것인가를 하나의 범

주변수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정할 수 있다. 22)

 
  




(2)

식 (2)는 를 설명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될 수 있는데, 이때 회

귀분석 결과의 상수항은 
의 추정치를 의미하고, 연도 범주변수 역수()의 계수값

은 
의 추정치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는 식 (2)를 OLS방법으로 추정하여 하향편의

를 직접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23) 

22) 한편 임시소득이 자기상관계수가 인 1차 자기상관과정을 따른다면 분산은

   














  


 


 가 된다. 도출과정은 Solon(1984)을 참조하라. 이 경우 하향편

의 요소는 순수한 오차(white error)인 경우보다 더 작게 된다.      인 경우 ( ) 안의 

값은 2.225로서   인 경우의 1보다 2배 이상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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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연도 범주()별로 연령 효과가 통제된 임금의 표본 분산을 계산하였다. 연

도 범주는 임금이 평균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가령 2년간 소득의 평균이면 ‘2’, 5년간 

소득의 평균이면 ‘5’가 된다. 이렇게 각 연도 범주별로 평균된 소득의 표본 분산을 계산

하면 각 연도 범주에 대해서 5개년도에서 취할 수 있는 연도 범주의 조합(combination) 

수만큼 각 연도 범주별 표본 분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가령 ‘1’에 대해서 5개의 

데이터, ‘2’에 대해서 10개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5개의 연도 범

주에 대해서 총 31개의 표본 분산 데이터를 추정을 위해 생성하였고 그 추정 결과를 

<표 4>의 ‘표본 분산’열에 나타냈다. 아버지의 항상소득의 분산은 0.1759이고, 아버지의 

임시소득의 분산은 0.1437이었다. 한편 아들의 임금 중 항상적 요소의 분산은 0.1299이

고, 임시적 요소의 분산은 0.05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이러한 낮은 소

득 분산도는 [그림 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령과 임금의 분산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임금의 분산은 연령-임금곡선의 초기 단계에서 관측될수록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추세일수록 젊은 층의 임금 분산

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 결과와 상이하

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연령 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LIPS 표본의 

이탈(attrition)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대표성 문제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적으로 로그임금을 연령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잔차의 제곱을 각 연도 범주() 

기간만큼 개인별로 평균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를 OLS 방법으로 회귀분석한 후 그 결

과를 <표 4>의 ‘임금 잔차의 제곱’열에 나타냈는데 결과는 ‘표본 분산’을 사용한 경우 

크게 다르지 않았다.24)

하향편의 요소(attenuation bias factor)는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계산된 결과값은 대략 0.54이고 하향편의 요소의 역수(reciprocal)는 약 1.84가 되

는데 이 역수를 OLS 추정치에 곱해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의 참값을 구할 수 있다. 

<표 3>의 OLS 추정 결과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추정치인 0.3을 받아들이고 그때의 아버

23) 양정승(2012)에서는 이를 비선형 회귀분석(NLS)에 의해 구하였으나, OLS 회귀분석 방법에 의

하여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4) 이 경우 각 개인별로 31개의 데이터를 가진다.



한국의 세  간 소득이동성 추정 (양정승) 101

　 표본 분산 임  잔차의 제곱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항상소득의 분산　
0.1759*** 0.1299*** 0.1710*** 0.1276***

(0.0226)**** (0.0121)* *** (0.0137)**** (0.0110)****

임시소득의 분산　
0.1437*** 0.0513*** 0.1486*** 0.0534***

(0.0420)* ** (0.0226)**** (0.0267)**** (0.0215)****

측치 수 31 31 5,834 5,780

R2 0.2880 0.1515 0.0053 0.0011 

주 :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 오차를 의미.

<표 4> 임 분산의 항상  요소와 임시  요소의 분해

지 소득의 평균 관측 횟수인 3.87에 의해 하향편의 요소를 계산하면 0.82가 되고 소득

의 세대 간 탄력성 참값은 0.37이 된다. 이 추정치는 미국보다는 다소 낮고, 영국이나 

독일 ․ 프랑스와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 할 수 있으며, 스웨덴 등의 복지 수준이 높은 

서구 유럽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추정 결과이다. <표 4>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낮은 OLS 추정치는 아버지의 소득 중 임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몇몇의 연구들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여 비교하는 것보다는 세대 간 소득 

상관계수(intergeneration income correlation)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관계수가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intergenerational persistency)의 정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

면,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은 1에서 이 값을 제하면 소득이 사회 평균으로 수렴하는 속

도(speed of convergence) 혹은 세대 간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을 측정하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자가 적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탄력성 값보다 낮은데 이것은 소득불평등도가 상승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KLIPS 부자 표본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들

세대의 불평등도가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는 상황이 반대가 된다. 만약 

앞에서와 같이 0.3이라는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받아들이고, 아들의 항상소득 표준편차

에 대한 아버지의 항상소득 표준편차 비(ratio) 약 1.16을 이 추정치에 곱하면 0.348의 

소득상관계수를 얻게 된다. 이 값은 미국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상관계수 추정치들과 비

교하였을 때 이들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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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낮게 나오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교육열에 의한 자녀의 대학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그 원

인의 일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교육투자수익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교

육연수 1년 증가에 대하여 5～12%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25) 

이는 미국의 전형적인 분석 결과들인 7～12% 범위26)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교육

투자수익률을 받아들이고 대학교육이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 효과를 가진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부모 세대의 낮은 교육수준과 자녀 세대의 높은 진학률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전시키는 효과를 약화시

키는 형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 없이는 이러한 주장의 설명

력 정도를 선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민족에 가까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

종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Herrnstein and Murray(1994)의 주장처럼 인종 

간에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이 다양할수록 표본이 이질

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소득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Bowles and 

Gintis(2002)의 메타 분석(meta-analysis)에 따르면 미국의 전형적인 소득탄력성 추정치 

0.4 중에서 인종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0.07이다. 따라서 미국 사회가 인종이 하나인 

사회라면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0.33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값이 된

다. 인종의 수와 소득이동성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Ⅳ. 복수 표본을 결합한 도구 추정

1. KLIPS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한 TSIV 추정

KLIPS 부자 표본을 이용한 OLS 추정이 직면하는 문제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앞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8년도 처음 조사 당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아들들만이 대상

25) 우리나라의 교육투자수익률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는 백일우 · 임정준(2008)을 참조하라.
26) Hyclak et al.(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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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되고 당시 이미 분가한 아들의 경우 표본에서 빠지는 표본 선택 문제(sample 

selection problem)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들의 연령을 1998년 조사 당

시 19세에서 29세로 한정하였지만 20대에 분가하여 독립하는 경우가 빈번할수록 표본 

선택 문제도 커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동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소득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고 아버지의 소득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을 고려하면 표본 선택 문제는 한층 커질 것이다.

이러한 표본 선택 문제를 극복하고 조금 더 샘플 수가 많은 표본으로부터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안적 방법은 Angrist and 

Krueger(1992)와 Arellano and Meghir(1992)에 의해 시작된 TSIV 추정이다. 만약 한 표

본이 종속변수와 도구변수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표본은 설명변수와 

그리고 다른 표본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변수 항목과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있다면, 2단

계 최소자승추정법이 이 두 개의 독립된 표본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SIV 추정을 위하여 종속변수와 도구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표본으로 KLIPS를 

사용하였고, 설명변수와 도구변수를 위한 두 번째 표본으로는 ｢도시가계조사｣ 1982년

〜1984년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매월 수집되는 횡단면 조사로서 

가계의 지출과 소득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비록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원

이 2인 이상인 근로자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 정보를 제공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아

들이 있는 아버지에 한정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추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변

수는 아버지의 직업과 산업 정보이다.27) 경기에 의한 일시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3개년

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소득과 아버지의 소득에 대한 도구변수와의 관계를 추

정하였다. ｢도시가계조사｣ 1982년 자료에서 6〜19세 사이의 남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남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2세이고, 10백분위수(percentile)는 32세, 90백분위수는 52

세이다. 이러한 수치들을 참고하여 아버지 세대 표본은 1982년 당시 32〜52세인 남성 

가구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1983년에는 33〜53세, 1984년에는 34〜54세 남성 가구주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후 이들의 임금을 직업과 산업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였고 그 결과

27) 직업과 산업은 개인의 일생 동안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항상소득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대안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가계조사에

서 교육수준 정보는 1985년부터 이용가능하다. 이 경우 도구변수의 적합성은 향상될 것이나 항

상소득으로부터 더 멀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Haider and 
Solon(2006)에 따르면 평균 이탈 과정(mean departing process)은 40세를 전후하여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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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직업과 산업별로 기대임금(expected wage) 자료를 계산하였다.28)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된 자료를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아들 표

본과 연결하고 아들 세대의 임금을 도구변수에 의해 연결된 아버지 세대의 임금에 대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1982년도의 직업 · 산업 정보와 임금과의 

관계를 KLIPS 표본과 연결하기 위한 도구변수는 14세 무렵 아버지의 직업과 산업이다. 

1982년도에 14세이면 1998년도에는 30세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10세의 연령 범주를 취

하여 아들 세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KLIPS 자료 중 아들 표본으로 사용된 응답자들

은 1998년 조사 당시 25〜35세인 남성 응답자들로 정의하였고, 이들은 1982년에 9〜19

세에 해당하게 되어 첫 단계에서 구한 6〜19세의 남자 아이를 둔 남성 가구주의 아들 

세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합된(matched) 

표본을 가지고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OLS 방법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부모 세대로 정

의된 개인들의 1982〜84년 당시 직업 · 산업과 임금과의 관계가 실제 부모의 당시 직업 ·

산업과 임금과의 관계와 같다고 가정하면 TSIV 추정량은 일반적인 IV 추정량과 동등

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직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를 잘 양육

(nurturing)하는 경향이 있어 소득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녀의 소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IV 추정량과 마찬가지로 상향편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

나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임금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자영업

자를 포함한 전국적인 표본보다는 보다 동질적인(homogeneous)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추정치에 하향편의를 가져오는 경향을 또한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향편의에 의해 IV 추정량이 가지는 

상향 편의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므로 IV 추정량과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참값 간의 

격차는 미국과 서구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는 이렇게 구한 TSIV 추정 결과들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연도는 회귀분석의 종속변수가 되는 아들의 임금이 조사된 조사 연도를 

의미한다. 세대 간 임금탄력성의 TSIV 추정치들의 범위는 0.26에서 0.37까지로 OLS에 

의한 직접추정치들보다는 높고 IV 추정치들보다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반기

의 추정치들보다 후반기의 추정치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들 

세대의 임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임금 곡선상에서 임금 정점기를 향해 보다 높

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후반기의 임금일수록 장기적인 

28) 1982년 도시가계조사는 직업은 열 가지로, 산업은 아홉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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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아버지의 임 　
0.3174***

(0.0533)***
0.2571***

(0.0540)***
0.2609***

(0.0613)***
0.2683***

(0.0650)***
0.3331***

(0.0710)***

아들의 연령　
0.3393***

(0.1460)***
0.4794***

(0.1539)***
0.2124***

(0.1581)***
0.3537***

(0.1757)***
0.2989***

(0.1920)***

아들의 연령의 제곱
-0.0051***
(0.0024)***

-0.0073***
(0.0025)***

-0.0027***
(0.0024)***

-0.0050***
(0.0026)***

-0.0043***
(0.0028)***

상수항　
-5.0478***
(2.3366)***

-6.4235***
(2.5525)***

-2.5891***
(2.7239)***

-4.7801***
(3.1364)***

-4.6015***
(3.5032)***

N 651 563 530 538 541

R2 0.071 0.068 0.076 0.040 0.045

2004 2005 2006 2007 2008

아버지의 임 　
0.3606***

(0.0738)***
0.2705***

(0.0780)***
0.3046***

(0.0769)***
0.3651***

(0.0783)***
0.2642***

(0.0823)***

아들의 연령　
0.3696***

(0.2022)***
0.4886***

(0.2171)***
0.3574***

(0.2202)***
0.1880***

(0.2302)***
0.4102***

(0.2396)***

아들의 연령의 제곱
-0.0050***
(0.0028)***

-0.0067***
(0.0030)***

-0.0048***
(0.0029)***

-0.0026***
(0.0030)***

-0.0054***
(0.0030)***

상수항　
-6.4791***
(3.6932)***

-7.3618***
(4.2157)***

-5.5216***
(4.3694)***

-3.0933***
(4.6213)***

-6.1272***
(5.0876)***

N 545 509 517 511 494

R2 0.049 0.035 0.037 0.048 0.038

주 : *** p<0.01, ** p<0.05, * p<0.1. ( ) 안은 부트스트랩(bootstrap) 표 오차를 의미.29)

<표 5> 세  간 임 탄력성의 TSIV 추정 결과

경제적 지위의 보다 좋은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08년의 경우 자녀들은 35～
45세의 소득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Haider and Solon(2006)에서 추정한 항상소

득으로부터의 오차가 가장 적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OLS 추정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아 항상소득과의 큰 격차로 세대 간 탄력성에 큰 편의를 가져올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 <표 5>의 결과를 참고할 때 0.05 정도일 것으로 추정해 볼 

29) 부트스트랩 표준 오차(bootstrap standard error)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계산하였다. 먼저 아

버지 세대의 표본으로부터 아버지 표본의 수 21,501명과 동일한 크기의 무작위 표본을 복원

(with replacement) 방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이러한 무작위 표본으로부터 아버지 세대의 기대임

금을 계산한 후 아들 세대의 표본 크기와 같은 크기인 1,147명의 무작위 표본을 마찬가지로 복

원 추출하여 이 표본에 아버지 세대의 기대임금을 연결한 후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1,000번 반복하여 생성한 소득탄력성 추정치들의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를 계산하여 부트스트랩 표준 오차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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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후반기의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치들로부터 조심스럽게 소득의 세

대 간 탄력성의 참값의 위치를 추정해 본다면 0.3에서 0.4 사이의 어디인가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표본이 도시 지역과 근로자에 한정된 상

대적으로 동질적인 표본임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소득탄력성만큼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세 개의 표본을 연결한 도구변수 추정(3SIV)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TSIV에 의해 추정하는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전국

적으로 대표적인 대표본(large sample)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KLIPS 데이터는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관측치의 수가 작은 표본이고 도시가

계에 한정된 표본이어서 추정치의 신뢰성(robustness)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신뢰성 문제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TSIV와 유사한 추가적인 전

략으로 세 개의 표본을 연결하여 IV 추정을 해보았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요 표본(main sample)으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마이크로 샘플｣을 사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전국적인 조사로 

주거(housing)와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 매우 

큰 표본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들 세대는 2000년도에 27세에서 37세인 남성 임금근로자 가구주로 한정하여 

아들 표본을 생성하였는데 가구주로 한정한 이유는 소득 정보를 얻기 위해 결합할 표

본이 가구주에 대한 소득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아버지 세대 표본과의 결

합을 위해 사용한 도구변수는 Aaronson and Mazumder(200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출

생지(birth place)를 사용하였다. 2005년도 자료가 아닌 2000년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출생지 정보는 10년 주기 조사 항목이어서 2005년도 자료의 경우 응답자의 출생지 정

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요 표본에서 누락(missing)된 소득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도 

기대임금(expected wage)을 사용하였다. 기대임금의 추정을 위해서는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조사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조사이고, 2인 이

상 근로자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자영업자의 소득 정보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

지만,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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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한계를 가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주요 표본의 아들 세대는 

가구주로 한정하였다. 남성 가구주의 임금을 교육연수, 연령, 연령의 제곱, 거주 지역, 

직업, 가구원 수, 결혼 여부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주요 

표본의 교육연수, 연령, 거주 지역, 직업, 가구원 수, 결혼 여부에 따라 기대임금을 계산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소득 정보를 주요 표본에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였는데 주

요 표본에 아버지의 소득 정보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한 도구변수는 출생지 정보이다. 

아들 세대로 정의된 2000년도 기준 27세부터 37세 코호트(cohorts)의 아버지 세대는 

TSIV 추정과 마찬가지로 1982년 기준 32세에서 52세인 코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지역 구분이 서울인지의 여부만 가지고 있어 주요 표본

과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주요 표본과 연결

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아버지 세대의 지역별 임금 정보를 주요 표본과 연결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지역별 · 연령별 평균 임금 자료

를 사용하였다.30) 1982년 이전 자료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제외하였으며 지

역별로 연도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1982년부터 1984년의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였

다. 평균 임금은 5세 연령 범주별로 보고되어 있는데 자료에서 사용된 연령 범위는 

30~49세이다. 이 자료를 다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하고 2005년 

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각 연도별로 적용하여 3개년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지역별 아

버지 세대의 실질 월평균 임금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아버지 세대의 

지역별 임금 자료를 주요 샘플에 출생지를 도구변수로 하여 연결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생성된 주요 부자 표본(father-son sample)은 2000

년 기준 27세에서 37세인 37,373명의 아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결합된 쌍이다. 이 표본

에 대하여 식 (1)을 다시 회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의 

첫 번째 열은 아들 세대의 기대임금을 아버지 세대의 기대임금과 아들의 연령, 아들의 

연령 제곱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고 이렇게 추정된 추정치는 0.29이다. 이 수치는 

이전에 구한 OLS 직접추정치와는 비슷한 값이고 TSIV 추정치보다는 낮은 값인데 아버

지와 아들 세대 모두 기대임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의(bias)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이렇게 양 세대 모두 기대임금을 사용할 경우 TSIV 추정치보다는 항상 낮

30) 자료는 http://www.moel.go.kr로부터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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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Björklund and Jäntti(1997)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여 

줄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소득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    (3)

위 식에서 는 설명변수들의 벡터이고, 는 계수벡터이다. 는 항상소득에 

영향을 주지만 관측할 수는 없는 특성으로 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자. 

그리고 는 임시소득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아버지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

의 실제소득과 아들의 실제소득을 사용하여 추정한 OLS 추정량은 다음과 같게 된다.


′    

′   ′        (5)

한편 도구변수로 를 사용한 IV 추정량은

 ′ 
′   ′   (6)

이고, 로 구한 아들의 기대소득을 의해 구한 아버지의 기대소득에 대해 구한 추

정량은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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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사

아버지의 임 　
0.2944***

(0.0168)***
0.3183***

(0.0173)***

아들의 연령　
0.1910***

(0.0120)***
0.1763***

(0.0140)***

아들의 연령의 제곱　
-0.0024***
(0.0002)***

-0.0022***
(0.0002)***

상수항　
0.2717***

(0.2064)***
0.4567***

(0.2376)***

N 37,373 27,578

R2 0.119 0.111

주 : *** p<0.01, ** p<0.05, * p<0.1.

<표 6> 세 개의 표본을 사용한 Ⅳ 추정 결과

이 된다. 따라서 부등식(inequality) ≥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 

비록 의 편의의 방향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의 다른 추정치들과 

비교해서 판단해 볼 때 지나치게 과대 추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1) 따라

서 우리나라의 소득탄력성은 0.3에서 0.4 사이의 어딘가일 것으로 추정했던 이전의 결

과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들 세대의 임금으로 기대임금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은 

실제임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만 가

지고 있으면 실제임금이 누락(missing)되어 있는 많은 응답자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

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6>의 두 번째 칼럼은 동일한 분석을 장인-사위 간에 적용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

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인구주택총조사｣상의 배우자의 출생지 정보를 사용하여 남성 

가구주를 그들의 장인과 연결하였다. 추정 결과는 0.32라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수치는 부자(father-son) 간의 탄력성보다 오히려 약간 높아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강

한 선별적 결혼(assortative mating)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이 절에서 분석한 TSIV의 추정 결과와 세 개의 표본을 연결한 도구 추정법의 

결과는 사용한 도구변수가 얼마나 좋은 도구변수인가 하는 전통적인 도구변수에 대한 

31) Björklund and Jäntti(1997)은 PSID 표본에 대하여 아버지와 아들 모두 기대소득을 사용하여 

OLS 추정치와 비교한 결과 보다 낮은 추정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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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Ⅴ. 결 론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선행연구들은 0.15에서 0.3 사이의 추정치

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추정치에 근거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미국

보다 높고 심지어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들에도 필적할 만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낮은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표본 선택  문제(sample 

selection problem)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였고,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수정한 결과 0.3

근방의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얻었다. 이것은 이전의 추정치보다는 다소 높은 값이다. 

그러나 여전히 표본 선택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

완적 목적으로 두 개의 표본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TSIV 추정과 이를 확장하여 세 개의 

표본을 연결하여 Ⅳ추정을 하는 추가적인 추정 전략을 사용하여 비교해 보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 결과 OLS에 의한 직접추정치보다는 높은 TSIV 추정치들을 얻었고 세 개

의 표본을 연결한 도구변수 추정에서는 직접추정치와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렇게 구한 추정치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합리적인 추

정치는 0.3에서 0.4 사이에 존재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미국과 유

사하거나 약간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서구 유럽보다는 경직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결과들만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치가 오히려 미국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 세대의 임금 분산이 아들 세대보다 높아 세

대 간 소득 상관관계는 오히려 탄력성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견해는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의 경우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이 낮고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경

우에는 이들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선진국일수록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개발도상국 중 미국보다 소득이동성이 높게 나

온 연구 결과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보완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소득이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나라

가 아직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일반적 견해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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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

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시도하였을 뿐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의 원인을 밝히

고자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간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가져오

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본 연구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국보다 이동성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여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이 매우 달랐던 한 가지 특

징은 불평등도의 연령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하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오히려 부모 세대의 불평등도가 큰 것으로 보였다. 또한 임시소득의 비중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가 KLIPS 데이터의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으나 우

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관계,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연령 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 및 서구 유럽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은 단순한 탄력성 추정을 넘어서 세대 간 이동성의 시간적 추이(trend)를 살펴보

고자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

기 시작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로 서둘러 확장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국가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규명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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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the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Jung-Seung Yang

In the study, we try to get reliable estimates of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At first, we show that the low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are mainly due to 
sample selection problem. The direct estimations using OLS after correcting this problem 
show higher values than previous estimates. We also compute the attenuation bias by 
decomposing the variances of earnings into the variances of permanent and transitory 
components of earnings by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dditionally, we try to estimate 
the range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by comparing the OLS results with the results of 
the two samples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the three samples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The results of these estimations are a little higher than or similar to 
OLS results. 

Keywords: income mobility, income elasticity,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equal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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