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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s알고리즘을 이용한 저축률의 정규분포혼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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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the Mixture of Normals of Saving Rate 

Using Gibbs Algorithm

Jong-I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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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의 정규분포혼합을 추정한다. 2014년 마이크로데이터인 MDSS를 이용하였고 
추정방법으로는 깁스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분포혼합을 추정하
기 위한 방법으로 깁스알고리즘은 잘 작동하였다. 즉 주요 모수추정치는 모두 정상적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축률 자료는 적어도 2개의 성분, 즉 저축률이 평균 0%인 성분과 평균 29.4%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가계는 고저축률 집단과 저저축률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정규분포혼
합모형 자체는 어떤 가계가 첫째 성분 또는 둘째 성분에 속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추가적인 분석
을 수행하였지만 소득수준과 가구주 연령은 이에 대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저축률, 정규분포혼합, 깁스알고리즘, 마르코프체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CMC)

Abstract  This research estimates the Mixture of Normals of households saving rate in Korea. Our sample is 
MDSS, micro-data in 2014 and Gibbs algorithm is used to estimate the Mixture of Normals. Evidences say 
some results. First, Gibbs algorithm works very well in estimating the Mixture of Normals. Second, Saving rate 
data has at least two components, one with mean zero and the other with mean 29.4%. It might be that 
households would be separated into high saving group and low saving group. Third, analysis of Mixture of 
Normals cannot answer that question and we find that income level and age cannot explain ou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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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총 축률은 1960년  이후 꾸 히 상승하여 1978년 

처음으로 30%를 넘어 31.8%에 도달하 다. 1988년에는 

41.7%로 정 에 이르 고 이후 조 씩 낮아졌지만 2014

년에도 34.7%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 축

과 가계 축의 추이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8년에는 국민총가처분소득 비 비 융법인의 축률

이 13.7%이었고 가계 축률은 18.2%이었지만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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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19.%와 7.1%로 나타났다. 기업 축률은 상승하

지만 가계 축률은 하락하 다. 

가계 축률의 추이를 설명하고 망하는 일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를 하여 다각도의 기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되는데,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MDSS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우리나라 가계 축률의 

분포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가계 축률의 횡단면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하여 

가계 축률이 정규분포혼합(mixture of normal)을 따르

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추정한다. 

정규분포혼합의 추정을 하여 본 연구가 이용하는 

기법은 MCMC알고리즘 의 하나인 Gibbs알고리즘이

다. 이 알고리즘은 고도의 비선형성(non-linearity)를 지

닌 모형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정규분포혼합의 

추정과정에는 분류라는 독특한 차로 인하여 비선형성

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Gibbs알고리즘은 정규분포혼

합의 추정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정규분포혼합과 Gibbs알고리즘의 기

본개념을 설명한다. 이어서 Gibbs알고리즘에 따라 정규

분포혼합을 추정하는 차에 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결론  시사 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2.1 문헌고찰

어떤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없을 때 이를 

분석하기 하여 여러 방법이 도입되었다. 가장 많이 이

용되는 방법은 극단치분포로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어 왔

다[7,9,14,16,18].  

극단치분포란 극단치(extreme value)의 분포를 말한

다. 즉 어떤 변수의 분포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의 함수, 즉 극단치의 분포를 다루는 것이다. 물론 극

단치분포가 리 활용되게 된 것은 수익률의 경우 첨도

가 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단치분포가 변수 자체

의 분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변수의 통계  특성을 

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안은 수익률의 분포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분포혼합을 이용하고자 하며, 그  표 인 것이 

정규분포혼합이다. 여기에는 2가지가 있는데, 유한한 정

규분포로 이루어진 이산형(discrete) 정규분포혼합와 무

한한 정규분포로 이루어진 연속형(continuous) 정규분포

혼합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 에서 유한분포혼합

(finite mixture)을 이용한다[17]. 이 분포는 시장미시구조

론(market microstructure)에서 수익률과 거래량의 계

를 분석할 때 많이 이용되어 왔다[8,22]. 참고로 최근에 

연속형 분포혼합의 표 인 로는 일반 곡선분포

(Generalized Hyperbolic distribution)가 있다[19].  

2.2 정규분포혼합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들

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확률변수의 분포를 정규분포혼합

(mixture of normal)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규분포혼합

을 따르는 확률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몇 개의 성분

(component)으로 분류될 수 있다[10].

=이 개별 가계의 축률이라 할 때 

는 K개 정규분포혼합을 따른다. 따라서 K개의 성분은 

 를 모수로 갖는 K개 정규분포를 각각 따른

다. 각 는 평균과 분산, 즉  
  이다. 

의 도는 다음과 같다. 

    =




  , 

where =  , =  (1)

여기에서 는 가  
를 따를 확률이고, 우도함

수는 다음과 같다. 

   =
  



⊓  =
  



⊓




  (2)

한편 분류(classification)를 나타내는 는 다음과 같

다. 는 K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 k번째 원

소 는 가  
를 따를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그 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는 다항분포

(multinomial distribution)이고 모수는 = 

이라고 하자. 

(2)식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바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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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2.3 Gibbs알고리즘

Gibbs알고리즘은 크게 2개의 차로 나 어 분포혼합

을 추정한다. 우선 주어진 모수에 의하여 자료를 분류

(classification)하고 다음으로 주어진 분류에 의하여 모

수를 추정한다[6,11,12]. 

기(initial) 차는 다음과 같다. 모수의 기치인 

, 을 정하고 다음의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① 주어진 모수 와 에 의하여 분류   

을 구한다.

② 주어진 분류 에 의하여 과 을 추출한

다.

번의 깁스샘 링을 수행하고 나면 추출된 개의 

값  처음의 개를 버리는데 이를 소각샘 (burn- in 

sample)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기의 500개를 소각

하 다.  

모수 추정치 와 은 다음과 같다. 

=

 
 



 (4a)

=

 
 



 (4b)

다음으로 모수추출 차와 분류 차에 하여 설명하

기로 한다. 우선 ①의 분류 차부터 설명한다. 

2.3 분류와 모수추출

분류란 모수가 주어졌을 때 특정 자료가 어떤 분포로

부터 추출된 것인가를 구하여 자료를 분류하는 것을 말

한다. 물론 분류 차를 해서 모수가 주어져야 한다. 따

라서 우리는 선행의 차로부터 추출한 모수를 이용하여 

분류 차를 수행한다. 

과 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그 다면 

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베이즈정리

(Bayes theorem)에 따라 (5)식을 이용한다. 

  
  

        ∝ 
 

, for k = 1, 2, ..., K

(5)

본 연구는 정규분포혼합을 추정할 것이므로 k번째 성

분의  
로는 정규분포를 이용한다. 

물론 (5)식의 조건부확률은 i번째 자료의 경우 모든 k

에 해 구한다. 그리고 i번째 자료는 조건부확률이 가장 

큰 성분의 분포를 따른다고 분류한다. i = 1, 2, ..., n에 

해 수행하면 우리는 모든 자료가 어떤 성분의 분포를 따

르는가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모수추출 차는 다음과 같다. 모수추출 차는 베이지

안추론에 근거한다. 따라서 모수의 사 분포(prior distribution)

로는 공액사 분포(conjugate prior distribution)를 이용

한다[13,20,21]. 

정규분포혼합이므로 모수는 와 = 이다. 

  추출 차를 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다항

분포를 따르므로 의 사 분포로 디리클 (Dirichlet)분

포를 이용하며 이로부터 구한 조건부사후분포도 디리클

분포가 된다. 는 다음과 같다. 

 =+ , for k=1,2,...,K (6)

여기에서 은 분류 Z가 주어졌을 때 k번째 성분에 

속하는 자료의 수이다. 

분류 을 이용하면 
을 얻게 되고 은 

다음의 조건부사후분포로부터 추출한다. 

∼ 
 

 
 (7)

  추출 차는 다음과 같다. 와 
를 추출하기 

한 조건부사후분포는 다음과 같다. 의 사 분포가 

 
 일 때 조건부사후분포는 (8a)식이 되고 



의 사 분포가 일 때 조건부사후분포는 

(8b)식이 된다. 




  ∼  , 

  whe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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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a)

 
  

  ∼







 



   

 






 

 




(8b)


  은 (6)식에서 언 한 것과 같은데 분류 

가 주어졌을 때 k번째 성분에 속하는 자료의 수이

다. 한 
  은 분류 에 의해 k성분에 속한 

자료를 의미하며 
은 이 자료의 표본평균이다. 

, 
 , , 은 사 모수이며 IG( )은 역감마분포

(inverse Gamma distribution)이다. 

(8a)식에서는 (m-1)번째 차에서 추출한 
을 

이용하고 (8b)식에서는 (8a)식에서 추출한 
을 이용

한다.  

을 추출하기 한 (m)번째 차에서도 우리는 

, , 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8)식에 따

르면 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m)번째 차에서 추출한 은 (m+1)번째 

분류 차와 모수추출 차에서 이용하게 된다. 이제 1번

의 모수추출 차를 수행하 으므로 이어서 ①의 분류

차를 수행하게 된다.

3. 추정결과

3.1 자료

본 연구가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마이크

로데이터(MDSS)로 가계동향조사(신분류)자료이다. 총 

7,535개 가구를 상으로 행한 설문조사결과이며 조사항

목은 총 664개이다. 조사항목을 요약하면, 세 특성에 

한 항목 99개, 소득에 한 항목 48개, 지출에 한 항목 

5159이다. 한편 표본기간은 2014년이다. 

각 가구의 축률은 축을 소득으로 나 어 계산한 

값이다.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 보고된 소득항목을 그

로 이용하 으며 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하여 구하

다. 소비를 구할 때 주의할 이 많이 있는데, 가장 

요한 것은 내구재(durables)를 구분하는 일이다. 

내구재의 구분은 Mace방식을 이용하 다. 주거·수도·

열비  주택유지 수선,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

구  조명, 실내장식, 가   가정용기기, 가정용공구 

 기타, 보건  보건의료용품  기구, 교통  자동차

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통신  통신장비, 오락·문화  

 상음향기기, 사진 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악기기구, 기타 상품·서비스   이미용기기, 시

계  장신구를 내구재로 분류하 다. 이와 같은 방식으

로 내구재를 구하면 그  1/2은 소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1/2은 축으로 간주하 다. 내구재의 1/2를 축으로 간

주하는 이유는 내구재의 소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

기 때문에 내구재에 한 지출을 당기의 소비로 간주하

는 것이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게 구한 가계 축률 분포의 특성을 살펴 보기 

하여 비모수 (nonparametric) 방법에 의해 략 인 분

포함수를 추정한 결과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

에 따르면 왜도(skewness)는 0.29로 p값이 0.38, 과첨

도(excess kurtosis)는  -0.53로 p값이 0.70이었다. 따라서 

가계 축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라고 보기 어렵다[10]. 따

라서 본 연구는 정규분포혼합을 이용하여 가계 축률의 

분포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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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nsities of saving rate

3.2 추정결과

우선 깁스알고리즘에 따라 모수의 분포가 정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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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수렴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면을 약하기 

하여 결과의 제시는 생략하 지만 주요 결과를 간략하

게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즉 추정결과에 따르면 모든 성

분과 모든 모수의 경우 어도 500번 이상 반복추출했을 

경우 추출값은 정상  분포로부터 추출된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소각샘 을 버린다면 추출값으로부터 구한 

모수의 분포는 정상  분포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성분의 수를 2라고 할 때 모수에 한 추정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성분의 경우 평균은 0

이고 표 편차는 0.028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둘째 성분

의 경우 평균은 0.294이고 표 편차는 0.027인 정규분포

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이 정보기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따를 경우 성분의 수는 2가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 estimates  5% 95%


1 0.000 -0.269 0.278

2 0.294 0.291 0.297


1 0.028 0.002 0.090

2 0.027 0.026 0.028

<Table 1> Estimates of Parameters

이 결과는 다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일부 가계의 

축률은 평균 29.4%이지만  다른 일부 가계의 축률

은 평균 0%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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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nsities of Components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Fig. 2]이다. 물론 이 결과

만으로 어떤 가계가 첫째 성분 는 둘째 성분에 속하는

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성분에 속하는 가계의 

축률이 다르다는 사실은 요하다. 따라서 어떤 특성

을 지닌 가계의 축률이 첫째 성분 는 둘째 성분에 속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단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규분포혼합이라는 분포함수의 도입과 이

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Gibbs알고리즘을 제시함으로써 

방법론상의 개선을 시도하 다. 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축률의 특성을 찰할 수 있었다. 

정규분포혼합은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

려운 경우 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추정하

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이 과정에서 분류라는 

차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비선형성이 나타나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Gibbs알고리즘

을 이용하 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Gibbs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성분의 모수가 갖는 정

상  분포를 구할 수 있었다. 

가계는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단

된다. 첫째 집단의 가계 축률은 평균 29.4%로 꽤 높은 

편이지만 둘째 집단의 가계 축률은 평균 0%이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 축률이 갖는 

특성을 보여  것으로 단된다. 물론 정규분포혼합의 

추정결과만으로 어떤 가계가 첫째 집단 는 둘째 집단

에 속하는가를 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소득수  는 연

령에 따라 축률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본문에 제시하지 않은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가

지 요인은 향이 없었던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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