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차이에 따른 도시가계의 의류품목수요에 관한 연구

김 기 성
†

상지대학교 생활과학산업학과

A Study of Urban Household Demand for Clothing Items by Income

Kisung Kim
†

Dept. of Home Economics, Sangji University

접수일(2013년 8월 13일), 수정일(1차 : 2013년 9월 28일, 완료일 : 2013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2014년 1월 9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urban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for clothing items in different income co-

horts through the analysis of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 model. Korea quarterly time-series

statistics data for urban household expenditures from 1990 to 2013 analyzed household demand. The price

and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elasticities of 4 clothing items (outer wear, shoes, clothing related ser-

vices and other miscellaneous clothing) for 7 income cohorts were estimated to investigate the clothing

consumption patterns of different income cohort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t household in-

come cohorts have different consumption patterns for clothing items. The elastic demand of total consump-

tion expenditures in the lowest household income cohort suggests that they consume clothing items as lux-

uries while other households mostly consume them as necessities. The price elasticity for all household in-

come cohorts and clothing items (except the highest household income cohort and outer wear) was found

to be elastic. The highest household income cohort had an inelastic price demand for all clothing items that

implied a less sensitive clothing consumption change for the clothing price change than other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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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계의 소득변화는 가계소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며 특히 가계의 의류에 대한 소비지출은 우

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와 소비지출

의 증가에 따라 1990년 이후 외형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1990년 전체 도시 가구당 연 평균 의류

소비지출은 59,278원에서 2012년에는 168,657원으로 대

폭 성장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

SIS], 2013a). 그러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류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도에 9.83%에서 1990년대

평균 8.6%, 2000년대 평균 6.49%, 그리고 2010년대 평

균 6.6%으로 그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KOSIS,

2013a). 의류가격상승을 감안한 실질비중(2010년도 불변

가격으로 환산)을 보더라도 그 비중은 각각 7.6%, 7.34%,

6.39%, 6.57%으로 감소변화하였다(KOSIS, 2013b). 이

러한 변화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의 증가비율만큼 의류소비지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의류의 가격이 이 기간 동

안 다른 가계소비상품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졌다

는 것이다(Kim, 2012; Lee, 2012). 또한 이 두 가지 설명

으로부터 가능한 추측은 가계의 의류에 대한 소비량 혹

은 수요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최

근 우리나라 가계의 의류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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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가계의 경

제적, 인구통계적 변인과 한국의 거시사회-경제적 변인

들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의 변화와 증감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었다(Ji & Rhee, 1999; Jung & Rhee, 1997; Lee,

2004, 2005, 2006, 2012; Park & Bae, 1997). 이 연구들에

서는 대부분 의류소비지출의 소득에 대한 소득탄력성

즉, 소득 혹은 총 소비지출의 변화에 따른 의류소비지출

의 변화에 대한 분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의류수

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비행동과 관련된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탄력성은 보통

수요의 탄력성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상품수요에

대한 가격과 소득탄력성은 가격 혹은 소득이 변화할 때

특정 상품의 수요량(혹은 소비량)은 어느 정도로 변화하

는가의 개념이다. 따라서 의류에 대한 수요탄력성 연구

(Kim, 2012; Lee, 1998)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의 소비상품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소득, 특히 총

소비지출의 수준과 상품의 가격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

는다. 최근 우리나라가계의 의류에 관한 수요분석연구

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전통적으로 가계의 중요한 소

비재 중 하나인 의류품목은 그 수요에 있어 총 소비지출

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의류수요에 대한 총 소비지출

탄력성이 1보다 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또한 가격변화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가

격에 대한 의류품목별 탄력성을 보면 의복은 가격 탄력

적이며 신발과 그밖에 의복/신발 관련 서비스 품목들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위에서 언급

한 전체 가구에 대한 의류소비지출 비중의 평균적 변화

들 이외에 소득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소득수준별 계층

에 따라서도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의류소비지출이 차

지하는 비중에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1990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월 소득구간별 도시가계의 평균 의류

소비지출 비중을 <Table 1>에 나타내었는데,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집단1부터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7

까지 100만 원씩 증가하는 소득구간별 집단들을 비교해

보면 5.87%에서 8.55%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의류소비

지출 비중이 늘어남을 보여주고 있다(KOSIS, 2013a). 이

러한 현상은 소득차이에 따라 이 가계들이 총 소비지출

의 크기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상이한 의류소비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소득집단별 가계들에

따라 의류품목들에 대한 수요에도 차이가 있으리라 추

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의 많은 연구들이 우리

나라 가계의 의류소비에 대한 연구에서 주된 관심이 되

어 왔던 의류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아직

연구가 부족한 소득규모가 상이한 우리나라 가계들이

소비하는 의류품목들(외의, 기타의복, 신발, 의복/신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행태를 수요분석을 통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통계청이 제공하는

7개의 소득구간별 도시가계의 가계수지와 가격지수에

대한 분기별 시계열자료(1990~2013년)와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준 이상수요체계)수요모형을 사

용하여 소득차이에 따라 도시가계들이 총 소비지출액

과 가격의 변동의 영향으로 실제 의류품목들의 수요량

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수요탄력성을 통해 규명하고

자 한다. 연구의 결과들은 소득차이에 따른 도시가계의

의류소비실태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류수요에 대한 선행연구

가계나 소비자가 소비하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분석

은 최종적으로 그 소비재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추정하

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며 분석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가계의 중요한 소비재의 하나인 의류에 대한 수요탄력

성은 가계의 의류소비패턴을 밝히는 중요한 분석지표

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재에 대한 수요분석은 주로

식품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추정하는 것(Kim & Sakong,

1994; Lee & Choi, 1999; Yoon et al., 2003)에 집중되어

왔으며 의류를 포함한 가계소비재에 대한 수요분석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소득과 가격변화 등에 따른 수요의 양적인 변

화를 나타내주는 의류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한 최근 약

25년간 진행된 한국과 미국에서의 의류를 포함한 수요

분석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경우를 보면, Lee(1998)는 AIDS수요모형

Table 1. Average composition ratio (%) of clothing expenditures in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by Korean

household income cohorts

Cohort1 Cohort2 Cohort3 Cohort4 Cohort5 Cohort6 Cohort7

Ratio 5.87 6.69 7.38 7.78 8.07 8.45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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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실증적 분석

을 실행하였다. 그는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가

계연보와 물가연보에서 1965년에서 1996년까지의 월 평

균 가계의 소비지출과 물가지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규모(2인 이상~6인 이상 가구)에 따라서 10개 소비

품목에 대한 소득과 가격탄력성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

였다. 연구에서 의류(피복)과 신발의 가격과 소득탄력성

(실질 총 소비지출을 소득대리변수로 사용)은 가계규모

에 따라 각각 1~1.5, −1~ −1.5 사이의 안정적 추세를 보

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Kim(2012)은 AIDS수요모형으

로 한국통계청의 1990년에서 2012년도까지 분기별 가계

소득-지출, 가격지수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계

들의 의류품목수요에 대한 소득과 가격탄력성 및 한국

의 경제위기 영향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총 소비지출을

소득대리변수로 해서 도출한 총 소비지출탄력성은 각

각 의복이 1.5, 신발이 0.82, 의복/신발 관련 서비스 품목

이 0.86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가격탄력성(절

댓값)은 각각 1.17, 0.87, 0.68으로 나타나서 의류수요는

모두 총 소비지출과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 것으로 밝

혀졌다.

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Blanciforti et al.(1986)은

연도별 시계열자료(1947~1978년)를 사용하여 미국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11개의 소비품목에 대한 수요분석을 시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AIDS수요모형, LES(Linear Ex-

penditure System)수요모형을 분석에 사용했다. 모형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의류수요에 대한 총 소비지출로

측정된 소득과 가격탄력성 값의 범위가 각각 0.58~0.9,

−0.24~ −0.58이어서 모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hern and Lee(1989)의 연구에서는 LES와 QES(Quadra-

tic Expenditure System)수요모형을 8개 소비재품목 소비

지출에 대한 미국 소비자 지출 조사데이터(1980~1985년)

와 함께 사용하여 소득 5분위별 소비자 계층 각각에 대

한 총 소비지출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연구에서 QES모형

으로 측정된 의류수요의 총 소비지출탄력성 값은 소득

이 낮은 분위에서 높은 분위로 갈수록 1.13에서 1.74로 점

진적으로 높아짐을 나타냈으나 LES로 측정했을 때는 그

반대로 점차적으로 낮아짐을 보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가계구성원 크기를 1명에서 4명까지 나눈 4구간의 가계

별 의류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가계구

성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성의 절댓값(부호는

음)은 0.99에서 0.89로 점진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흥미로운 연구가 Bryant and Wang(1990)에 의해 이루

어졌는데, 이 연구를 위해 SAM(Stock Adjustment Model)

수요모형을 사용하여 미국의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수

들과 더불어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상품들에 대한 소

비분석을 행하였다. 1955년에서 1984년까지 분기별 개

인소비지출과 가격지수의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였고,

특히 의류는 미국통계청 분류와는 다르게 감가상각의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 내구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의복과 신발수요는 여

성과 남성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항상소득

으로 측정된 소득탄력성은 0.69로 비탄력적이었다. 의복

과 신발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거의 단위탄력적(−1.08)

이었으며 여성과 남성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각각 0.05,

0.48이었다. 20~34세의 인구비율변화에 대한 영향도 조

사하였는데 이 인구분포의 비율이 1%가 증가하면 의복

과 신발에 대한 수요도 0.4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또한 의복과 신발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과 조정비

율을 측정했는데 각각 0.6, 0.65였다. 이 값이 의미하는 바

는 1년에 60%의 의복과 신발이 소모되며 일 년 동안 적

정수준의 65%에 해당하는 의복과 신발이 개인소비자의

재고에 보충된다는 의미이다.

1996년 AIDS모형을 사용한 Fan et al.(1996)의 연구

에서는 시계열과 횡단면적 패널데이터(1980~1990년)를

이용하여 인구통계적 변수들과 더불어 의류소비를 분석

하였는데, 총 소비지출을 소득대리변수로 하여 추정한

의류수요의 총 소비지출탄력성은 1.46이며 가격탄력성

은 −1.75이었다. 의류는 가격과 총 소비지출 모두에 대해

서 탄력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 인구통계적 변수들

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더욱 총 소비지출과 가격탄력적 의류수요를 보였으며 가

구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계에서 가장 높은 탄력성을

보였다. 연간 가계 총 소비지출 5,000~50,000$로 5,000$

씩 구간별로 나누어서 분위별로 의류수요탄력성을 조사

했는데 총 소비지출이 적을수록 더욱 총 소비지출탄력

적(5,000$ 이하 가계는 1.87, 50,000$ 이상 가계는 1.27)이

었으며 가격탄력성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2.5~ −1.7 정

도). 또한 인종적으로도 흥미로운 분석을 하였는데, 인

종별로 가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

으로 백인과 흑인 가계들(1.47, 1.48)이 아시아와 히스패

닉계 가계들(1.34, 1.21)보다 더욱 총 소비지출탄력적 의

류수요를 보였으며 가격탄력성에 있어서는 백인과 아시

아계 가계들(−1.8, −1.76)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가계들

(−1.69, −1.67)보다 더 가격탄력적이었다. 마지막으로 AIDS

모형을 사용한 Kim(2003)의 연구에서는 1929년부터 1994년

까지의 연도별 소비지출 및 가격지수의 시계열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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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미국소비자들의 의류품목들에 관한 수요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비내구재지출을 소득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여성과 아동의복, 남성과 남아의

복, 신발에 대한 소득과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총

비내구재지출탄력성 값은 각각 1.16, 1.1, 1.11으로 나타

나서 총 비내구재지출에 대해 탄력적인 것으로 판명되

었으며, 가격탄력성은 각각 −0.74, −0.8, −0.39으로 비탄

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인구

의 중간연령, 중간연령대(25~34세) 비율, 비백인 인구의

비율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이들 변수

들이 의류품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인구통계적

탄력성으로 추정하여 보여주었다. 여성과 아동의복을 제

외한 품목들에서 이들 변수들의 수치가 증가할수록 이

품목들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함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

자면, 남성과 남아의복수요에서 중간연령대 비율탄력성

이 −0.8이였는데 이것은 인구의 중간연령대 비율이 1%

증가하면 약 0.8% 정도의 남성과 남아의복수요가 감소

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비백인 인구비율탄력성은 신발

수요에서 −0.65로 추정되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1%로 증가하면 약 0.65%의 신발수요가 감소함

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의류수요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았는데, 특히 소득과 가격탄력성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

로 의류를 세분하였을 때, 신발 및 의복/신발 관련 서비

스(수선 및 세탁 등)을 제외한 의복은 소득탄력적이며

그 밖의 의류품목들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임을 보

이며, 가격에 대해서는 의류품목들은 대부분 비가격탄

력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비자와 가계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인구통계적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

류소비에 대한 그 선호(preference)와 수요체계가 과거와

달리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일 것

이다. 또한 연구자들에 따라 이용되는 가계와 소비자의

소비지출자료와 수요모형의 다양함에 기인할 수도 있다.

소득탄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서 총 소비지출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항상소득이론(Friedman, 1957)

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가계의 소비지출은 현재의

소득수준보다 항상소득에 근거하며 소비자나 가계는 현

재의 소비지출수준을 소득변화에 관계없이 지속하고 싶

어 한다. 따라서 소득탄력성을 측정하는데 소득이나 가

처분소득을 이용하는 것보다 총 소비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Dardis et al., 198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크기가 소비지출을 위한

구매력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경우 총 소비

지출은 표면화되기 어려운 구매력까지도 반영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고 소득의 출처가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의 상황에서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힘들기 때문

이기도 하다(Kim & Choe, 2002).

2. 수요함수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과 AIDS모형

일반적으로 소비자 혹은 가계의 특정 상품에 대한 수

요(혹은 수요량)은 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낸다. 이

것은 소비자의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가 그 상

품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와 그 상품의 가격

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의미

로 본다면 소비자가 처분 가능한 소득 혹은 예산 내에

서 그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구

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 수요에 대한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은 이성적 소비자는 주어진 한

정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지향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상품에 대한 단순한 수요함수는 수요량(q)는 소득 혹은

총 지출(x)와 가격(p), 즉 q=f(x, p)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 이는 소비에 지출 가능한 예산인 총 지출규모에 제약

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타당한 소비자의 수요

함수는 이러한 함수관계들에 바탕을 두고 도출된 수요

함수이여만 한다. 지금까지 경제학의 소비자 소비행동

분야에서 이러한 수요함수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는데 간단한 수요함수의 형태는 단일방정식 함수

의 형태들이다. 예를 들자면, 선형함수 q=α+βx+γp, 혹

은 이중로그함수 logq=α+βlogx+γlogp 등이며 이들 함

수에서 α, β, γ는 측정계수들이다. 이들 함수모형은, 수

요량과 가격의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통계적으로 단순

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기가 쉬우며 단일상품에

대한 수요분석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형태들이다

(Philips, 1983). 그러나 현실에서 소비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고려할 때 주어진 예산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의 구매선택도 동시에 고려한다. 따

라서 소비자는 여러 소비상품들과의 조합을 고려한 소

비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정 상품의 소비는

다른 상품들과 상호의존적인 소비행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 이러한 소비자의 소

비행위는 단일상품에 대한 수요를 독립적으로 측정하

는 것보다는 다른 상품들의 수요도 동시에 고려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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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Eastwood, 1984;

Philips, 1983).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구조체계를 갖춘 모형들이 개발되어왔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요체계를 완전수요체계(complete

demand system)라고 명명해왔다(Lee, 1998). 이러한 수

요체계는 구조방정식형태로 되어있으며 지금까지 개발

된 완전수요체계모형들 중 가장 빈번히 수요분석에 사

용되었던 모형들의 종류와 특성들을 <Table 2>에 요약,

제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모형들에서 w는 특정 상품에 대

한 지출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i와 j는 특정

상품들이고 α, β, γ는 측정계수들이다. 특히 수요분석에

서 특정 상품의 수량(q)에 대한 자료획득의 어려움이 종

종 발생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출비율로 표현되는 위의

모형들이 상당히 유용하리라 본다. 이들 수요모형은 수

요체계에 관한 이론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조건들을 잘

만족시키고 있으며 비교적 통계적으로 측정하기가 쉬

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요이론이 요구하는 수요모형

의 적합성을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Philips, 1983). 첫째, 가산성(adding-up)이며 이것은 소비

자의 각 상품들에 대한 지출의 합은 총 지출비와 같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각 상품들에 대한 지출비율들의 합은

1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동차성(homogeneity)

이 요구된다. 이 특성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가격들과 소

비 가능한 총 지출비가 같은 비율로 변화했다면 상품들

의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칭

성(symmetry)이다. 두 상품 간의 가격효과는 같아야 한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상품A의 가격변화가 상품B

에 대한 지출변화에 미치는 크기는 반대로 상품B의 가

격변화가 상품A에 대한 지출변화에 미치는 크기와 같

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성(negativity)의 특성인

데, 수요곡선의 일반적 형태를 조건 짓는 것으로 수요곡

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여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수요모형들은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잘

반영하는 모형이라고 간주된다.

비교적 다른 완전수요체계모형보다 최근 국내수요분

석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왔던 모형은 AIDS모형으로 이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선행연구 목차에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는 대부분 식품수요분석 등(Kim & Sakong, 1994;

Lee & Choi, 1999; Yoon, 2002; Yoon et al., 2003)에서

모형화되어 사용되었다. AIDS모형은 위에서 언급한 이

론적 조건들뿐만 아니라 “집합성(aggregation)” 문제도

해결되는 모형이다. 집합성 문제란 분석된 소비자의 수

요가 개별소비자들의 소비행위가 실제로 반영되어 나

타난 것이며 따라서 개별소비자들의 소비행위를 정확

히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수요분

석에 자주 이용되는 데이터들은 소비자들이나 가계들

의 집합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열자

료에서 가계들의 월 평균 혹은 연 평균 소비지출들은 가

계들의 소비지출을 총합하여 평균한 것이라 할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이 소비지출은 실제 개별가계가 시장에

서 소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엄밀히 주장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경험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도

적합한 수요분석과 수요모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합

성 문제는 소비자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고

다수의 연구들(Deaton & Muellbauer, 1980, 1993; Gor-

man, 1953, 1961; Muellbauer, 1975, 1976)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집합성의 문제도 AIDS모형으로 해

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증명은 본 연

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Deaton and

Muellbauer(1980, 1993)의 저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Table 2>에 제시했듯이 AIDS모형은 종속변수가 특

정 상품에 대한 지출비율(wi)으로 되어있고 모형을 추

정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변수들은 특정 상품에 대한 가

격(pi)과 지출(x) 그리고 Stone(1954)의 가격지수(P)이다.

Table 2. Properties of complete demand systems

Name LES Rotterdam Model AIDS

Researcher Stone (1954) Theil (1965), Barten (1969) Deaton and Muellbauer (1980)

Form
piqi = piγi + βi(x − Σjpjγj)

wi = piγi/x + βi(1 − Σjpjγj/x)

wid
†
logqi = βi(dlogx−

wjdlogpj) + Σjγijdlog pj
wi=αi+Σjγijlogpj+βilog(x/P*)

Income elasticity βi/wi βi/wi 1+βi/wi

Price elasticity −1+(1−βi)γi/qi γij/wi −1+[γii−βi(αi+Σjγijlogpj)]/wi

*Stone price index=Σiwilogpi
†
Total dif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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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tone(1954)의 가격지수(Σiwilogpi)는 종속변수인

wi가 그 안에 존재하고 분석과정에서 통계적 오류를 유

발하므로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보통 로그선형화(log-

linear)된 라스페이레스 가격지수, 즉 Σiwi
0
logpi를 사용한

다(Moschini, 1995). 라스페이레스 가격지수에서 wi
0
는

한 단위 지체된 시간(월, 분기, 년 등)의 지출비율이다.

AIDS모형에서 라스페이레스 가격지수의 사용은 적합

하고 그 모형은 선형화된 모형으로 wi=αi+Σjγijlogpj+βi

(logx−Σjwj
0
logpj)으로 변형된다. 그리고 이 선형화된 AIDS

모형에서 소득탄력성은 1+βi/wi이며, 가격탄력성은 −δij

+{γij−βi (wj
0
+Σkjlogpj)}/wi 인데, 여기서 i=j인 경우는 δij

=1, 그 외는 δij=0이다(Buse, 1994; Moschini, 1995).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한국통계청의 도시가계 월 소득 7구간 분류에 따른 소

득집단별 의류품목수요에 대한 분석연구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득차이에 따라 가계들의 의류품목수요는 총

소비지출변동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둘째, 소득차이에 따라 가계들의 의류품목수요는 의

류품목들의 가격변동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2. 수요분석자료와 방법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한국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탈 통계데이터베이스(KOSIS, 2013a, 2013b)

로 공개하고 있는 도시가계(2인 이상)의 소득-지출동향

에 대한 분기별 시계열데이터(1990년 1분기~2013년 1분

기)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가계소비지출에 대해 구

분류와 신 분류로 나누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

분류에 의한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선택하였다. 구 분류

의 자료는 비교적 오랜 기간(1965~2008년)의 가계소비

지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득구간별 가계소비지

출 품목분류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가격지수를 확보하

기가 어려웠다. 신 분류에 의한 가계소비지출 품목들은

12개의 품목으로 구분되어있고 과거에는 피복과 신발

로 분류되던 의류품목이 의류와 신발로 명칭이 변경되

어 분류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로 명명하고 의류

혹은 의류품목은 의복, 신발, 기타의복, 의복/신발 관련

서비스 품목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신분류자

료는 1990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월 소득의 차

이에 따라 도시가계를 7개 소득집단으로 나누어서 가

계의 소비품목별 소비지출을 명목과 실질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의류품목은 6개의 하위 소비

지출품목들로 나누어지는데 외의와 직물, 내의, 기타의

복, 신발, 의복 관련 서비스, 신발 관련 서비스 지출로 구

분되어있다. 외의와 직물은 통계청 소비지출분류 상 하

나의 지출품목으로 되어있어 외의와 직물에 대한 각각

의 지출데이터는 구분하여 추출할 수 없다. 가계소비지

출에서 직물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세하므로 외의

와 합산하여 하나의 소비지출품목으로 구분하였다고 추

측된다. 기타의복에는 양말, 스타킹, 모자, 넥타이, 실류

등이 포함되어있고 의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

므로 내의와 함께 하나의 품목으로 묶었고 의복과 신발

관련 서비스 품목(의복/신발수선 및 세탁)도 유사한 서

비스 소비지출품목으로 간주되어 한 가지 품목으로 묶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의류품목은 외의(외

의와 직물: outer wear), 신발(shoes), 기타의복(내의와 기

타의복: other wear), 의복 관련 서비스(의복과 신발 관련

서비스: related services)의 4가지 품목이다. 또한 AIDS

수요모형분석에 필요한 의류품목들의 가격지수자료는

실질과 명목소비지출에서 디플레이트(deflated)된 가격

지수를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의 월 소득구간별 소득집

단 구분은 소득-지출동향자료에 분류되어있는 7개 구간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소득집단

은 소득집단1=100만 원 이하, 소득집단2=100~200만 원,

소득집단3=200~300만 원, 소득집단4=300~400만 원, 소

득집단5=400~500만 원, 소득집단6=500~600만 원, 소득

집단7=600만 원 이상의 7개 소득집단이다. 각 소득집

단별 가계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수요분석을 위한 AIDS모형의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i=αi+Σjγijlogpj+βi(logx−Σjwj
0
logpj)

wi: 각 소득집단의 총 소비지출에서 외의, 기타의복,

신발, 의복 관련 서비스 품목 각각이 차지하는

소비지출비율

pj: 외의, 기타의복, 신발, 의복 관련 서비스 품목 각

각의 가격지수

x: 총 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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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0
: 각 소득집단의 총 소비지출에서 외의, 기타의복,

신발, 의복 관련 서비스 품목 각각이 차지하는 1분

기 지연(lag)기간의 비율

i, j: 1, 2, 3, 4, 5 (1=외의, 2=신발, 3=기타의복, 4=의

복 관련 서비스, 5 =기타소비상품)

wi, x, wj
0
는 실질소비지출 데이터를 사용하고, αi, γij,

βi는 측정계수들이다. 각 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특성들

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측정된 계수들과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 목차에서 Buse(1994)와 Moschini

(1995)가 제시한 수요탄력성 공식으로부터 각 소득집단

들의 의류품목수요에 대한 총 소비지출탄력성과 의류

품목들의 가격탄력성 값을 구했다.

AIDS모형은 표면 상 반복무관회귀분석(iterative see-

mingly unrelated regression: ITSUR)방법으로 추정하였

다. 또한 이론적 배경 목차에서 제시한 수요모형의 이론

적 조건인 가산성, 동차성, 대칭성 조건들이 모형에 부과

되었다. 그러나 가산성은 분석과정 중 분산-공분산 행렬

이 비정칙(singular)인 통계적 오류를 발생하므로 한 개

의 방정식을 제거해야 한다(Barten, 1969). 따라서 추정

과정에서 의류품목의 방정식들 이외의 기타소비품목 방

정식(w5)을 제거하였다. 수요모형의 분석에는 계량경제

학 통계프로그램인 SAS/ETS이 사용되었다.

Table 3. Demographic properties of urban household income cohorts

Cohort Size* (person) Age of household head* Monthly income* (won) Proportion (%)

1 2.8 51.1 0,666,049 16.2

2 3.3 44.9 1,499,918 32.3

3 3.7 44.2 2,444,317 22.4

4 3.8 45.0 3,424,924 13.3

5 3.9 45.7 4,422,578 07.4

6 3.9 46.9 5,431,660 03.7

7 4.0 46.2 7,689,248 04.7

Mean 3.5 44.3 2,501,943

*Mean value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651, 650 in wj
0
)

Variables Mean S.D. Minimum Maximum

w1 0.0490 0.0123 0.0215 0.0970

w2 0.0088 0.0019 0.0040 0.0137

w3 0.0065 0.0011 0.0031 0.0132

w4 0.0019 0.0006 0.0007 0.0088

w5 0.9335 0.0141 0.8852 0.9671

w
0
1 0.0490 0.0123 0.0215 0.0970

w
0
2 0.0088 0.0019 0.0040 0.0137

w
0
3 0.0065 0.0011 0.0030 0.0132

w
0
4 0.0019 0.0006 0.0007 0.0088

w
0
5 0.9334 0.0141 0.8852 0.9671

p1 105.06 24.92 45.13 471.12

p2 088.42 15.93 10.70 149.68

p3 097.56 15.40 35.39 232.35

p4 112.70 45.67 01.01 626.17

p5 091.02 12.19 35.11 176.80

x 2253801 1009396 690683 504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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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각 소득집단들의 의류품목들에 대하여 AIDS수요모

형을 분석하였다. <Table 5>−<Table 6>은 각각 소득집

단별로 측정된 각 의류품목수요에 대한 총 소비지출 및

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각 소득집단들의 의류품목들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AIDS수요모형 추정과정을 통하

여 얻은 계수값들과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탄력

성으로 분석하였다. 탄력성 값 측정은 SAS/ETS의 추정

프로세스를 사용하였다. 추정된 탄력성 값은 각각 총 소

비지출과 가격 1%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 변동을 나타

낸다.

1. 의류품목수요에 대한 총 소비지출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득 대신 소득의 대리변수인

총 소비지출을 독립변수의 하나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소득탄력성 대신 총 소비지출탄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총 소비지출탄력성의 추정값은 양

의 부호로 나타나있다. 모든 소득집단에서 의류품목들

은 정상재(0<탄력성 값)로 소비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로 총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면 가계는 의류품목들

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차이에 따라 그리고 의류품목들에 따라 증가(혹은

감소)시키는 수요량의 증가(혹은 감소)비율은 차이가

난다. <Table 5>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1을 보면 탄

력성이 모두 1보다 커서 이 집단에서 의류품목들은 사

치재로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집

단1에서는 총 소비지출이 1% 증가하면 외의에 대한 소

비량을 약 1.19%까지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

득집단1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의류품목들의 탄력성이

크고 탄력적이다. 이 집단에서 소득변화에 의한 총 소

비지출규모의 변동에 따라 의류소비를 줄이거나 늘일

때 다른 집단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소비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득집단1의 가계들은 가구주의

연령도 높고(평균 연령 51세) 월 소득이 가장 적은 가계

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가계들은 의

류품목들을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로 소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집단의 의류소비지출 비중도 낮아<Table

1> 다른 소비품목들에 대한 지출예산에 더 지출비중을

할당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득집단1과

7을 제외한 집단들에서 모든 의류품목들은 탄력성이 1

보다 작아 필수재로 소비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소득이

매우 적을 때는 이 의류품목들을 사치재로 소비하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 및 수요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소비유형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소비경향은 이들 가계들에서 필수재로 소비하는 우

선순위를 갖지만 소비에 있어 곧 포화상태에 이르고 총

소비지출에 비하여 소비의 증가율이 점차 감소함을 반

영한다(Kim & Choe, 2002).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집

단7은 소득집단1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보다 모든 의류

품목들에서 높은 수요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록

의복 관련 서비스에서 탄력성 값이 크게 추정되었지만

(1.432), 대체로 품목들 간의 탄력성 격차도 다른 집단

들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런 소비경향은 이 집단이 총

소비지출변동에 따른 의류품목들(의복 관련 서비스 품

목을 제외한)에 대한 소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행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이 집단의 소득과 총 소비지출

규모가 매우 높아 다른 소비품목들과 더불어 가계소비

를 결정함에 있어 의류품목들의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

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류품목들의 탄력성을 비교해 볼 때 신발과 의복 관

련 서비스 품목들의 탄력성이 집단들 사이에 격차가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의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낮은

Table 5. Estimated demand elasticity for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by income cohort

 Item Cohort1 Cohort2 Cohort3 Cohort4 Cohort5 Cohort6 Cohort7

Outer wear
(1.197*)

(0.150)*

(0.820*)

(0.253)*

(0.763*)

(0.217)*

(0.841*)

(0.229)*

)0.813*(

(0.158)*

)0.681*(

(0.158)*

)1.062*(

(0.087)*

Shoes
(1.012*)

(0.158)*

)0.378*)

(0.235)*

)0.415
†
)

(0.251))

)0.213)*

(0.209)*

)0.560*)

(0.149)*

)0.488*)

(0.140)*

)0.834*)

(0.082)*

Other wear
)1.314*)

(0.203)*

)0.858*)

(0.264)*

)0.725*)

(0.251)*

)0.629*)

(0.234)*

)0.739*)

(0.134)*

)0.883*)

(0.145)*

)0.857*)

(0.078)*

Related services
)1.337*)

(0.227)*

)0.479*)

(0.418)*

)0.089)*

(0.363)*

)0.145)*

(0.343)*

)0.541*)

(0.227)*

)0.810*)

(0.224)*

)1.432*)

(0.166)*

†
p<.1, *p<.0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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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집단은 0.681로 집단6이었다. 신발과 기타의복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낮은 집단은 집단4로 탄력성 값은

각각 0.213과 0.629이었다. 의복 관련 서비스의 탄력성이

가장 낮은 소득집단은 집단3(0.089)이었으나 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1). 의복 관련 서비

스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소득집단7이며

그 값은 1.432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소득집단

1에서는 의복 관련 서비스에 대한 탄력성이 1.337로 가

장 높은 반면 신발에 대한 탄력성은 1.012로 거의 단위

탄력적인 값에 가깝게 가장 낮았다. 소득집단2에서는 기

타의복에 대한 탄력성이 0.858로 가장 높은 반면 신발에

대한 탄력성은,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0.378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집단3과 4에서는 외의에 대

한 탄력성은 각각 0.763, 0.841로 가장 높은 반면 의복 관

련 서비스에 대한 탄력성은, 비록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진 않지만, 각각 0.089, 0.145로 가장 낮았다. 소

득집단5를 보면 외의에 대한 탄력성(0.813)이 가장 높은

반면 의복 관련 서비스에 대한 탄력성(0.541)이 가장 낮

았다. 소득집단6은 기타의복에 대한 탄력성(0.883)이 가

장 높았고 신발에 대한 탄력성(0.488)이 가장 낮음을 보

이고 있다. 소득집단7에서는 외의가 단위 탄력적(1.062)

품목에 가깝게 소비되고 의복 관련 서비스 품목은 사치

재로 소비되며 이 품목의 탄력성(1.432)이 가장 높았다.

이 집단에서 가장 낮은 탄력성을 보이는 의류품목은 탄

력성 값이 0.834인 신발이었다. 모든 소득집단들에서 의

복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의류품목들 중 신발이 상대적

으로 탄력성이 낮은데 이는 각 소득집단들이 이 품목을

“상대적 필수재”(함께 소비하지만 다른 품목들보다 탄

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혹은 가격의 변화에 둔감

한 소비재)로 소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의류품

목들보다 내구재적 특성이 소비에 있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의류품목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Table 6>에 제시된 의류품목들의 가격탄력성의 추정

값은 음의 부호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모든 소득집단에

서 의류품목들은 보통재(0>탄력성 값)로 소비되고 있

으므로 의류품목들 자체의 가격들이 증가한다면 가계

는 의류품목들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소비지출탄력성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소득차이에 따라 그리고 의류품목들에 따라 가격의

증감으로 인한 수요량의 증감비율은 차이가 난다. 이

이후로 언급되는 가격탄력성 값은 절댓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의류품목들 중 외의와 소득집단들 중 집단7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의류품목에 대한 수요는 가격탄

력적인 것(탄력성 절댓값>1)으로 나타났다(Table 6). 모

든 소득집단들에서 의류품목들에 대한 가격탄력성 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05)을 보였다. 외의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가장 낮은 소득집단은 0.257로 집단2이었

고 가장 높은 집단은 0.829로 집단1이었다. 신발, 기타

의복, 의복 관련 서비스 품목 모두에 대한 탄력성이 가

장 낮은 소득집단은 집단7로 탄력성 값은 각각 0.988,

0.865, 0.641이었고 반면 이 품목들 모두에서 탄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집단1로 그 값은 각각 2.012, 1.959,

2로 이들 품목가격들의 변화에 매우 큰 반응을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집단1에서는 신발가격이

1%만 증가해도 약 2.01%까지 신발소비량을 줄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집단1은 모든 의류품목들

에서 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소득집단1에서는 신발에 대

한 탄력성이 2.012로 가장 높은 반면 외의에 대한 탄력

성은 0.829로 가장 낮았다. 소득집단2와 3에서는 소득집

단1에서처럼 신발에 대한 탄력성이 각각 1.942, 1.591

로 가장 높은 반면 외의에 대한 탄력성은 0.257, 0.274으

Table 6. Estimated demand elasticity for price by income cohort

Item Cohort1 Cohort2 Cohort3 Cohort4 Cohort5 Cohort6 Cohort7

Outer wear
(−0.829*

−(0.100)

(−0.257*

−(0.091)

(−0.274*

−(0.079)

(−0.603*

−(0.094)

(−0.733*

−(0.083)

(−0.810*

−(0.071)

(−0.765*

−(0.080)

Shoes
(−2.012*

−(0.211)

(−1.942*

−(0.199)

(−1.591*

−(0.167)

(−1.395*

−(0.114)

(−1.079*

−(0.051)

(−1.111*

−(0.059)

(−0.988*

−(0.058)

Other wear
(−1.959*

−(0.241)

(−1.163*

−(0.262)

(−1.373*

−(0.148)

(−1.409*

−(0.124)

(−1.008*

−(0.075)

(−1.297*

−(0.068)

(−0.865*

−(0.050)

Related services
(−2.000*

−(0.124)

(−1.351*

−(0.166)

(−1.259*

−(0.118)

(−1.246*

−(0.083)

(−1.208*

−(0.055)

(−1.090*

−(0.033)

(−0.641*

−(0.063)

*p<.0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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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낮았다. 소득집단4에서는 기타의복에 대한 탄력

성은 1.409로 가장 높았고 외의에 대한 탄력성은 0.603

로 가장 낮았다. 소득집단5를 보면 의복 관련 서비스에

대한 탄력성(1.208)이 가장 높은 반면 외의에 대한 탄력

성(0.733)이 가장 낮았다. 소득집단6은 기타의복에 대한

탄력성(1.297)이 가장 높았고 외의에 대한 탄력성(0.81)

이 가장 낮음을 보이고 있다. 소득집단7에서는 신발에

대한 탄력성(0.988)이 가장 높았고 의복 관련 서비스 품

목의 탄력성(0.641)이 가장 낮았다. 소득집단7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외의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외의는 가격 비탄력적 수요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

는 모든 소득집단의 가계들이 이 품목을 가격변동에 대

하여 필수재로 소비함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집단들에

서 외의가 가격 비탄력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는 식품의 수요에서 나타는 소비유형과 유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가계소비에서 특정 품목소비지출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고 자주 구매되는 품목들이 일반적으로

가격변화에 둔감한 가격 비탄력적 소비를 보여주는데

외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의가 의류품목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높고 다른 의류품목들보다 상대

적으로 자주 구매되어지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

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서로 인접한 소득집단1과 2

는 외의에 대한 탄력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위에

서 언급한 것처럼 두 집단 간의 의류품목 소비지출에서

외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에서의 차이(집단1: 67%, 집

단2: 70%)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두

집단의 가계특성의 차이, 즉 가구주 연령과 크기<Table

3>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도 생각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의 점진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신발과 의복 관련 서비스 품

목이었다. 이것은 신발과 의복 관련 서비스 품목을 소득

이 낮은 가계일수록 이 품목들에 대한 가격변동에 상대

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비하고 “상대적 사치

재”(함께 소비하지만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아 다른 품

목들에 비해 소득 혹은 가격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비재)로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총 소비지

출탄력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득집단1의 가격탄력성

은 다른 집단들보다 높고 외의를 제외한 모든 의류품목

들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소비유형을 보인다. 이는 일반

적으로 소득이나 소비지출예산이 적은 소비자나 가계

에서 가격탄력적인 소비행동을 보이는데 소득집단1에

서도 이와 유사한 소비유형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소득

이 가장 높은 집단7을 보면 가격탄력성의 값이 모두 1보

다 작아서 다른 소득집단들과 차이 나는 의류소비행태

를 보이고 있다. 비록 신발에서는 단위탄력적 소비에 근

접한 탄력성을 보이지만, 소득집단7은 거의 모든 의류

품목들에서 비가격탄력적인 소비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가격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의

류소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이 집단의 소득이 높으

므로 이러한 소비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IDS수요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 도

시가계들이 소득차이에 따라 의류품목들에 대한 소비

행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였다. 선정된 수요모형

을 사용하여 소득차이에 따른 도시가계들을 대표할 수

있는 7개 소득집단별로 총 소비지출과 의류품목들의 가

격변화에 따라 이들 집단이 이 품목들의 수요량이 어떻

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을 제기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소득이 다른 가계들의 의류품목

수요가 총 소비지출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고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총 소비지출탄력성 분

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가계

들의 의류품목수요에 대해 총 소비지출탄력적으로 나

타나 총 소비지출의 변화에 대해 다른 소득집단가계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수요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가계

들은 의복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의류품목들의 탄

력성이 다른 소득집단가계들보다 높았는데 이는 Chern

and Lee(1989)의 LES모형과 Fan et al.(1996)의 AIDS모

형을 사용한 연구에서 보여준 소득과 총 소비지출분위

별 탄력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

단의 가계들은 대부분의 의류품목들을 사치재로 평가한

다고 할 수 있다. 이 가계들을 제외한 가계들(월 소득

100~600만 원 이상)에서는 외의, 기타의복과 신발의 탄

력성이 거의 비탄력적으로 나와 Blanciforti et al.(1986)

과 Bryant and Wang(1990)(항상소득으로 추정)의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 월 소득 200~400만 원의 가계

들은 신발과 의복 관련 서비스 품목의 소비가 총 소비지

출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외의와 기타의복소비에 비해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소득이 다른 가계들의 의류품목

수요가 의류품목가격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

는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문제는 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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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 분석하며 조사하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의 가계들(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을 제외한 가계들과

외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의, 기타의복을 제외한 의류품목들

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성이 점차로 낮아진다.

외의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가계들에서 가격의 영

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월 소득 100~300만 원 소득집단

가계들에서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다.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가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가계들에 비해 의류품

목들 간에 탄력성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는 이 가계들

이 비교적 다른 가계들에 비해 의류품목들 간 소비를

가격변동으로부터 비교적 안정되게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발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의 점진

적으로 그 탄력성이 낮아지고 가장 급격히 감소한 형태

는 의복 관련 서비스 품목이었다.

가계와 소비자들은 그 들의 소득과 소비 가능한 지출

규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그들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세분된 시장의 매장에서 의류상품을 구매하기

원한다. 소득이 낮은 가계들은 소득이 비교적 높은 가계

들이 주로 찾는 매장들과는 구분되는 시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으로 세분화된 시장에서 의류마케터들

은 그들의 타겟 마켓을 설정하고 의류상품을 포지셔닝

하는데 있어 우선 그 시장의 소비자나 가계들이 가격과

소비지출규모의 변화 같은 경제적 지표들에 얼마나 민

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소득계층으로 구분된 도

시가계들의 의복소비행태를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들과

얻어진 정보들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신발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집단의 가계들은 의류품목 모두에서 비가격탄력적

수요의 소비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가계들은 가격의 할인보다는 “쾌락적 욕구” 충족을 위

한 쇼핑에 더 중점을 두는 소비자들이라 할 수 있고 따

라서 의류마케터는 가격중심의 판매전략보다는 프레

미엄 혹은 플래그십(flagship) 마케팅 등 참여형 체험소

비전략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본다. 가격인하/인상에 따

라 외의를 제외한 기타의복품목(내의, 양말, 스타킹, 모

자, 넥타이 등)과 신발상품의 수요는 대체로 가격탄력

적이어서 크게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소매점의 판매전략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정보이

다. 이들 의류품목을 취급하는 소매점이나 혹은 다양한

의류품목들을 판매하는 스파(SPA), 멀티샵 등은 이들

품목위주의 가격할인을 시행함으로서 고객을 점내로 유

인할 수 있는 가격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 외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탄력성(비가격탄력성)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의의 가격할인 판매상황에 있

어 다른 의류품목들에 비해 큰 폭의 가격인하가 고객들

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수요분석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가계들은 소

득과 의류품목들에 따라 차이 나는 의류소비행태를 보

인다는 것을 알았다. 본 연구는 과거의 의류소비에 관

한 연구들이 우리나라 가계의 의류소비에 대한 연구에

서 주된 관심이 되어 왔던 의류소비지출 분석에서 벗어

나 소득규모에 따라 가계의 실제 의류소비량에는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수요모형을 이용하여 그 수요패턴

을 규명해보았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그

러나 연구를 위한 분석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하

여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고 사

료된다. 첫째, 분석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는 다

양한 의류의 품목들을 좀 더 세분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

았으며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의와 기타의복을, 그리

고 의복 관련 서비스와 신발 관련 서비스를 각각 하나의

의류품목들로 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의류품목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수요탄력성을 도출한다면 본 연구에

서 추정한 탄력성 값은 세분화하여 추정한 값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었던 월 소

득 100만 원 단위로 구분된 소득집단7구간은 통계청의

분류를 그대로 따랐으며 고/저소득가계를 구분하는 소

득수준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계열자료(1990~2013년)의 특

성 상, 분석에 사용된 소득이 낮은/높은 가계의 구분은

시간경과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소득구분이었다. 따라서 이는 소득에 따른 일반적

분류인 소득상중하로 구분된 가계의 횡단면적 소비유

형연구에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에 활용된 수요모형은 앞으로의 가계와 소비자

들의 의류소비분석의 도구로 사용되길 제안하며 가계

의 다른 사회-인구통계적 변수, 예를 들면, 노령화, 여

성의 임금수준, 고용상태 등과 같은 변인들과 연계하

여 가계의 의류소비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

이다. 분석에 필요한 가계지출 및 가격데이터들이 확보

된다면 좀 더 세분되고 다양한 의류품목들에 대한 가계

소비유형의 연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의류상품

은 유행성 혹은 사회심리적 요인들도 소비자 혹은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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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류품목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분석특성 상 그와 같은 비계량적 변수

를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요인

들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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