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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estimated reverse mortgage(JTYK) replacement rates of retired 

households and analyzed major determinants of the rates.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reverse mortgage system and public/private pension 

policy in Korea.

(2) RESEARCH METHO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empirical replacement rates model based on life cycle 

hypothesis were used. Using 2015 survey on demand of reverse mortgage loan(JTYK) 

by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classified reverse mortgage replacement rates 

by specific retired households groups were forecasted. To investigat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replacement rates, ANOVA, regression analysis, and simulation were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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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FINDINGS

Average replacement rate from reverse mortgage loan was 65.5%, and the rat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and gender of retirees, educational level, housing 

assets, financial assets, ownership of public pension and private pension, and 

evaluation of retirement asset adequacy.   

2. RESULTS

Higher age, lower level of education, and more housing asset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placement rates, while having a spouse, more financial assets, having 

a private pension, and having real estate rental incom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replacement rate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on public policy on the reverse mortgage loan and pension 

system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in rapidly aging society. 

3. KEY WORDS 

∙public pension, retirement wealth adequacy, real estate rental income, private 

pension, replacement ratio, reverse mortgage loan 

국문 록

본 연구는 주택연 을 이용하고 있는 은퇴자를 상으로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을 추정하고 련 요인들을 분석하

여 공 , 사  연 제도를 한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추정 결과, 주택연  소득 체율은 

평균 6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연  소득 체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독립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은퇴자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  특성과 주택자산, 융자산, 공 연  는 사 연 의 보유여부, 

부동산 임 소득의 유무와 같은 경제학  특성, 노후자산의 충분성에 한 주  평가와 같은 심리  특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밝 졌다. 은퇴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체율은 증가하 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감소하 으며, 주택자산

이 많을수록 크게 증가하 고 융자산이 많을수록 감소하 다. 은퇴자의 교육수 이 낮을수록 체율은 증가하 고, 

사 연 이나 부동산 임 소득이 있는 경우 체율은 크게 감소하 다. 한 노후자산 충분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체율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속한 고령화에 비하여 주택연 제도의 개선  주택연  상품의 

정교화, 다원화를 한 유용한 정책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공 연 , 노후자산 충분도, 부동산 임 소득, 사 연 , 소득 체율, 주택연  

Ⅰ. 서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소득의 50% 이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개인들은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 증가로 은퇴를 제 로 비하지 못한 상태

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될 험이 커지고 있어 은

퇴기간 동안 축 된 은퇴자산이 부족하게 되는 



76  주택연 의 소득 체율에 한 연구

장수 험(longevity risk)이 그 어느 때보다 증

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미래의 은퇴를 

비하는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에 

있어서 정수 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요한 재무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수 의 노후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소득 체율(income replacement 

ratio) 모형이 연 소득분석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강성호, 2012)1). 소득 체율은 은퇴 직

 소득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 으로 정의

되는데, 이것은 ‘은퇴 비’ 정도를 지표화 시킨 

측정도구이며 은퇴소비와 요구되는 은퇴자산을 

분석하는 효율 인 도구이다. 2015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 의 소득 체율이 

39.3%로 나타나 OECD 회원국 34개국  30

에 해당하며 OECD 평균인 57.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5)2). 이

게 소득 체율은 공 연   사 연 의 

정 여수 을 결정하거나 이와 련된 연 정책

과 세제 련 문제에 있어서도 유용한 도구로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소득 체율 모형

을 주택연 에 용시켜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연  (reverse mortgage 

loan) 제도는 속한 고령화와 련된 문제들을 

극복해 보고자 고령화 시 의 연 복지 문제의 

일환으로 2007년 7월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상으로 하여 소유 주

택을 담보로 융기 에서 매월 일정 액을 종

신 지 하는 출상품과 연   보험상품이 결

합된 복합 융상품으로 한국주택 융공사가 공

보증을 통해 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

한 주택연 제도는 부동산 자산의 비 이 높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은퇴자들의 노후 책수단으

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은퇴자들의 복지수 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주택연

은 2007년 7월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주택연  가입자가 2007년 505명에서 

2017년 말 기 으로 49,815명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한국주택 융공사, 2018)3). 주택

연 은 공 연 이 부족한 한국 상황에서 소득

보장과 주거안정 기능까지 제공하는 공 연 의 

보완재  성격을 보이며 고령층의 실질  노후

소득 보장수단으로 공  기능이 있는  효과 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방송희, 20174); 변

석, 20165); 김 환·이 주·류건식, 20176); 

여윤경·양재환, 20167)). 

주택연 과 련된 연구로서 주택연 제도

의 시행과 더불어 공 자 입장에서의 운  리스

크, 주택연 제도 이용의 결정요인  만족도 분

석 등에 한 연구들은 일부 수행되었다(서윤규, 

20168); 서윤규, 20179); 김진 ·민 기·최형

석, 201710)). 그러나 주택연  수요자의 입장

에서 주택연 이 어느 정도로 노후 소득에 기여

하는지, 는 주택연  이용자들의 소득에 주택

연 이 얼마나 기여하는가 등에 한 연구는 매

우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강성호, “ 정 노후소득수 에 응한 공, 사  연 소득원 추정”, 응용경제, 한국응용경제학회, 2012, 제14권 2호, pp.175-212.

 2) OECD, Pensions at a Glance. OECD. 2015. pp.1-376.

 3) 한국주택 융공사, “주택연  신규가입자 5만명 돌 ”, 한국주택 융공사 보도자료, 2018.(2018.1.16.), pp.1-5.

 4) 방송희, “자녀세  경제력과 주택 상속동기에 따른 주택연  가입의향 분석”, 한국주택 융공사 주택 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2017.12.28.), pp.1-32.

 5) 변 석, “주택연  가입가구 특성분석”, 한국주택 융공사 주택 융연구원, 2016,(2016.08), pp.1-22. 

 6) 김 환·이 주·류건식,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 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2017, 제110권, pp.1-29.

 7) 여윤경·양재환, “주택연 을 통한 남성과 여성 은퇴자의 장수리스크 비교분석”, 융연구, 한국 융연구원, 2016, 제30권 1호, 

pp.59-93. 

 8) 서윤규, “주택연 제도 이용의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6집, pp.231-245. 

 9) 서윤규, “자녀세 의 주택연 제도에 한 이용만족도 결정 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7, 제71집, pp.187-201.

10) 김진 ·민 기·최형석, “자산구성과 노후 비 인식 수 에 따른 주택연  가입결정 요인에 한 연구”, 경 연구, 한국산업경 학회, 

2017, 제32권 2호,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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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 의 수요자인 개인 은퇴자를 상으로 

하여 주택연 이 은퇴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

는지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을 추정하고 이러한 

체율의 증가, 감소에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들을 밝히고 련성을 규명하는데 목 을 둔다. 

특히 주택연 이 국민연  등과 같은 공 연

이나 개인연 , 퇴직연 과 같은 사 연 과 구

체 으로 어떠한 련성을 가지는가를 소득 체

율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재 주택

연 의 잠재  수요계층인 베이비부버의 은퇴가 

본격 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들의 자산구조는 

실물자산에 편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

황 하에서 주택연 은 안정  주거와 노후소득

의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켜  수 있는 효율 으

로 안으로 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택연  소득 체율 련 요인들의 규명은 향

후 우리나라의 공 , 사  연 정책  제도, 주

택연 제도의 개선방향, 주택연  주요 고객의 

세분화 략 등과 련하여 실용 이고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은퇴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소득  

자산과 주택연 과의 련성을 체계 으로 분석

하여 주택연 이 구체 으로 어떠한 집단을 주

요 타겟으로 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심층 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한 제도 , 정책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소득 체율 산정모형

소득 체율과 련된 연구들은 부분 ‘노

후소득의 정성’의 개념과 연 되어 있다. 이는 

은퇴 이후에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은퇴 과 유

사한 생활수 을 유지하기 해서 일정 수 의 

소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생애주기가

설(life cycle hypothesis)의 생애동안의 ‘소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의 개념과 

연 되어 있다. 즉 소득 체율 분석의 이론  모

형은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model)으로 이 

모형에서 인간은 은퇴와 같은 소득의 변동을 감

안하여 일생동안 소비의 한계효용을 일정한 수

으로 유지하려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모형

에 의하면 생애효용 극 화를 한 미래의 소비 

증가는 실질수익률(), 개별 할인율(), 험회

피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인데, 실질수익률

()과 개별 할인율()이 동일하다면 소비수

은 일생동안 일정한 수 이 된다. 이러한 가정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결국 생애

주기모형은 소득의 변동과 계없이 일정한 소

비수 의 유지가 생애효용을 극 화시키는 방법

임을 강조한다. 이 모형에 근거하면 결국 축의 

정성이란 소비의 한계효용을 일생동안 일정하

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축 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Engen et. al., 2000)11). 

이러한 이론  개념이 은퇴자산의 정성 

혹은 연 의 정성을 산정하는데 활용되어 왔

는데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이 ‘소득 체율

(income replacement rate)’ 모형이다. 일

반 으로 재정  측면에서 은퇴계획의 목표는 

장기  생활수 을 은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

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수 은 은퇴 이  소득

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은퇴 이후 소득이 은퇴 

이  소득의 어느 정도를 달성하도록 비해야 

하는가가 은퇴 비의 핵심 개념이며 이는 은퇴 

소득 체율(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io)로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은퇴 축이나 

연 의 정성을 단하게 된다. 이 모형을 은

퇴 축의 정성 분석에 용하는 방식은 상당

히 복잡한데 소득 체율(income replacement 

rate) 분석은 이 모형을 매우 단순한 형태로 

정성 개념에 용시킨 것이다. 소득 체율 분

11) Engen, E. M., Gale, W. G., Uccello, C. E., Carroll, C. D., Laibson, D. I., “The Adequacy of Household Saving”, 

Brookings Papers Econ. Activity, 2000, vol 2, pp.65-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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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방법은 세부 인 모형에 따라서 다시 아래

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며 각각 장단

을 가지고 있다(Borella and Fornero, 

2009)12). 첫째, 이론  체율(theoretical 

replacement rates) 모형인데 이 모형은 

형 인 이스( ;평균소득값 는 소득의 앙

값, 연령, 근로년수 등)를 설정한 후 이를 기

으로 체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연 체계의 

정성이나 연 개 의 정성을 분석할 때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개별 이스의 다양한 특징을 

다루기 어렵고 공 연 과 사 연  이외의 공

, 사  자산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한계 을 가

지고 있다. 둘째, 실증  체율(empirical 

replacement rates) 모형인데 이 모형은 실

제 조사 자료의 소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

양한 특성을 가진 이스를 다룰 수 있다는 

이 장 이며 공 연 과 사 연  이외의 다양

한 자산을 모두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단 

데이터(longitudinal data)가 부족하여 추세 

분석이나 국제  비교 연구가 어렵다는 이 

한계 이다. 셋째, 시뮬 이션(simulation) 

모형인데 이 모형은 의 두 모형의 단 의 

부분을 극복한 방식으로 특히 미시  시뮬 이

션(micro-simulation) 모형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스를 다루며 실 세계의 다양성을 

모두 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비교연구

의 경우 사용 가능한 시뮬 이션 모형의 설정

이 어려워서  종합 모형(semi-aggregate 

model)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주택연

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이용자들의 주택

연  소득 체율을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두 

번째 모형인 실증  체율 모형을 따르기로 

한다. 

2. 소득 체율 련 실증연구

OECD에 의하면 일반 으로 연 수 자가 

은퇴 이  생활수 을 유지하기 해서는 은퇴

이  소득의 60~70%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

고 있으며 은퇴설계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

은 일반 으로 부부의 경우 70%가 정 소득

체율로 용되고 있다(강성호, 201213); 백은

, 200714)). 정한 수 의 노후소득을 추정

하는 방법으로서 소득 체율 모형이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리 활용되어 왔는데, 그 추정결과

는 분석자료  가정, 실증분석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요 연구들의 체율 추정 

결과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종욱(2000)15)은 1999년 ‘도시가계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은퇴가구로 가정하고 생애평균소득 비 

은퇴 이후 소비수 으로 소득 체율을 산정하

는데, 생애주기를 감안한 정소득 체율을 

53%~71%의 다양한 수 으로 추정하 다. 안

종범· 승훈(2005)16)은 한국노동패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 이후의 추정지출과 은퇴 이 의 

소득의 비율로 소득 체율을 추정하 는데, 평

균소득자 가구의 정소득 체율을 은퇴  소득

의 66.55%로, 정 연 여수 은 약 46%로 

산출하 다. 류건식 외(2009)17)는 국민, 퇴직, 

개인연 의 정소득 체율을 각각 35%, 

12.5%, 7.5%로 산정하여 공 , 사  연 소득

12) Borella, M. and Fornero, E., “Adequacy of Pension Systems in Europe: An Analysis Based on Comprehensive 

Replacement Rates”. ENEPRI Research Report 2009, No.68. pp.1-57. 

13) 강성호, “ 정 노후소득수 에 응한 공, 사  연 소득원 추정”, 응용경제, 한국응용경제학회, 2012, 제14권 2호, pp.175-212.

14) 백은 , “여성노인가계의 정 소득 체율 충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한국여성경제학회, 2007, 제4권 2호, 

pp.1-24. 

15) 원종욱, “국민연 의 정소득 체율 분석”, 보건복지포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제45호, pp.32-42.

16) 안종범· 승훈, “은퇴자가구의 정소득 체율”,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2005, 제15권, pp.5-33. 

17) 류건식·이 주·김동겸, “사 연  소득 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  평가”,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2009, 제83권, 

pp.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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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실질 소득 체율은 55% 수 이며 이는 

정 소득 체율인 61%~65%와 차이를 보이

고 있다고 분석하 다. 강성호(2012)의 연구

에 의하면 공 연 , 사 연 을 모두 가입하여 

30년 가입시 56.2%, 35년 가입시 66.1%의 

소득 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수·석상훈 (2013)18)은 국민노후보장패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 후의 소비지출을 반

하여 목표소득 체율을 산출하 는데, 결과는 

72.5%~88.6%로 나타났지만 상소득 체율

은 57%~64%로 나타나 우리나라 , 고령자의 

은퇴 비정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편 연 자산이 없는 개인의 평균 상소

득 체율은 37%로 나타났으나 국민연 이 있을 

경우 이는 57%로 크게 증가하여 국민연  가입 

여부에 따라 상소득 체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는 것을 실증 으로 제시하 다. 김헌수·최기홍

(2014)19)은 한국노동패 자료를 사용하여 

상소득 체율을 소득분 별로 추정하 는데 국

민연 자산을 포함할 경우 58.9%~68.4%로 

추정하 으며, 국민연 자산은 소득층의 노후

자산에 있어서 상 으로 요한 자산임을 확인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통  한계 은 체로 

비 융자산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우

리나라 은퇴자 는 고령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에서 부동산 자산은 매우 큰 비 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 하지 못하여 소득 체율이 과

소평가되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계

은 동일가구의 은퇴 과 은퇴 후의 소득(소비)

을 비교해야 하는데 패 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선

행연구의 경우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안종범, 승훈, 2005)20).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주택 융공

사의 ‘주택연 수요실태조사’이다. 주택연  수

요실태조사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주택

을 보유한 일반가구와 주택연  가입가구를 조

사 상으로 하여 주택연 의 장기 , 안정  공

에 필요한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8년부

터 매년 한국주택 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주택연 수요실태조사 자료

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 으며 분석 상자는 주

택연  이용가구  은퇴가구만 포함시켰다.  

2. 주택연 의 소득 체율 추정

에서 논의했듯이 소득 체율이란 은퇴 

의 소득을 은퇴 후에 어느 수 으로 체하는가

를 비율로서 추정하는 것으로 이를 해서는 벤

치마크로 사용될 ‘소득’ 지표가 필수 이다. 이러

한 소득 지표는 연  수  이  소득, 은퇴 직  

소득, 근로기간 평균소득, 생애평균소득 등 일반

인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가 이용가능하

다(Bridges & Choudhury, 2007)21). 즉, 생

활표  지표(living standard measure)로서 

은퇴  후의 소득을 포함하는 포 인 평균소

득, 주거비를 포함하는 소비수 , 빈곤수

(poverty threshold) 등이 있으며, 세 을 제

외한 순소득으로 소득 체율을 추정하여 순 

체율(net replacement rates)을 추정하는 방

식 등이 있다. OECD에서 추정하는 연  소득

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비 연 수령액의 비율’

로 정의된다. 결론 으로 소득 체율 추정을 

한 소득지표는 은퇴 이 의 ‘생활수 ’을 표할 

18) 김헌수·석상훈, “ ,고령자의 은퇴리스크 추정을 한 기 연구”,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제29권 2호, pp.135-165. 

19) 김헌수·최기홍, “국민연  연 자산이 개인의 상소득 체율에 미치는 향 분석”, 보험 융연구, 보험연구원, 2014, 제25권 4호, pp. 

3-34. 

20) 안종범· 승훈, “은퇴자가구의 정소득 체율”,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2005, 제15권, pp.5-33. 

21) Bridges, B. and Choudhury, S., “Social Security Benefits as a Retirement Resource for U.S. Near-retire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007, vol 53(3), pp.53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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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평균소득 는 평균소비 지표가 사용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이용하여 주택연 의 소득 체율

을 정의하면 은퇴이  소득 비 주택연  수

액수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은퇴이 과 

같은 생활수 의 유지에 필요한 소득 에서 주

택연 이 어느 정도의 비 을 차지하며 은퇴소

비에 기여하는가, 혹은 은퇴 소득 에서 주택연

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인 

‘주택연 수요실태조사’에는 은퇴이  소득에 

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신에 소득 체율 

추정을 한 소득지표로서 가장 합하다고 사

료되는 ‘평균소득’ 변수가 있었다. 평균소득 변수

는 모든 수입원을 고려한 평균 소득으로 주택연

도 포함된 소득이며 본 연구의 분석 상자가 

주택연 을 이용하는 일정한 소비수 을 유지하

고 있는 은퇴자인 것을 고려하면 이 변수가 항상

소득(permanent income) 혹은 정규소득

(normal income)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즉, 분석 상 집단이 주택연 의 가입으로 

은퇴 과 유사한 생활수 을 유지하고 있는 집

단으로 가정하고 이 소득을 주택연  소득 체

율 추정을 한 소득지표로 사용하 다. 이것은 

은퇴자 특성을 이용하여 은퇴직  소득을 추정

하는 방식보다 은퇴 생활수 을 변하는 정확

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주택연  소득 체율은 

아래의 식과 같이 표 된다. 

 


×

JR(%) = 주택연 소득 체율

     (JTYK Replacement ratio)

JTYK(pmt) = 주택연  수 액수

I = 정규소득(normal income)

주택연 (JTYK)의 계리모형은 계약종료

(사망) 시 에 출잔액이 주택가격을 과할 

경우 발생할 상손실액과 가입자의 생존기간 

동안 납부할 보증료의 상수입액이 일치하는 

수 에서 결정된다. 즉, 기 보험료의 가와 기

손해액의 가가 일치하는 조건 하에서 연

월액(pmt)이 결정되며 실제 출 의 산정은 

가입자 연령, 기 이율,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출 건별로 수지상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

택 출의 최고한도비율(LTV, loan to value)

을 도출한 후 결정되는 차를 거친다(왕핑, 김

지표, 201522); 마승렬, 201123)). 구체 으로 

연 액은 아래의 식과 같이 표 된다.  

 




 


 

 





         

                                 

pmt = 주택연 의 월지 액

NPL0 = 주택연 의 순 출한도액(=총 출한도액  

         - 기보험료)

T(a) = 연령 a인 가입자의 기 수명까지 남겨진 

         기간

m = 보험료율

i = 기 이율

IV.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75세( 앙값 

76세) 으며 월평균소득은 약 146만원, 주택연

월액의 평균은 약 92만원으로 나타났고, 주택

연  소득 체율의 평균은 65.5%, 앙값은 

70.0%로 상당히 높은 수 을 보 다(<표 1>).

22) 왕핑·김지표, “주택연 의 옵션가치 평가 연구”, 경 과학, 한국경 과학회, 2015, 제32권 1호, pp.1-13.

23) 마승렬, “즉시연 과 역모기지의 수익비 비교”, 리스크 리연구, 한국리스크 리학회. 2011, 제22권 2호,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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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25% 50% 75%

월평균소득 146.14 100.00 130.00 170.00 

주택연 월액 91.64 60.00 84.00 112.00 

주택연  
소득 체율 65.50 50.00 70.00 80.00 

주택가격 25695.46 17000.00 23250.00 31500.00 

<표 1> 주택연  소득 체율 분포 (만원, %)

　 　 　 JTYK  rep(%) 　

　 　 % μ F Value Pr > F

계약자
연령 ≤70 19.28 56.38 15.65 <.0001

71~75 28.92 63.08 

76~80 34.22 68.14 

≥81 17.58 74.34 

계약자성
별

남성 47.07 61.44 19.43 <.0001

여성 52.93 69.11 

배우자 유 60.87 62.40 19.8 <.0001

무 39.13 70.32 

주택가격
상

상승 61.63 64.65 1.48 0.2240

동일/하락 38.37 66.87 

노후자산
충분도

매우충분 0.57 63.33 6.78 <.0001

충분 11.72 54.82 

보통 42.16 67.11 

부족 42.34 67.71 

매우부족 3.21 54.71 

주소득자
직업 자 업 31.57 67.24 1.61 0.1100

공무원/공공
기 /교육계

12.29 59.17 

문직 3.02 62.00 

융기 2.65 60.00 

리직 6.43 63.32 

사무직 13.61 66.88 

매서비스직 3.02 73.50 

문기술직 5.29 61.50 

생산직/비정
규직 17.39 67.58 

기타 4.73 66.44 

교육수 학교 46.69 66.89 7.47 0.0006

고등학교 32.89 67.64 

학/ 학원 20.42 58.87 

공 연 유 82.80 62.86 46.64 <.0001

무 17.20 78.21 

사 연 유 8.70 50.54 28.71 <.0001

무 91.30 66.93 

부동산
임 소득 유 4.91 49.85 16.7 <.0001

무 95.09 66.31 

가구유형 부부/독신가
구 83.93 65.18 0.72 0.3980

자녀/부모동
거가구

16.07 67.21 

주택자산 Q4 24.76 71.55 11.31 <.0001

Q3 20.60 67.75 

Q2 28.73 65.53 

Q1 25.90 57.91 

주택외
부동산 >0 9.83 51.23 29.98 <.0001

=0 90.17 67.06 

융자산 >0 28.92 59.53 19.23 <.0001

=0 71.08 67.93 

기타자산 >0 0.57 66.33 0.01 0.9440

　 =0 99.43 65.50 　 　

<표 2> 주택연  소득 체율과 련변수

1. 주택연  소득 체율 련 요인의 

추출 

주택연  소득 체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추출하기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하 는데 매우 다양한 변수들과 유의미한 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우선 주택연

 계약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주택연  소득

체율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계약자가 

여성인 경우의 평균 소득 체율은 69.1%로 남

성의 61.4%에 비해 높았고, 계약자 연령이 높아

질수록 소득 체율도 증가(56.4%~74.3%)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주

택연  소득 체율은 70.3%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62.4%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

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67.6%, 학교 졸업인 

경우 66.9%로 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의 

58.9% 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주택연  소득 체율은 소득  다른 

연 소득이나 부동산임 소득의 유무와 유의미

한 련이 있었는데, 국민연 , 공무원연 , 군

인연 , 기 노령연  등의 공 연 이 없는 경

우의 평균 소득 체율이 78.2%, 그러한 공 연

이 있는 경우의 평균 체율이 62.9%로 크게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개인연 이나 퇴직연

이 없는 경우의 체율이 66.9%로 그러한 사

연 이 있는 경우의 50.5%에 비해 매우 높은 

소득 체율을 보 다. 부동산 임  소득이 없는 

경우의 평균 주택연  소득 체율이 66.3%로 

임  소득이 있는 경우의 49.9% 비 히 

높은 값을 보 다. 종합하면 공 연 , 사 연

, 부동산 임 소득을 보유한 은퇴자는 이러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비하여 주택연 에 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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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YK rep(%)

　 estimate t value Pr > |t|

Intercept -169.5289 -7.47 <.0001

남성계약자 -2.2762 -1.30 0.1925 

유배우자 -7.1067 -3.99 <.0001

주택가격 상 -0.8223 -0.58 0.5590 

log(house) 17.6960 10.16 <.0001

log(nonfin) -0.3035 -1.40 0.1632 

log(fin) -0.2926 -2.32 0.0205 

log(other) 0.3869 0.51 0.6071 

노후자산충분도 -3.9972 -4.07 <.0001

자 업자 0.5880 0.40 0.6911 

학교 4.1416 2.04 0.0417 

고등학교 4.4437 2.20 0.0286 

공 연 소유 -13.0420 -6.65 <.0001

사 연 소유 -13.9403 -5.55 <.0001

임 소득소유 -15.3289 -3.78 0.0002 

계약자연령 1.0985 8.10 <.0001

부부/독신가계 -0.4390 -0.23 0.8157 

F value 24.27 　 　

Pr > F <.0001

R-square 0.4313 　 　

<표 3> 주택연  소득 체율의 결정요인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연

소득과 부동산 임 소득은 주택연 을 체하

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주

택자산이 많을수록(Q1에서 Q4로 증가) 주택연

 소득 체율은일 성 있게 증가(57.9%~ 

71.6%)하 다. 이것은 주택자산이 많을수록 

소득  높은 비 을 주택연 에 의존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외 부동산 자산

이 있는 경우는 주택연  소득 체율이 51.2%

로 없는 경우의 67.1%에 비해 낮은 값을 보

다. 융자산이 있는 경우의 주택연  소득 체

율의 평균은 59.5%, 없는 경우는  67.9%로 나

타나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주택 외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나 융자산이 있는 경우는 주

택연 에 한 의존도가 비교  낮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  소득 체율은 보유

하고 있는 노후자산의 충분도에 따라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후자산 

충분도를 ‘보통이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평가한 

집단의 소득 체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67.1%,67.7%), ‘충분하다’라고 평가한 집단과 

‘매우 부족하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각각 54.8%, 54.7%).

그 밖에 미래 주택가격에 한 상, 주된 

소득자의 은퇴  직업유형, 가구유형, 기타자산

과 주택연  소득 체율은 의미 있는 계가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주택연  소득 체율 결정요인  

시뮬 이션 

분산분석의 주요결과를 토 로 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 하에서 주택연  소득

체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변수들이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을 결정

하는 독립 인 효과를 가지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우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향을 미쳤고, 주택

연  이용자(계약자)의 교육수 은 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학교,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 소득 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연령이 증가할

수록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연  이용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 에서는 배우자 유무, 교육수 , 연령

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의미 있는 수

으로 주택연 의 소득 체율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세 가지 요인들  상  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경우 배우자 유무가 가장 큰 향

(-7.10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유자산 에서는 주택자산이 많을수

록 주택연  소득 체율은 증가하 고 반 로 

융자산이 많을수록 소득 체율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자산과는 비례하는 계

가, 융자산과는 반비례 하는 체재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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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으며, 주택자산 요인의 상  향력

은 매우 크게(17.6960)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

한 자산과의 련성은 자산의 로그변형이 유의

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단순 선형 계가 아닌 

비선형  계가 있는 것으로 상된다. 그 외 

주택자산 이외 부동산 자산이나 기타 자산은 유

의한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소

득유형의 보유여부와 주택연  소득 체율 한 

흥미 있는 계가 발견되었다. 국민연 이나 공

무원 연  등 공 연  소득을 보유한 경우, 개인

연 이나 퇴직연  등 사 연  소득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부동산 임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 주택연  소득 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공 연 , 사 연 , 부동산 임 소득은 모

두 주택연  체율을 낮추는 결과 즉, 주택연

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소득의 상  

향력은 타 변수에 비하여 상당히 컸으며

(-13.0420, -13.9403, -15.3289) 따라서 주

택연 은 이 세 가지 소득유형과 서로 강한 체

재 인 특성을 갖는 계로서 해석이 가능할 것

이다. 

한편 미래 주택가격에 한 상 변수는 의

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후자산

의 충분도에 한 평가는 의미 있게 나타났다. 

즉, 보유한 노후자산의 충분도가 높다고 인식할

수록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은 낮게 나타나 주

택연 에의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유한 노후자산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주택연 에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고 따라

서 높은 소득 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회귀모형은 주택연  소득 체율의 변동

성을 약 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논의한 설명변수들  상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주택자산가격’에 따른 주택연  소득

체율을 본 모형을 통하여 추정하 고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

유한 주택자산의 가격에 따라 주택연 의 소득

체율 추정치를 보여주는 시뮬 이션이다. 

한 주택가격에 따른 소득 체율 추정과 함께 회

귀모형에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공 연

, 사 연 , 부동산 임 소득의 세 가지 요인

의 상  향력을 확인하기 하여 세부 으

로 네 가지 이스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 체율

을 추정하 다. 우선 첫 이스는 주택가격을 제

외한 모든 요인들을 평균값과 최빈값으로 고정

한 평균  이스(공 연 만 보유한 평균집단)

인데,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주택가격인 27000

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연  소득 체율은 

68.60%로 나타났으며 약 30000만원인 경우에

는 70.47%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약 3억 

이하의 주택자산을 보유할 경우에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은 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넘어서서 9억원까지는 주택연

 소득 체율이 70%~90% 까지 완만하게 증

가하는 모습을 보 다. 두 번째 이스는 공 연

과 사 연 을 보유한 집단, 세 번 째 이스는 

공 연 과 부동산 임 소득을 보유한 집단, 네 

번 째 이스는 공 연 , 사 연 , 부동산 임

소득 모두를 보유한 집단이다. 추정된 주택연

 소득 체율은 모두 주택가격이 증가함에 따

라 낮은 주택가격에서는 격하게 높은 주택가

격에서는 완만한 증가패턴을 보 다. 공 연

만 보유한 평균 이스의 소득 체율이 가장 높

았고, 사 연  보유 집단, 부동산 임 소득 보

유 집단, 세 유형의 소득을 모두 보유한 집단의 

순으로 낮아졌다. 평균 주택가격을 기 으로 하

여 이 네 가지 이스의 추정된 주택연  소득

체율을 살펴보면 각각 68.6%, 54.7%, 

53.3%, 39.3%로 나타났다. 첫 번째에 해당하

는 공 연 만을 보유한 평균 이스의 소득

체율은 68.6%로 본 연구 상자의 평균값과 유

사한 값(65.5%)을 보 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스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세 유형을 모두 보

유한 네 번 째 이스는 소득 체율이 매우 낮아

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 연 , 부동산 임 소득의 주택연  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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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연  소득 체율 추정

: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이외 모든 변수는 평균값, 최빈값을 활용함

과의 상  크기를 구체 으로 악할 수 있었

다. 한 이 게 사 연 을 보유한 경우나 부동

산 임 소득과 같은 기타 소득을 보유한 경우에

는 주택연 과의 체  특성이 반 되어 소득

체율이 낮아지며 이러한 사실은 향후 주택연

의 제도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V. 결론  시사  

본 연구는 주택연 을 이용하고 있는 은퇴

자를 상으로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을 추정

하고 이와 련된 주요요인들을 추출하여 공

, 사  연 제도와 련된 구체 이고 유용

한 시사 을 제시하는데 목 을 두고 수행되었

다. 그 결과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은 평균 

6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은퇴자의 다

양한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  특성으로는 이용

자의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  요인이 의미 

있는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경제학  특성으로

는 주택자산, 융자산, 공 연  유무, 사 연

 유무, 부동산 임 소득 유무가 상 으로 

큰 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노후자산 충분도

에 한 주  평가와 같은 심리  요인도 의

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주택연  소득 체

율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공

연 과 사 연 , 부동산 임 소득의 보유 

한 주택연  소득 체율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

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 연

이나 사 연 을 보유하는 것, 부동산 임  

소득이 있는 것은 노후소득  주택연 의 의

존도를 감소시키고 있어 이러한 소득과 주택연

은 서로 체재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

겠다. 한 융자산이 많을수록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은 낮아져 융자산 한 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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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택자산이 많

을수록 주택연  소득 체율은 매우 크게 증가

하는 비례  계를 확인하 으며 회귀모형을 

통한 체율의 추정결과 주택자산가격이 비교

 낮은 집단(평균가격 이하)에서 주택연  소

득 체율이 격히 증가하고 일정 수  이상에

서는 완만히 증가하는 패턴이 있음을 확인하

다(<그림 1>).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택연 을 

포함한 향후 한 공사연  간의 역할분담모

형의 확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은퇴자의 정소득 체율을 

추정하고 공 연   사 연  소득 체율, 

주택연  소득 체율을 추정하여 이를 연 제

도  정책 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함으

로써 사 연 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주택연  가입 성향

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주택가격은 주택연

의 가입에 직 인 향이 없고 소득과 주택

가격의 상  작용인 소득 체율을 통하여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즉 소득 체율이 증가할 때 주택연 의 가입확

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변 석, 

2016)24). 따라서 주택연  소득 체율은 주

택연 상품의 개발  확장, 홍보 략에도 핵

심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한국의 고령화에 한 

주요 응방안으로서 주택연 의 향후 개발방향 

 략에 한 실용  시사 을 수요자  공

자 양측에게 모두 구체 으로 제시해  수 있는

데, 본 연구의 결과와 직 으로 련된 몇 가지 

구체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은퇴자들에게는 개인이 축 한 은퇴자산의 

활용 략  연 계획(annuity planning)을 

체계 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를 

들어, 주택연 의 잠재  이용자들이 은퇴계획

을 수행할 때에 주택연 의 소득 체율 추정치

를 활용하여 소득확보 략이나 노후소득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은퇴계

획에서 정한 노후소득의 확보가 가장 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를 해서 주택연 을 통한 소

득 체율을 미리 계량화하여 은퇴계획을 수립하

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는 주택연 의 수요자 계층( 비 은퇴자 등)을 

상으로 한 은퇴  연 계획 수립을 한 교육

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주택연 을 

공 하는 연 공 자(주택 융공사 등) 입장에

서 상품의 홍보  확장, 고객 세분화 략, 다양

한 주택연 상품의 설계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속한 고령화에 비하

여 향후 은퇴자  고령자를 한 주택정책(주택

규모, 가격, 활용방안 등)  미래 연 복지제도

와 노후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주택연 은 단순히 고령층을 

한 제도를 넘어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등 정책

,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

의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택연  이용자를 

상으로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을 추정하고 은퇴 

후 정소득을 확보하기 해 향후 주택연 제

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한 기 연구로

서 그 가능성을 보여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 체율 모형을 활용하여 주택연 의 

소득 체율을 추정한 국내 최 의 연구이며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주택연 의 최  활용방

안을 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향후 보다 체계 이고 정 한 모형을 통하

여 주택연 자산의 소득 체율을 객 으로 계

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은 후속 연구과제

로 남기고자 한다. 

24) 변 석, “주택연  가입가구 특성분석”, 한국주택 융공사 주택 융연구원, 2016,(2016.08),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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