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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1.8%로 전체 평균의 3배에 달

하여 심각한 수준이나, 농가인구수가 전국민의 6.2%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정책수단인 농지연금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

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농지연금 계리모형을 토대로 고령농가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정

책설계시 정책의 주대상이 되는 표적 집단(Target Group)의 특성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농지연금의 경우 정책의 주목적인 노후

소득보장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농지연금은 2011년에 도입되어 시행 3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의 지급액 산정기준 등 제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다른 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2010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농지연금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소비수준을 어

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농지연금 소비대체율(Consumption

Replacement Ratio)을 추정하고, 높은 소비대체율을 갖는 집단과 그

렇지 않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을 살펴보며, 이러한

집단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농업분야 정책으로서

농지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농지연금으로부터의 소비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농지연금의 연

간 평균 연금지급액은 7,369,816원, 평균 소비대체율은 38.30%로

산출되었다.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은 주택연금을 대상으로한 선

행연구를 감안하여 소비대체율 50%(75%, 100%)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비대체율 50% 이상 고령농가는 전체 고령농가의 상

위 22.2% 이내에 속하고, 75% 이상 고령농가는 상위 13.8%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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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며, 100% 이상 고령농가는 상위 8.9% 이내에 포함된다.

농지연금 소비대체율(CRR)이 50%(75%, 100%)를 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는 여러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즉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

는 낮은 고령농가에 비하여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았고, 가구원

수가 적었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에 있어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

가는 전업농가, 주업농가, 논벼농가의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농가소득, 농

업외소득, 이전소득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지출에 있어서는 소

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가계지출, 소비지출 수준이 낮게 나

타났다. 자산에 있어서는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총자산,

고정자산, 농지자산, 유동자산의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총

자산중 농지자산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의 소비대체율이 50%

(75%, 100%) 이상의 달성가능성에 관한 분석결과, 고령농가 중에

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이 적을수록, 고정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중 농지비중이 높을수록 그

달성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 나타난 특

성을 가진 고령농가가 농지연금 정책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혜택

을 받고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지연금 정책이 노후의

소득원을 제공해 주는데 있어 효율적인 집단의 분석을 통해, 농지

연금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 타겟이 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농지연금 모형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은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지연금 대출이자율인 연 4% 고정금

리는 최근 이자율이 하락하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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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농지연금의 초기가입비는 부담수준이 높고 가입농지의 공공용지

편입 등 가입자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에 대해 배려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초기가입비 부

담수준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면제나

감면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지 소유면적 상한

이 30,000㎡까지로 설정됨에 따라, 지가가 낮은 지역의 경우 상한

까지 가입하여도 월 수령액이 1백만 원이 안 되어 노후생활안정자

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월지급액의 상한은 유지하면서 농지소

유 면적의 상한은 폐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지연금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제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농

업구조개선은 사망 등 자연적 요인 보다는 주로 영농은퇴와 연계

된 연금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농지

연금 가입자가 해당 농지를 젊고 유능한 농가에 임대하여 경영이

양직접지불제에 참여할 경우, 월위험부담금 요율 하향조정 등 인

센티브 부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농촌 외부로부터

의 새로운 생산과 소비주체의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

화하기 위한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귀농·귀촌의 주요 대상은 산업

화, 도시화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서 이탈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이

므로, 이들을 농지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가구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5년 이상 조건의 완화가 필

요하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 가장 연령이 낮은 1963년 생은

2013년에 만 50세가 되므로, 가입연령 하한을 65세에서 50세로 낮

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주요어 : 농지연금, 고령농가, 노후소득보장, 소비대체율

학 번 : 2012-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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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970년 3.1%에서 2012년 11.8%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4.3%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OECD는 2012년 글로벌 경제

장기 전망에서 약 20년 뒤 대한민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

만 못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그 근거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들고 있

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국민연

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지

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1%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연금제도로서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가 거

주용 주택을 담보로 하여 종신 또는 계약시점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

급받는 주택연금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도시지역

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주택의 가치가 낮아 주택연금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농가소득은 3,212만원으로 전국가구의 평균소득 4,358만원 대비

73.7% 수준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4,809만원 대비 66.8% 수준에 불과

하다. 농가의 고령화율은 더욱 심각하며 31.8%로 전체인구(11.3%)의 2.8배

수준이다. 농촌노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농이기 때문에 노령연

금을 제외하고는 각종 연금이나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정책

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으며, 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도 극히 제한되고 지급

액도 낮아 노후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조덕호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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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를 비롯한 토지의 비중이 70%인

특성을 감안하여 고령농가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는 농지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이다. 농지연금 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연금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농지연금은 가입한 이후에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로부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선행연구는 10여편에 불과한 수준으로 주택연금과 달

리 매우 빈약하다. 이는 농가인구가 전국민의 6.2%로 인구수가 적어 주택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히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

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주로 농지연금 도입의 필요성 및 모형 설계

와 관련된 농지연금 도입방안 관한 연구, 농지연금의 리스크 변수인 농지

가격, 사망률 등과 농지연금 지급액의 추정 등이었다. 이는 농촌형 역모기

지인 농지연금이 세계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농촌사회의 특징에 기초한

역모기지 모형 및 계리구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조덕호외, 2008).

정부정책은 도입 및 시행단계에서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분석되어야 하는

데, 농지연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고령농가의 소득증대 효과와 생계비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수행되었으나,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에 있어

주요 측정수단인 소비대체율(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추정은 거

의 실시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소비대체율

추정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실시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역모기지의 관점

에서 주택연금의 모델을 토대로 주택과 함께 농지까지 적용해서 소비대체

율을 추정한 연구가 유일하게 있었다(이희숙, 2007) 그런데 2011년에 도입

된 농지연금의 계리모형을 토대로 고령농가의 노후소득보장효과로서 소비

대체율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전무하다.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와 정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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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에

서 보조금에 의한 복지정책들과 개인 소유자산의 역모기지를 활용한 보조

적 복지정책수단으로서의 농지연금을 효과적으로 조합하기 위해서는, 실제

농지연금 계리모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고령농가의 소비대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설계시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요 표적 집단(Target Group)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지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효과

가 높게 나타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다. 농지연금 정책설

계 및 운용, 정책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이러한 특성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

게 된다. 그런데, 2011년에 도입되어 시행 3년차인 농지연금은 초기 정책설

계에서 변화된 사항이 거의 없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현실에 부적합

한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미시적 측면의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의

큰 틀에서 다른 농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하

는 거시적 측면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보완 기능을 하는 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에 대해 현행 농지

연금 계리모형을 토대로 고령농가의 소비대체율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농지연금 제도의 수혜를 많이 받게 되므로 정책의 목표집단이라 할

수 있는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의 특성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지난 2년간의 농지연금 시행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른 농업정책들과 연계

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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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현재 시행중인 농지연금 계리모형으로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지연금 정책의 주목적인 고령농가의

노후소득보장효과에 대해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을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농촌복지정책의 조합에 활용가능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농가 중에서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높게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표적 집단(Target Group)의 특성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분석하여 정책목표

집단을 고려한 상품구성 및 모형설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연

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정책의 시행 이후 정책환

류에 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농지연금 활성화에 기여하

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2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지연금 정책의 주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대효과를

분석하되 연금에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측정수단인 소비대체율을 통해

추정하고,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

며, 농지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령농가가 농지연금을 통해 받는 연지급액이 현재 가계소

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서 소비대체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연구문제 2] 고령농가 중 농지연금 연지급액이 현재 소비수준의 절반 이

상(50%, 75%, 100%)을 대체하는 고령농가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농지연금 시행결과에 따른 환류와 다른 농업정책과의 연계

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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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주된 분석대상을 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대효과로 선정

하고, 연구대상이 되는 인구집단과 노후소득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은 고령농가이다. 고령농가는 농업인이 경영

주인 가구로서 경영주의 연령이 고령화율의 기준연령인 65세 이상을 대상으

로 한다. 또한 연구목적상 자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지연금에 가입

이 가능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는 65세 이상

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령농가가 대상이 되었다.

둘째, 노후소득은 고령농가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으

로, 고령농가의 현재 가계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으로 한정

하였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으로 구

성되므로 농가소득 전체를 고령농가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수준인 노후소득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가계지출은 가계

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

신 등 소비지출과 가계부문 조세, 공적연금납부 등 비소비지출로 구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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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제1절 노후소득보장과 역모기지

1.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령’이라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

를 총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각종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석재은, 2005).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Ando와

Modigliani(1963)의 소비의 생애주기가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하

면, 가계는 생애주기의 전 기간에 걸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의 사용에 있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거

나 부족한 젊은 시기 이전에는 빚을 지면서 소비를 하게 되고, 소득이 높

은 중년기에는 저축 등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노년기에는 중년기에 축적한

저축 등 자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여윤경, 2006).

1994년 세계은행은 연금구조의 다층모델을 권고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많은 국가

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적연금의 재정적 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층 노후소득보

장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는 인

구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하에서는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경제 및

인구학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후보장에 대한 공․사 연금 다층체계

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전희정 외, 2011).

1994년 세계은행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급

하는 법정기초연금을 1층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완전적립방식의 사적

연금을 2층으로, 임의로 가입하는 완전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을 3층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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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권고했다. 그 후 2005년에 이르러 세계은행은

1994년에 제시한 연금개혁모델을 평가하고 발전시켜 0층과 4층을 추가한

5단계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5단계 연금개혁모델은 노인빈곤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보장하는 0층, 강제적용되는

공적연금이 1층으로, 강제적용되는 직역연금이나 개인연금을 2층으로, 유연

하고 자발적 형태의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3층으로, 자발적 성격으로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이나 기타 개인자산 등을 4층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4층 (가족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기타 개인의 비금융, 금융자산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수당 퇴직연금
(328만명)

특수직역연금
(153만명)1층

국민연금
(1,989만명)

0층 기초생활보장

공무원 등 민간피용자 자영자

자료 : 전희정 외(20112)의 내용을 2011년말 기준으로 수정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제

도의 도입으로 다층연금체계의 외형적 틀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층

의 공적연금은 민간부문의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역 연금으로 구분된다. 2011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989만명, 특수직역

연금은 약 153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적용대상이나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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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이 국민연금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2층의 퇴직(연)금

은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법정 강제퇴직금제도와 새로 신설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합한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말 기준으

로 약 328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3층의 세제혜택을 가진 개인연금은 1995

년부터 시행되면서 사적 노후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1997년말 외환위기로 인

해 심화된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에

시행되었다. 보장단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에는

개인단위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준이 있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급여는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로 구

분된다. 급여수급자는 2011년말 기준으로 약 147만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은 38만명이다.

기초노령연금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령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07년에 제도가 마련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노령자의 별도 부담이 없는 무기여 복지연금제도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인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소득 및 자

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를 선별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시행 당시에는 70

세 이상 노인의 하위 60%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

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함에 따

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상향되면 기초노령연금액도 상향된다. 기

초노령연금의 수급자는 2012년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5.8% 수준

에 해당하는 39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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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

어 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수직역 종

사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사

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입연도의

경우 국민연금은 1988년이고,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군인연금은 1963년

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5년에,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1992년에 각

각 도입되었다.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자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80만명이며,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도록 2005

년 12월에 도입된 것으로,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적

용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의 단기근속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다. 20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누적 적

립금규모는 67조3천억원이며, 도입사업장 수는 18만개소, 가입근로자 수는

438만명으로 추정된다.

개인연금은 우리나라에서 1994년 6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연금저

축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근거

하여 연금저축으로 바뀌어 판매되고 있다.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규제의 특

징은 사적연금으로서 보험자와 가입자에 많은 자율성을 주고 있으며 소득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제도도입 기간이 일천하고 임의가입적 성

격이 강하므로, 현 노인계층에서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고 할 수 있다(강성호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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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모기지와 주택연금의 활용

1) 역모기지의 개요

(1) 역모기지의 개념과 특징

역모기지(reversemortgage)란 본인명의의 주택에 대해 담보 및 대출계약

을 체결한 뒤 일정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금융기법의 하나이다(손

상호, 2004). 역모기지는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하고 주택의 시장가치에 준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

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제도를 말한다(이희숙, 2007).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의 목적은 현재 살던 상태 그대로 자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자산 가치를 조금씩 유동화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받음과 동

시에 소득을 보전하는데 있다.

역모기지 제도는 주택을 소유한 일정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기타 금융상품들과는 달리 노후보장 제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역모기지 제도는 수요자나 공급자

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모기지 이용시에도 소유권은 자금 차입자(고령자)에게 귀속

된다. 둘째, 역모기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 등 대출금에 대한 상

환을 요구받지 않는다. 셋째, 소유한 주택을 활용하여 일정한 자금의 확보

가 가능하다. 넷째,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고령 주택소유자의 소득수준과 상

환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섯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는 커지는 대

신 자산의 가치는 줄어드는 구조로서, 계약의 만료와 함께 담보주택을 처

분해서 원금과 이자 등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즉, 소득수준

을 고려한 대출이 아니라 순전히 주택자산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기만 하면 역모기지를 이용할 자격을 갖추

는 것이며,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마승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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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모기지의 기능

역모기지 제도의 기능은 크게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급자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재정부족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노후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서 재가복지수요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적연금 등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계층이나 공공지원서비스 부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들 수이다. 셋째,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한 시장 창출

과 다양한 공공지원제도와 연계한 노후보장 관련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고령자 가계의 유지에 있어서

사회, 정부, 가족 등 가계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데 가장 큰 기능이 있다.

(3) 역모기지의 모델과 리스크

역모기지의 대표적인 모델은 미국의 주택자산전환역저당(HECM: Home

Conversion Mortgage)으로서 기대손해액의 현가의 크기가 기대보험료 현

가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상황하에서 일시금 최고한도액 수준이

결정되어 진다(조덕호 외, 2007). 대출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기대손해액의

현가의 크기가 가입자가 지불하는 기대보험료의 현가의 크기보다 작을 경

우에는 부담을 적게하는 대출기관은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에 보험료를 과

다 지불하게 되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적 역모기지는 가입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기대손해액의 현가의 크기와 가입자의 기대보험료의 현

가의 크기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월 연금지급액을 산출하는 구조로 되어있

다. 역모기지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크게

풀(pool)을 통해 분산할 수 있는 리스크와 분산할 수 없는 리스크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분산할 수 없는 리스크를 마켓리스크라 한다. 분산가능한 리

스크로는 대표적으로 수명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며, 분산불가능한 리스크

로서는 금리변동, 부동산가격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역모기지의 3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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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는 수명 리스크, 금리변동 리스크, 부동산가격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금리변동 리스크와 부동산가

격 리스크는 리스크 분산을 할 수 없으므로 보험수법을 이용하여 해결하

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장수리스크는 풀(pool)에 의해 헷지가 가능하다(김

진, 2006).

(4)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

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면에서 모기지의 일종이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반대의 개념이 된다(김진, 2006).

이용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모기지의 경우 소득원이 있는 20～30대가 주된

이용자인데 비해, 역모기지는 소득원이 없거나 부족한 60대 이후 연령층이

주된 이용자로 나타난다. 대출목적에 있어서는 모기지의 경우 주로 주택구

입에 목적이 있으나, 역모기지는 생활비, 주택수리비 등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을 보장받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대출 및 상환방법의 측면에서 모

기지는 계약 시에 목돈을 대출받아 매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지만, 역모

기지는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연금의 형태로 분할 대출받고 계약종료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는 차이점이 있다.

[표 2-1]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

모기지 역모기지

주이용자 20～30대의 소득자 60대 이후의 노후생활자

대출목적 주택구입 수입증가 노후생활(생활비 등)

대출방법 계약 시에 일괄대출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분할대출

상환방법 원리금 분할 상환 계약종료후 원리금 일괄상환

계약종료시 부채“0” 대출금 증가

자료 : 김진(2006), p.72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채무와 자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기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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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모기지제도의 채무와 자산의 변화

[그림 2-3]

역모기지제도의 채무와 자산의 변화

자료 : 조덕호외(2008), pp.19-20.

[그림 2-2]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줄어들고 자산가치

는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만, 역모기지는 [그림 2-3]과 같이 대출원리금이

늘어나고 자산가치가 줄어들게 나타난다.

2) 외국의 역모기지

(1) 미국

외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역모기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다(유선종, 2006).

미국의 역모기지는 1960년대에 주정부 등 공적기관에 의한 빈궁한 고령자

구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House rich, Cash poor’

인 고령자 필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실용적인 역모기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다.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의 종류는 공적플랜과 민간

플랜으로 구분되어 지며, 공적플랜은 주택자산전환역저당(HECM : Home

Conversion Mortgage)과 HomeKeeper 등이 있고, 민간플랜으로는

Providentia 등이 있다. 대표적 공적 역모기지인 HECM은 현재 미국 내의

모든 주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대출의 주 자격요건은 주택소유자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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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이상이고, 주된 거주지로서 해당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일본

오래전부터 인구의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

의 일환으로 역모기지가 도입되었으며,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으로 구분된다.

공적플랜으로는 1981년 동경도 무사시노시의 조례에 의거한 복지자금 대

부제도가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직접대출방식으로 무사시노시 복지공

사를 설립하여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담

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조덕호외, 2008). 민간플랜으로는 신탁은

행의 부동산신탁방식 등이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의 역모기지와는 다르게 독특한 방식의 역모기

지가 있는데, 이는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온 부동산 매매계약제도로서 종신

이라는 뜻을 가진 비아제(Viager) 제도이다(유선종, 2006). 비아제는 일반

적 역모기지와는 달리 매각방식으로 되어있으나, 주택매매계약 이후에도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은 매수한 사람에게 이전되고, 부동산 매수자는 부동산 가격의 20～30%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일정액의 ‘종신정기급부금’을 지불

하는 방식이다. 매수자의 측면에서는 당장 가용한 자금 규모가 작아도 주

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과 미국의 역모기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1986년에 캐나다 주택연금플랜(CHIP : Canadian Home

Income Plan)을 도입하였다. CHIP의 경우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이자가 1% 이하로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가입

대상 연령은 62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유선종, 2006).



- 15 -

(5) 영국

영국에서의 역모기지 제도는 SHIP(Safe Home Income Plan)과

HRSs(Home Reversion Schemes) 등이 있다. 1965년에 시작된 SHIP는 주

택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금으로 종신형 개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라 할 수 있다. 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가 지급

받은 연금을 활용해 대출이자를 납입하되 대출원금은 사망시에 상환하게

되며 잔여분은 상속한다(조덕호, 2008). HRSs는 65세 이상의 퇴직자의 주

택을 투자가가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지만, 이용자에게 소유권과 거주권을

주고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는 방식으로, 매각방식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비아제와 유사하다.

3)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의 개념 및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

기고 평생 또는 계약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노후생활에 필

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우리사회

는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공 사적 연금시스템이 뒤늦게 체계를 갖

추었으며, 대가족의 붕괴와 동시에 핵가족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 가족의

부양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약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실질적인 퇴직정년

의 단축과 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은퇴 이후 노

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는 대

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역모기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고령층의 자가 보유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주택연금 제도

는 미흡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정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역모기지를 도입하게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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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육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 있다. 고령화 사회가 가

속화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는 공적연금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재정수지가 악화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 이외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모기지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라 역모기지를 도입하게 되

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고, 농경중심

사회의 대가족 체제의 붕괴와 함께 산업화 사회의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의 부양에서 탈피하여 가계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역모기지의 활용은 상당히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역모기지의 도입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자

의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거래 침체기

에는 보유자산의 현금화가 곤란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유한 주택자산을 활용해 현금유입흐름을 창출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

은 고령자의 빈곤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된다. 물론, 역모기지 제도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고령자 생계의 가족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령

자에 대한 인력개발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통계개발원, 2008).

(2) 주택연금의 주요내용

주택연금은 미국의 주택자산전환역저당(HECM) 제도를 모델로 하여 우

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한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라 할 수 있으며, 아

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상

품모형은 미래의 사망확률과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등 각종 위험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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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고, 예상되는 보험료수입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예상되는 손실금 합

계액의 현재가치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월 지급금이 산출되도록 설계되었

다.

주택연금은 정부에 의해 지정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담보주

택의 평가 및 이자율예측의 불확실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게 연금지급금을 보증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공적보증제도라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은 연금가입자의 다른 재산과 관계없이 담보주택

에 한정되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의 손실에 대한 위험은 정부의 보증

을 통해 보완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주택을 이용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용자의 연령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연령 기준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복지증진의 측면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령자의 다른 소득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주택의 소

유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이용 대상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 다세대, 연립주

택, 아파트 등 실제로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되고, 오피스

텔이나 상가주택, 실버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 답 등은 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의 가격은 신청일 기준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이다. 아울

러 주택에 권리침해, 제한물권 등의 특이사항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담보주택가격의 90% 이내에서 대상자의 연령, 주택가격, 예

정이자율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규모가 올

라간다. 주택연금의 보증기간은 주택연금을 종료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는

날까지이며, 주요 종료사유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주택소유자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거이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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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간 종료사유에 해당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초기보증료로는 주택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시에 1회 납부하고, 연 보증료로는 대출 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구조이다. 다만, 보증료 납부는 가입자가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이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최초대출시점 및 월지급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증료에 해당하는 대출을 발생시켜서 이용자를 대신하여

공사 계좌로 직접 납부하고 해당 보증료는 대출원금에 가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가입자에 의한 보증료 납부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3) 가입현황

2007년 7월에 시작된 주택연금 신규가입 실적은 5년이 경과한 2012년 8

월 6일에 1만명을 돌파했다.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의 80% 수준이었으며, 월지급금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9.9%를

차지하였다. 담보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7,800만원이고, 담보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규모로는 85㎡이하가 가장 많았다. 주택연금 가입

자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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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령농가와 농지연금

1. 고령농가의 노후소득보장

1) 고령농가의 소득

고령농가는 농업인이 경영주인 가구로서 경영주의 연령이 고령화율의 기

준연령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농가는 고령화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으로 농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농

의 특성상 소규모 복합영농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 영

농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노

후생활보장 대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조덕호, 2009). 농촌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도시에 비해 낮고 농가소득의 경우

도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상승률이 낮다고 볼 수 있고 기후변화, 공급

조절 곤란 등으로 소득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농가의 소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게 되며 고령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건강상으로나 신체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 낮고 소득 창출

에 있어서도 그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60세 이상 노인층의 평균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 소비지출의 65.3%,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50대 평균

소비지출의 47.0% 수준을 보여서 소득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비는 여전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가구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덕호 외, 2004). 2011년 농가소득은 3,015만원으로

전국가구의 평균소득 4,610만원 대비 65.4% 수준이며,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은 2,061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44.7%에 불과하여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농촌노인의 경제활동프로그램에 발표된 내

용을 보면 농촌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만원 미만이 36.5%로 가장

많고 50만-100만원 미만이 25.3%, 30-50만원 미만이 20.4%로 나타났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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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56.8%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 노인가구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노인가구의 경우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약값이나 의료비

부분의 지출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와 영농비의 순으

로 나타났다. 농촌노인가구의 가장 큰 수입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부업소득으로 59.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 26.2%, 공적이

전 소득 8.9%, 자산소득 4.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농촌노인의 경

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가 49.0%로 높게 나타났으

며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16%에 불과하였다(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농

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성되는데, 농업소득의 경우 농산물 시

장개방과 투입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 수익성 악화로 증가율이 낮아지

고 있고, 농외소득의 경우도 고령화와 가구원 수의 감소로 증가율도 낮아져

농가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농가가

2005년 10.0%에서 2011년 23.7%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과 농가의 경영위

험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박준기, 2012). 농촌노인가구

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의 경우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

준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농촌노인가구의 경우 농촌지

역 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으로 건강 및 의료와 재가복지 등에 상

대적으로 많은 지출이 요구되므로, 농촌노인가구에 대한 소득 및 의료비 해

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고령농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행 노후 소득보장체계 중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

된 이후 1999년에는 적용대상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외형

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미 중

장년층에 도달한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 안되어 지급받는 실질적

인 소득대체율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고, 연금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

한 공적급여의 수, 특히 2007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52%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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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급상태이며, 연간 500만원미만의 소득을 가진 농가 45%를 포함하면 대

부분의 농가가 매우 빈약한 소득 및 연금혜택을 받고 있고, 연간 소득이 500

만원 이상이고 연금을 받는 계층은 3.3%에 불과하여 농촌노인들의 연금수혜

는 사실상 명목뿐이라고 할 수 있다(노대명, 2006).

2007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8%,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지역은 이미 1990년에 노

인인구비율이 9.0%였고,2002년에는 26.2%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이 2007년에는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농촌지

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상당히 먼저 시작되었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다.

2006년 한국농촌연구원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농촌노

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조사」를 재집계한 김정호 외(2007)의 결과에서 고령

농업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농업인은 5.9%에 불과

하며 그 중 일반 수급자는 3.5%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2.4%인 것으로 나타

났다. 재산액 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한 비율에 비하여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소득평

가액산정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과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능력판

정 등에 농어업소득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반영되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노후된 주택이나 휴․폐경 농지도 그대로 일반

재산에 반영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홍봉수, 2010).

정부는 2009년 농어민 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어업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63만 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이 이보다 적은 농어업인에게 본인보험료의 50%

(월 62만원 소득일 경우 55,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원받고 기준 소

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3만 2천 850원을 지원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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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외,2007).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09년 기초노령 수급자는 342만명으로 농촌

지역 거주 노인가구의 지급률이 80%를 넘었는데, 이는 도시노인가구와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격차를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그 지급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기초노령

연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은 2013년 4월에 노령연금이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

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가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그 지급액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다. 따라서, 고령농가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정책에서 소외되

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령농가의 소득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

초노령연금 이외에 고령농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농촌 노인들은 높은 연령으로 인해 사실상 영농이 어려운 현실이며 농사

를 짓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소득을 늘릴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힘들고 또 다른 소득원의 창출이 어려

운 농촌 노인들을 위해서 정부는 고령농가는 대다수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

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지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얻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마치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가구들이 거주

하는 주택의 가치를 활용하여 주택연금으로 매월 일정액의 소득을 얻는 방

식과 유사한 것이다.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자산을 유동화 하여 매

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도록 하여, 고령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한편 계속해서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비

롯해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농지를 이용한 역모기지 도입방안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고령농

가가 소유농지를 유동화하여 연금형태의 소득흐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농

지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여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소득을 얻게 함으로

써 안정적인 소득확보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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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연금

1) 농지연금의 개념 및 도입배경

농지연금은 농촌지역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매

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필요한 개인

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김병규 외,

2011). 즉, 농지연금제도의 목적은 고령농가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

사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는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외부적 요인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내재적 요인도 있었다. 세

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함께 계속 증가되는

FTA 체결 등 대외개방 확대문제와 함께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

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에도 그

도입배경이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등 공

적연금에 있어서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대부분의 고령농업인이 노후생활

보장대책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농업 이외에 소득원이 거의 없는 고령농

가에 대해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2) 주요내용

(1) 가입자격과 요건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연령, 영농경력, 농지소유규모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업인 본인 및 배우

자 모두 만 65세 이상(2012년의 경우 1947.12.31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는

데, 여기서 배우자는 농업인 본인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청인의 영농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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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

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

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농지소유규모는

신청당시에 총 소유농지의 규모가 3만㎡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대상농지(담보농지)는「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는 지목변경 후

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등

은 제외된다. 담보농지의 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담보농지

가격평가는 필지별로 산정한다.

(2) 가입비와 위험부담금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의 미래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급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의 위험부담비용을 의미한다. 가

입비는 담보농지가격에 2%를 곱하여 산출하며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에 1

회 납부하게 되며,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에 연0.5%를 곱하여 산출하

고 매월 월지급금 지급일 마다 선납하는 구조이다.

(3) 중도계약 해지 및 계약종료

중도 계약해지시에는 지급받은 연금액에 이자 4%를 부과하여 상환 후

해지하게 된다. 계약종료시에는 담보농지 처분(경매)을 통해 정산하는데,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수급받은 연금액을 일괄 상환한

경우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3) 가입현황

농지연금 시행 초년도인 2011년의 총 가입건수는 1,007호이며, 연금 지

급액은 7,171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담보농지의 총 면적은 5,408,881

㎡이고 가입농가 호당 평균 면적은 5,371㎡이었다. 가입농지의 총 가격은

160,300백만원으로 ㎡당 평균 농지가격은 29,637원으로 나타났다. 단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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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지역(61천원/㎡)이며, 그 뒤를 이어 제주지

역과 충남지역(3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지역(11천

원/㎡)이었다. 지원자 평균 월지급금 수준은 97만원으로, 호당 연금수령액

규모로 볼 때 100만원 이하가 63.9%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체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5세이며, 70대가 6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2011년 농지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961명이 응답하였

는데, 가입동기는 경제적 이유(42.9%)와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30.2%) 등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고려시 상의하는 대상은 주로 배우자

(43.9%) 또는 아들(며느리)(38.1%)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들의 반대 비

율(49.1%)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입대상자가 거주하는

농촌 뿐만 아니라 자녀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에도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차이점

역모기지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산에 있어

주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입대상자에 있어서 연령과 자격제

한 기준의 차이인데, 주택연금의 대상연령은 60세인 반면에, 농지연금은

65세 라는 점이다. 미국의 HECM 제도의 경우에는 62세로서 각 제도마

다 대상 연령에 차등을 두고 있다. 2012년 대선후보의 공약을 보면 주택

연금의 연령을 50세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45.1%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현실을 고려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조기퇴

직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연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개

인의 사적 재산을 활용하되 정부가 공적보장을 하는 형태인 역모기지에 대

해서는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택연금의 자격제한요건은 소유하는 대상주택의 가격제한으로 신청일

기준 현재 시가 9억 원이하이라는 점인데 반하여, 농지연금의 경우는 대상

농지의 면적제한으로서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26 -

주택연금의 경우는 신청자의 월지급금 수준에 있어서 거주지역에 상관없

이 제한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

지만 농지연금의 경우는 개별 필지와 지역에 따라 농지가격이 다르게 나

타나므로 제한한도 규모인 3만㎡의 농지에 대해 가입하더라도 월지급금

지역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가입대상자산으로서 주택과 달리 농지는 농업생산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점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종신거주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상

주택에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나,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를 소유

하면서 이를 농업생산수단으로 활용가능하므로 농지연금 이외에 추가적

인 소득이 발생하는 점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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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 노후소득보장 효과

1)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선행연구에서는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주로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은퇴 후의 소득과 소비가 은퇴 전의 소득과 소비의 몇 %

를 차지하는지에 관한 소득 및 소비 대체율 측면의 연구와 빈곤완화효과

측면의 연구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모델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퇴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의 일정비율을 일정 연령 이후 지급받게 되

는 것어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모델의 특성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율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며, 공적연금으로서 빈곤완화효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소득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 후 필요소득으로 정의될 수 있다(강성호 외, 2010). OECD에서도 개

인의 연금수급액을 은퇴 전의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고 있

다. 원종욱(2000)은 60대 이상 가구주 중 평균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의 소비수준과 그들의 생애평균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53～71%로 나타났다. 권

문일(2000)은 은퇴 후 2인 가구의 소득을 은퇴 전 4인 가구의 소득으로 나

누어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73%으로 나타났다. 류건식외(2008)는 은퇴

후 사적연금 소득을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대체율 분석결과 28%로

나타났다. 최현자외(2008)는 은퇴기간 동안의 생활비의 은퇴시점가치인 예

상은퇴생활비를 은퇴직전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대체율 분석결과 89%로 나

타났으며, 저축총액을 포함한 은퇴 후 연금소득을 은퇴직전 소득으로 나

누어 산출한 결과 5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표 2-1]과 같이 은퇴 이전

과 이후의 소득·소비 수준에 대한 변화비율을 의미하는 소득·소비대체율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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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연금제도의 소득 및 소비대체율

연구자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원종욱
(2000)

(60세 이상) 은퇴 후 소비수준
/ 은퇴 이전 생애평균 소득

53～71%

권문일
(2000)

(은퇴 후) 2인 가구의 소득
/ (은퇴 전) 4인 가구의 소득

73%

여윤경
(2002)

추정된 은퇴 후 소비수준
/ 은퇴 이전 소비 수준

82～85%

류건식․이봉주
(2008)

은퇴 후 소득(사적연금소득)
/ 은퇴 전 소득

28%

최현자 외
(2009)

예상은퇴생활비(은퇴기간 동안의
생활비의 은퇴시점가치)/은퇴직전소득

89%

은퇴 후 연금소득(저축총액 포함)
/은퇴직전 소득

55%

석재은․김태완
(2000)

노령계층의 소비지출
/근로연령층의 총 소득

41～120%

여윤경
(2002)

추정된 은퇴 후 소비수준
/ 은퇴 이전 소비 수준

82～85%

안종범․전승훈
(2005)

은퇴 전 소비 / 은퇴 후 소비 91～108%

은퇴 전 소득 / 은퇴 후 소비 42～152%

류건식․이봉주
(2008)

조정 소비지출 + 조정 비소비지출
/ 가구주 근로소득

0.82%

자료 : 이지영(2011)의 내용을 재구성

2)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역모기지와 관련된 노후소득보장 효과 연구는 주로 주택연금과 관련해

서 실시되었으며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모기지 연금제도

가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완수단으로서 활용되는 특성에 따라,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지 않고 역모기지 연금소득이 노인가구 소득

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소득 및 소비대체율 측면에서 주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주택연금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윤경(2006)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은퇴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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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주주택의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현재의 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대

체할 수 있는가 하는 역모기지 소비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주택담보대출비

율(LTV)을 60%로 가정할 경우 역모기지의 평균 연금액수는 483만원, 평

균 소비대체율은 48%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모기지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공적연금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민간차원에서 노인들의 생활

보장 및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주택 관점의 역모기지를 제시

한 것이다.

김안나(2007)는 주택연금제도의 노인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가

구주의 연령별, 주택가격별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주택연금의 수급은 노인

가구 전반에 걸친 소득상승의 효과를 주고 있어 주택연금 수급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주택가격이 1억

원 이하의 노인가구주의 경우 가구소득의 상승이나 빈곤율의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숙(2007)은 주택연금의 측면에서 농지를 포함하여 역모기지를 시행

할 경우 농촌노인들의 생계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05년 농가경제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소비대체율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농지를 이용한 역모기지의 소비대체율은 71∼118%, 주택을 이용

한 역모기지의 소비대체율은 15∼26%, 주택과 농지를 함께 이용한 역모기

지의 소비대체율은 86∼144%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농지를 포함한 역모

기지의 소비대체율을 처음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성호·김경아(2008)는 거주주택과 가구순자산에 대해 역모기지를 적용

하여 가구유형별 소비대체율을 살펴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100%로 가정할 경우 고령 부부가구의 경우 31.5%-52.6%, 고령 독신

남성가구 24.4%-28.4%, 고령 독신여성가구 32.7%-54.5%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거주주택기준 65.8%)가 역모기지제

도에 모두 참여한다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도 30% 전후의 소비대

체율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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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비해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에 대한 역모기지 보다는 경작지를 포함한 순자산에 대한 역모기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표 2-3]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역모기지의 소득 및 소비대체율

구분 연구자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소득
대체율

강성호․김경아
(2008)

주택 역모기지 연금소득
/(노인가구) 총소득

26～59%

김경록
(2011)

주택 역모기지 연금소득
/ (60세이상 노인가구) 경상소득

12～80%

이지영
(2011)

주택 역모기지 연금소득
/ 은퇴이전 소득

06∼30%

소비
대체율

여윤경
(2006)

주택 역모기지 연금소득
/(은퇴자) 현재 소비지출

48～79%

이희숙
(2007)

주택 이용한 역모기지 연금소득
/(총소비지출-비소비지출)

15∼26%

농지 이용한 역모기지 연금소득
/(총소비지출-비소비지출)

71∼118%

주택과 농지 함께한 이용
역모기지 연금소득

/(총소비지출-비소비지출)
86∼144%

강성호․김경아
(2008)

주택 역모기지 연금소득
/(중령가구:65세 미만) 소비지출

32～53%

김경록
(2011)

주택 역모기지 연금소득
/ (60세이상 노인가구) 가계지출

14～96%

이지영
(2011)

주택 역모기지 연금소득
/ 은퇴 후 예상소비지출액

10∼55%

김경록(2011)은 주택연금의 노인소득보장효과 연구 결과 주택가격이 3

억원 이상인 때에는 소득대체율과 소비대체율이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에는 소득대체율과 소비대체율이

10% 수준으로 나타나며, 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대체율이 주택가격이 1

억원인 경우 30.6%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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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2011)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자가보유율과 부동산자산이 전

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감안하여, 향후 주택연금제도를 가입하

여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추정한 결

과 은퇴소비대체율은 19%, 소득대체율은 12.5%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

다. 그리고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

석한 결과 은퇴소비대체율은 10∼55%, 소득대체율은 6∼30%로 나타났다.

2. 농지연금 정책대상자의 특성

1) 농지연금 관련 선행연구

(1) 농지연금 모형설계

조덕호 외(2008)는 우리나라 농촌을 대상으로 농촌노인들의 안정된 소

득과 노후복지를 실현하고 농촌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주택연금계리모형을

기초로 하여 농촌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연금 모형을 구축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영숙 외(2009)는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정립을 위한 모형구축과 제도

정착을 위해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촌노인의 주택 및 토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정

립을 위한 생계비 추정 모형구축과 적용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농촌노인의 복지함수 결정요인이 영농에서 은퇴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 생애주기모형을 은퇴를 기준으로 전후 두 단계

로 나누어 농지자산 및 상속동기가 적정생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임대봉 외(2010)는 경제변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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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기초통계량,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GARCH 모형 등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지수

의 동향이 농지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

면,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여창환 외

(2010)는 농지연금 모형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농지가격을 장기 예측하

였다. 기존의 결정론적 분석방식이 갖는 미래 농지가격의 변동성 또는 위

험성을 감안한 농지의 미래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해 과거 시계열자료의 평균값을 기본 모형에 대입한 분석결과와 ARIMA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그리고, 평균농지가격변동률의 변동성을 감안한

미래농지가격 시뮬레이션의 분석결과를 각각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김병규 외(2011)는 Rodda et al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농지연금제도 계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주요

변수들인 이자율, 농지가격상승률, 생존률(대출유지확률)과 대출종료확률

등을 측정하고 이를 모델에 적용하여 역모기지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연

령과 고정자산에 따라 월지급금을 산출하였다. 농지연금을 통한 총소득이

농촌노인들의 생계비를 얼마나 충당하는가를 측정하고, 농지연금이 포함된

확보가능한 전체 소득이 농촌 노인들의 생계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

는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연금을 통한 수입을 구해 최저생계비와 비

교․검토함으로써 그 효과를 논의하였다.

(2) 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농지연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의식 외(2008)는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촌형 역모기지론의 소득증대 효과 분석을 통하여, 연

간 농가 평균 역모기지론 소득은 1,136만원으로 고령농업인 평균 소득인

2,250만원의 50.4% 수준으로 나타나며, 노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

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34.9%에서 17.0%로 약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지연

금 도입 이전 시점에 주택연금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함에 따라 농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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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을 물가상승률과 같다고 가정하는 등의 한계가 있고, 소득 및 소비

대체율 등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병규 외(2011)는 실제 Y시에서 영농을 직업으로 하여 거주하는 65

세 이상의 노인들의 사례에 적용하여 농지연금을 통한 총소득이 농촌노

인들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충당하는 가를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1억원의 농지를 가지고 농지연금과 경작소득을 합한 총소득으로 65

세의 2인가구의 가장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최저생계비의 80.46%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농지연금에 가입한 소유농지의

임대나 경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농민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소

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점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역모기지의 노후소득보장효과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연구가 실시된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의 경우 극히 소수로서

소득증대 효과나 생계비 충족정도에 대한 사례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시행

중인 농지연금 모델을 통해 노후소득보장효과의 일반적인 분석방법인 소

비대체율에 대한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의 보완으로서 역모기지 방식인 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의 특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는 대상을 선

정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고령농가 중에서 농지연

금으로부터 지원받는 혜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주택을 활용한 역모기지에 대한

선행연구도 여윤경(2006)의 연구 이외에는 일치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

다. 여윤경(2006)은 주택을 이용한 역모기지 소비대체율의 추정과 특별히

높은 소비대체율을 갖는 집단(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집단과 1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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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

구를 하였으며, 은퇴 노인가계의 특성을 요인변수로 제시하였다. 인구사회

적 특성으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일인가계, 유배우자 가계, 가구주

교육수준, 기대여명 등이며, 경제적 특성으로는 월소득, 월소비, 총자산, 거

주주택자산, 안전자산, 위험자산, 총부채, 부채소유가계, 총자산중 주택자산

비중, 주택자산이외부동산소유가계, 과소비가계, 개인연금(소득)소유, 공적

연금(소득)소유, 사적보조금소유 등을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나게 나타난 변수들은 가구주 연령, 일인가계 여부, 배우자 유무, 기대

수명, 소득수준, 소비수준, 총자산, 거주주택자산의 가치, 총자산중 거주주

택자산의 비중, 부채 소유 여부, 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 여부, 과소비 여

부, 개인연금소득의 소유여부, 사적보조금 소유여부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비대체율

이 50%(100%)를 달성하는가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이 달성 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일인가계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총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는 가계일수록 그 달성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계를 타겟으로 하여 주택연금 제도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

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전체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농업인에

국한된 분석이 아니므로 농지연금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농지연금에는 이와같은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농지연금 수요예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주환 외(2008)는 농어촌 고령농가의 노후생활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고 농지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 의향 및

태도 등 농지연금 수요예측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설문항목으

로 영농경력, 농지면적, 농지가격, 가구원수, 배우자연령, 건강상태, 수입규

모, 수입항목, 필요비용, 생활비 대책(저축, 사회보장제도 등), 자산규모, 지

출항목, 부채 등을 설계하였다. 오희장 외(2009)는 농촌 고령자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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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농지연금에 대

한 가입의사(호감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나이, 농경형태(직접경작 여

부), 건강인식도, 상속의지, 연금이해도, 부채유무, 노후준비, 자산 규모 등

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주택연금을 대상으로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여윤경(2006)의 분석모형을 준용하되, 은퇴가구의 소유주택

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과 달리,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소유한 고

령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변수를 차별화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 36 -

제4절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2010년 농가경제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가계지출, 농가자산, 농가부채 등 농가의 경영실태에 대

해 표본조사하는 공식적인 유일한 조사결과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자료이다.

2010년 농가경제조사는 2005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

국 560개 표본조사구내 2,800농가를 표본으로 농가의 경영실태를 1년 동

안(2010. 1. 1∼12. 31) 조사하여 집계․분석한 것이다. 조사 대상가구는

2005년 농어업총조사의 농가구분 정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10a(1000㎡)이

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와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50만원 이

상이면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이며, 다만,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도 조사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포함하고 있다.

조사에서 제외하는 가구는 단독가구 및 외국인 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등이다. 조사방법은

수입․지출 등의 조사를 위해서는 표본농가에 일계부를 비치하여 매일매

일의 농업경영 및 가계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내역을 기입하며, 농업노동

투입내역 및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은 조사담당자가 직접 면접조사하고

있다. 농가자산과 부채는 연 2회 이상 농가의 재산상태를 경영주와의 면

접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에는 65세 이상 이면서 농지

를 소유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령농가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농가

경제조사의 표본인 전국 560개 표본조사구내 2,800농가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농가 1,446농가를 추출하였고, 이 중 자기소유 농지가 없는 109농가

를 제외한 1,337농가를 분석대상농가로 하였다. 분석대상농가에 대한 자

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ver 18.0)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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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1) 농지연금 모형과 월지급액 추정

본 연구에서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에 사용하는 모형은 미국의 주

택역모기지를 위해 개발된 Rodda et al(2003)의 역저당 계리모형을 바탕

으로 조덕호 외(2008)가 구축하여 현행 농지연금 제도에 사용하는 모형

이다. 이 모형은 기대위험부담비용의 현가(PVMIP : Presented Value of

Total Projected Mortgage Insurance Premium)와 기대손해액의 현가

(PVEL : Presented Value of Expected Losses)를 일치시키도록 월지급금

을 산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결정한

다는 보험계리의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을 충족하게 설계되었다.

농지연금 대출 개시시점에서의 기대위험부담비용의 현가(PVMIP)는 대

출자가 부담하는 총 기대보험료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

입자는 가입시에 초기가입비를 부담하고, 매월 월위험부담비용을 부담한다.

월위험부담액은 기초 대출잔액과 당월 지급액을 합한 누적채무액(대출잔

액)에 월위험부담비용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식(1)

UP0 = t=0의 초기가입비

T(a) = 연령 a인 차입자의 한계연령인 100세까지 남겨진 기

간(월 수)

mipt = 월위험부담비용 ;

mipt = (OLBt-1 + pmt) * m

pmt = 월 지급금(연금),

m = 월위험부담비용률

pa, t = 연령 a인 차입자의 대출이 a+t세까지 생존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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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기대이율

농지연금 대출 개시시점에서의 총 기대손해액의 현가(PVEL)는 식(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서의 손해액은 대출이 종료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누적 채무액(the outstanding loan balance)이 그 시점에서의 농

지가치 보다 커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만약 누적 채무액이 농지가치가 작

을 경우에는 손해액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손해액은 0이 된다.


  




max   ·  식(2)

OLBt = 시점 t에서의 차입자의 누적채무액(대출잔액)

OLBt = [(OLBt-1 + pmt + mipt)](1+i)

qa+t = 연령 a+t세의 월별 대출종료확률

Lt = 시점 t에서의 농지가치;

Lt = L0 * (1+g)
t

g = 평균 농지가격상승률

따라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른 농지연금 모형은 기대손해액의 현가

(PVEL)와 기대위험부담비용의 현가(PVMIP)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max   ·  식(3)

농지연금 모형의 월지급액 수준은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을

이용하여 기대손해액의 현가와 기대위험부담비용의 현가의 값이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구한 월지급액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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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

pmt1 = 종신형 농지연금의 월지급액

PV1 = 농지연금의 순대출한도액(=총대출한도액-가입비)

2) 농지연금의 소비대체율

본 연구의 초점은 농지연금의 노후소득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농지연금 이용시 고령농가의 현재소비수준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즉

농지연금 이용시 소비대체율을 얼마나 달성가능한 지에 있다. 고령농가는

농업인이 경영주인 가구로서 농지연금의 정책대상인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대체율은 선행연구에서 역모기지의 노후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기준과 같이 역모기지 연금소득이 노

인가구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연

금의 소비대체율을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현재 가계지출 대비 농지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정의한다. 농지연금의 소비대체율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농지연금을 통한 고령농가의 소비 대체율 = 농지연금 지급액 / 고령농가

가계지출 식(5)

3)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의 특성 분석

노후소득에 있어 농지연금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고령농가가 농지

연금을 이용할 경우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결정

짓는 특성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소비대체율이 가계소비의 절반(5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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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달성하는가의 여부와 가계소비의 전체(100%)를 대체할 수 있는가로

구분하여 노후소득에 농지연금의 활용도가 높게 기대되는 고령농가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50% 이상 충족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갖는

고령농가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고령농가의 특성에 대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농지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대체율이 50%와 100%를 달성하는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고령농가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되, 다양한

고령농가의 특성 중 분산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한 모형으로는 로짓(logit)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다음의 과정을 통해 추정된다(여윤경, 2006).

yi* = β0 + 
  



βjxij + ui

yi = 1 if yi* > 0

yi = 0 otherwise

여기서 yi*는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의 50%(100%) 달성가능 여부를 의미

하며, 달성가능한 경우 yi = 1, 불가능한 경우 yi = 0의 값을 같게 된다. Pi

가 어떤 사건의 발생확률이라면, 비율 Pi/(1-Pi)는 그 사건의 오즈비(odds

ratio)라고 부르며, 오즈비에 로그를 취한 것을 로짓이라 부른다(김기영외,

2009). 여기서 Pi는 종속변수(yi)가 1또는 0으로 응답될 확률이고, Z = β0 +


  



βjxij라 하면, 이 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여윤경, 2006).

Pi = exp

exp 

log  

 
= 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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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에는 상수항과 독립변수가 포함되며, 독립변수는 여윤경(2006)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중 ‘2010년 농가경제조사’ 항목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가구주 교육수준, 소득, 소비, 총자산, 총부채,

부채소유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여윤경(2006)의 연구가 거주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자산 대

신에 농지자산을 대상으로 변수를 조정하여 소유농지자산, 총자산중 농지

자산비중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여윤경(2006)의 연구는 ‘2001년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2010년 농가경제조사’를

분석자료로 함에 따라 선행연구와 유사한 특성을 변수로 하여,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고정자산, 유동자산 등을 포

함하였다. 그리고 농지연금 수요예측에 관한 선행연구와 농가 및 영농형태

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업농가, 주업농가, 논벼농가를 포함하였다.

이상의 독립변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으로는 연

령, 가구원수, 가구주 교육수준 등을 변수로 하고, 경제적 특성으로는 전업

농가, 주업농가, 논벼농가, 소득(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지출(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과소비농가, 농가자산(총자산, 고정

자산, 농지자산, 유동자산, 총자산중 농지자산비중), 총부채, 부채소유농가

등 21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4) 농지연금 개선방안

농지연금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먼저, 농지연

금 모형과 관련된 미시적 측면에서, 농지연금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정책

도입을 위한 초기 설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합리하고 과

도한 규제, 현실에 부적합한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농업정책 간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농업정

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상호간에 상승 효과를 갖도록 하는 거시적 측면

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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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대효과

제1절 농지연금 지급액과 소비대체율

1. 농지연금 지급액 산출모형

농지연금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미국

HECM의 연금산출 모형을 원용한 주택연금의 산출모형을 활용하여 농지연

금 지급액 산출모형을 설계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모형은

미래의 사망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등 각종 위험(변수)를 예측하여 예

상 보증료 수입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대위변제로 인한 예상손실금 합계액의

현재가치와 같게 되는 월지급금이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김경록, 2011). 한

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상품모형도 이와 유사하게 미래의 사망확률, 농지

가격상승률, 이자율 등 리스크 변수를 예측하고 기대위험부담의 현가

(PVMIP)와 기대손해액 현가(PVEL)의 값이 일치하는 조건 하에서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월지급금을 결정한다.

 
  






· 





  




max   · 

UP0 = t=0의 초기가입비

T(a) = 연령 a인 차입자의 한계연령인 100세까지 남겨진 기간(월수)

mipt = 월위험부담비용 ;

mipt = (OLBt-1 + pmt) * m

pmt = 월 지급금(연금),

m = 월위험부담비용률

pa, t = 연령 a인 차입자의 대출이 a+t세까지 생존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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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기대이율

OLBt = 시점 t에서의 차입자의 누적채무액(대출잔액)

OLBt = [(OLBt-1 + pmt + mipt)](1+i)

qa+t = 연령 a+t세의 월별 대출종료확률

Lt = 시점 t에서의 농지가치;

Lt = L0 * (1+g)
t

g = 평균 농지가격상승률

농지연금 모형의 월지급액 수준은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을

이용하여 기대손해액의 현가와 기대위험부담비용의 현가의 값이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구한 월지급액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pmt1 = 종신형 농지연금의 월지급액

PV1 = 농지연금의 순대출한도액(=총대출한도액-가입비)

농지연금 지급액 산출모형의 주요변수는 농지가격상승률, 이자율, 대출종

료확률, 위험부담비용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지연금에 적용하고 있

는 추정기준을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농지가격변동률

농지연금은 미래 농지가격(Lt)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연금가입

자에게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연금 모

형의 정립에 있어서 적정한 미래 농지가격의 예측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최초 농지가격이 높거나 농지가격변동률이 높아서 미래

에 농지가격이 기대보다 높게 상승하게 되면 월 지급연금액은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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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여창환 외, 2010).

일반적으로 농지가격변동률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원인에 의해 변

화한다. 먼저 사회적 원인에는 인구의 이동 등이 해당되고 경제적 원인

으로는 이자율, 도로망 확충 등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원인에는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조세제도 및 농지정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장래의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농지가격상승률 자

료, 경제성장률, 지역의 개발사업 계획, 시장이자율, 인구변동률, 토지이

용규제의 완화, 농산물의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

겠다.

현행 농지연금의 농지가격변동률은 사업대상을 고려하여 시·군지역 농

지가격상승률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6년간의 시계열을 분석하여 미

래 장기평균값을 연 2.85%로 예측하여 적용하고 있다. 1994년은 WTO

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시화 되

고, 농지법이 제정되어 농지정책이 정립됨으로써 농지가격에 매우 큰 변

화가 이루어진 해이다.

2) 이자율

연금산정 기대이자율은 농지연금 모형내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이익, 대출잔액 등을 현가화하는 할인율로 작용한다. 연금산정 기대이자

율이 낮으면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수가 많아지고 반대로 기대이자율이

높아지면 연금액수가 적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기대이자율은 10년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의 시계열을 분석하여 미래 장기평균값을

연 5.11%로 예측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대출이자율은 1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기대이자율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2003년

부터 2009년까지 7년간의 시계열을 분석하여 미래 장기평균값을 적용하

여 예측한 연 4.2%와 3개월 CD수익률 4.07% 등을 감안하여, 연 4.0%로

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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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종료확률

농지연금은 대출자(연금가입자)가 자신의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생존

해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대출금(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지급방식

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역저당의 대출은 차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종료

하게 된다. 그러나 차입자가 사망하여 대출이 종료되는 사유 이외에 차

입자가 농지를 매각하거나 대출금의 조기상환 등의 사유에 의해서도 대

출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농지연금의 대출종료확률에는 사망 이외에 이

들 사유도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한다.

미국의 HECM의 경우 상품개발 초기에 사망 이외의 원인에 의한 대

출종료확률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 이외의 요인에 의해 대출이 종

료될 수 있는 확률부분은 임의로 여자 사망확률의 0.3배 정도인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모형에 적용하는 대출종료확률을 여자사망확률의 130%로

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제도의 도입 당시 조기상환율과 관

련된 어떤 경험 자료도 축적하고 있지 못하므로 미국의 HECM의 사례

를 참조하여 여자사망률의 20%를 조기상환율로 가정하여 모형화하였다.

주택연금의 기본계리모형에서 가정된 조기상환율 보다 실제의 조기상환

율이 더 낮은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보증자가 순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농지연금 또한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제도 도입시점에서 조기상환율

에 대한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었으므로 부부보장 상품으로 기대여명이

긴 여자사망률을 반영한 주택연금의 적용사례인 여자사망률의 120%를

원용하여 다소 보수적인 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사망확률은 2008년 통계

청에서 공표한 완전생명표를 적용하고 있다.

4) 위험부담비용

역모기지의 위험부담비용 수입액은 대출잔액이 농지가격을 초과하는

교차시점 이후 미래 손실액을 충당하기 위한 보충재원이 된다. 위험부담

비용은 초기가입비와 월 위험부담비용으로 구성된다(조덕호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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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HECM과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이 동일한 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가입비는 농지가격의 2% 해당액을 대

출개시시점에 1회 납부하고, 월 위험부담비용은 기초 대출잔액에 월지급

액을 더한 금액의 연 0.5%를 매월 월할 선납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2. 농지연금 지급액 산출

농지연금 지급액 산출을 위해 앞에서 제시한 관련 변수에 대한 기준을

종합하여 [표 3-1]과 같이 반영하였다.

[표 3-1] 농지연금 지급액 관련 변수에 대한 기준

농지가격상승률 연 2.85%

기대이자율 연 5.11%

사망확률 통계청 2008년생명표

초기가입비요율 2.0%

위험부담금요율 연 0.5%

실제대출이율 연 4.0%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가입연령 65세, 농지 담보가치인정가격 1억원을

기준으로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한 고령

농가가 받게되는 농지연금 지급액과 관련 비용을 산출하면 [표 3-2]와 같이

나타난다. 농지연금 채권액은 농지연금 지급액에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 이

자를 합산한 것으로 농지연금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며, 예상농지가

격은 농지가격 상승률 2.85%를 반영한 추정치이다. 연령에 따른 농지연금

채권액과 예상농지가격을 비교해 보면, 90세까지는 예상농지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91세부터는 농지연금 채권액이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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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농지연금 지급액 및 관련 비용

(단위 : 원)

연령

(세)

지급액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권액

예상

농지가격월지급액 년합계액

65 327,530 3,930,360 2,020,994 168,076 6,119,430 102,850,000
66 327,530 3,930,360 42,022 336,364 10,428,176 105,781,225
67 327,530 3,930,360 64,016 512,391 14,934,943 108,795,990
68 327,530 3,930,360 87,022 696,505 19,648,830 111,896,676
69 327,530 3,930,360 111,085 889,077 24,579,352 115,085,731
70 327,530 3,930,360 136,251 1,090,503 29,736,466 118,365,674
71 327,530 3,930,360 162,575 1,301,184 35,130,585 121,739,096
72 327,530 3,930,360 190,110 1,521,549 40,772,604 125,208,660
73 327,530 3,930,360 218,909 1,752,041 46,673,914 128,777,107
74 327,530 3,930,360 249,032 1,993,127 52,846,433 132,447,255
75 327,530 3,930,360 280,541 2,245,290 59,302,624 136,222,001
76 327,530 3,930,360 313,493 2,509,045 66,055,522 140,104,328
77 327,530 3,930,360 347,963 2,784,918 73,118,763 144,097,302
78 327,530 3,930,360 384,020 3,073,470 80,506,613 148,204,075
79 327,530 3,930,360 421,729 3,375,285 88,233,987 152,427,891
80 327,530 3,930,360 461,173 3,690,971 96,316,491 156,772,086
81 327,530 3,930,360 502,430 4,021,161 104,770,442 161,240,090
82 327,530 3,930,360 545,582 4,366,529 113,612,913 165,835,433
83 327,530 3,930,360 590,721 4,727,766 122,861,760 170,561,743
84 327,530 3,930,360 637,929 5,105,608 132,535,657 175,422,752
85 327,530 3,930,360 687,310 5,500,813 142,654,140 180,422,301
86 327,530 3,930,360 738,958 5,914,182 153,237,640 185,564,336
87 327,530 3,930,360 792,982 6,346,548 164,307,530 190,852,920
88 327,530 3,930,360 849,489 6,798,781 175,886,160 196,292,228
89 327,530 3,930,360 908,592 7,271,799 187,996,911 201,886,557
90 327,530 3,930,360 970,408 7,766,555 200,664,234 207,640,323
91 327,530 3,930,360 1,035,069 8,284,052 213,913,715 213,558,073
92 327,530 3,930,360 1,102,701 8,825,329 227,772,105 219,644,478
93 327,530 3,930,360 1,173,441 9,391,482 242,267,388 225,904,345
94 327,530 3,930,360 1,247,432 9,983,654 257,428,834 232,342,619
95 327,530 3,930,360 1,324,824 10,603,041 273,287,059 238,964,384
96 327,530 3,930,360 1,405,770 11,250,891 289,874,080 245,774,869
97 327,530 3,930,360 1,490,438 11,928,516 307,223,394 252,779,453
98 327,530 3,930,360 1,578,998 12,637,283 325,370,035 259,983,667
99 327,530 3,930,360 1,671,628 13,378,623 344,350,646 267,393,201
100 327,530 3,930,360 1,768,513 14,154,034 364,203,553 275,013,908

합계 141,492,960 26,514,150 196,19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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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고 있고, 현행 농지연금 모형은 공시지가를 100%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를 토대로 지급액을 산출하였다. 분석 대상 1,337 농가의 평균 연령은

72.15세이고 평균 농지가격은 145,742,865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지연

금 가입시 평균 연지급액은 7,369,816원으로 산출되었다.

3.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1,337개 고령농가의 농지연금 소비대체율(CRR)을 추정한 결과 [표 3-3]

과 같이 나타났다.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평균은 38.30%로 나타나므로, 농지

연금 연지급액은 고령농가의 현재 소비지출의 38.30% 정도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대체율의 분포를 보면, 상위 10%의 경우 소비대체율

이 93.98%이상이며, 상위 25%는 소비대체율이 46.20% 이상으로 나타난다.

소비대체율 중위수는 21.90%로서, 농지연금 연지급액은 고령농가의 현재 소

비지출의 21.90% 정도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위 25%는 소비대

체율이 10%미만이며, 하위 10%는 소비대체율이 4% 미만에 불과하다.

[표 3-3] 농지연금 소비대체율(CRR)의 분포

CRR(%)
평균

CRR(%)
표준편차

CRR의 분포

90% Q3 Q2 Q1 10%

38.30 46.61 93.98 46.20 21.90 9.98 3.94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노인가계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수행한 여윤경(2006)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농지

연금 소비대체율 평균 38.30% 수준은 주택연금의 47.58～79.30%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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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지연금 표적 집단의 특성

1. 고령농가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337개 고령농가의 평균적 특성은 [표 3-4]에 나

타나 있다.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평균 연령은

72세 였고, 가구원 수는 2.36명 이었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

상이 18.0%로 나타났다.

[표 3-4] 고령농가의 특성
(n = 1,337)

고령농가의 특성 평균, 빈도

연령 72.15세

인구사회적 특성 가구원수 2.36명

가구주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18.0%

농가구분(전업농가 유무) 52.7%

농가형태(주업농가 유무) 71.3%

영농형태(논벼농가 유무) 26.3%

연간농가소득 24,625,080원

농업소득 7,909,923원

농업외소득 7,823,512원

경제적 특성 이전소득 6,116,173원

연간가계지출 21,408,343원

소비지출 16,717,217원

비소비지출 4,691,126원

과소비농가 42.0%

총자산 335,562,150원

고정자산 261,996,520원

농지자산 145,742,865원

유동자산 73,565,629원

총자산중 농지지산 비중 37.9%

총부채 13,346,407원

부채소유농가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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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가구원의 비농업 분야 종사와 관련해 농가

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로 구분되며, 고령농

가의 52.7%가 전업농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업의 규모 및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크기를 감안하여 주업농가, 부업농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업농가는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

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의미하며, 고령

농가 중 주업농가의 비율이 71.3%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는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등으로 구분되며 농업총수입 중 해당작물의 수입이 최대인

농가를 기준으로 한다. 가장 빈도가 많은 논벼농가는 26.3%로 나타났다. 고

령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4,625,080원으로 이중 농업소득이 7,909,923원, 농업

외소득이 7,823,512원,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경상적인 것

으로 공적보조금(농업투자보조금, 연금 등), 사적보조금(출타가족보조금, 친

인척보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인 이전소득은 6,116,173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인 연간 가계지출은 평균

21,408,343원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등 소비지출은 평균

16,717,217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부문 조세, 공적연금납부 등 비소비지출

은 평균 4,691,126원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보다 가계지출이 많은 과소

비농가는 전체의 42.0%로 분석되었다.

총 평균자산은 335,562,150원으로 이중 고정자산은 261,996,520원, 유동자

산은 73,565,629원으로 나타났다. 농지자산은 145,742,865원으로 총자산중 농

지지산의 비중은 37.9%로 분석되었다. 고령농가의 총 평균부채는 13,346,407

원이었으며, 부채보유농가는 전체의 59.5%로 나타났다.

2.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특성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은 주택연금을 대상으로한 선행연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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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2006)와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평균수준이 주택연금 보다 낮게 나타나

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대체율 50% 이상 집단, 75% 이상 집단, 100% 이상

집단으로 하였다. 소비대체율 50% 이상 고령농가는 전체 고령농가의 상위

22.2% 이내에 속하며, 75% 이상 고령농가는 상위 13.8% 이내에 속하며,

100% 이상 고령농가는 상위 8.9% 이내에 속한다.

농지연금 가입시 연지급액의 소비대체율이 50%를 달성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고령농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ANOVA)의 결과는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를 넘는 고

령농가와 그렇지 않은 고령농가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세가지 변수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의 평균연령 73.47

세로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평균 연령 71.77세 보다 높았다.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의 가구원수는 2.22명으로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가

구원수 2.40명 보다 적었다. 그리고 가구주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비

율은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경우 25.9%로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15.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를 넘는 고령농가와 그렇지 않은

고령농가의 경제적 특성은 앞의 25% 기준의 분석과 달리 농업소득, 비소비

지출, 과소비농가가 추가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유동자산은 추가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의 전업농

가 비율은 63.0%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49.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업농가 비율도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의 경우

80.1%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68.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의 논벼농가 비중은 33.7%로 소비대체율

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2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의 경우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22,095,846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25,347,371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농업외소득의 경우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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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962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8,339,421원 보다 낮

게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도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5,118,679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6,401,034원 보다 낮

게 나타났다.

[표 3-5]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50% 충족여부에 따른 고령농가의 특성

고령농가의 특성 CRR≧50% CRR<50% Sig.

인구 연령 73.47세 71.77세 ***

사회적 가구원수 2.22명 2.40명 **

특성 가구주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25.9% 15.8% ***

농가구분(전업농가 유무) 63.0% 49.7% ***

농가형태(주업농가 유무) 80.1% 68.8% ***

영농형태(논벼농가 유무) 33.7% 24.2% **

연간농가소득 22,095,846원 25,347,371원 *

농업소득 8,811,729원 7,652,388원

경제적 농업외소득 6,016,962원 8,339,421원 *

특성 이전소득 5,118,679원 6,401,034원 *

연간가계지출 18,415,953원 22,262,901원 ***

소비지출 14,420,305원 17,373,162원 ***

비소비지출 3,995,648원 4,889,738원

과소비농가 39.7% 42.6%

총자산 632,924,557원 250,642,309원 ***

고정자산 548,974,526원 180,042,225원 ***

농지자산 376,585,411원 79,819,562원 ***

유동자산 83,950,031원 70,600,084원 *

총자산중 농지지산 비중 60.1% 31.5% ***

총부채 11,696,667원 13,817,535원

부채소유농가 59.9% 59.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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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 있어서는 가계지출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18,415,953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22,262,901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농지연금 소비대체

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14,420,305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17,373,162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산에 있어서는 총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632,924,557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경우의 250,642,309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정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548,974,526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180,042,225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지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376,585,411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

농가의 79,819,562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동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

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83,950,031원으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70,600,084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자산중 농지자산 비중의 경

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고령농가는 60.1%로 소비대체율이

50% 미만인 고령농가의 31.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지연금 가입시 연지급액의 소비대체율이 75%를 달성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고령농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ANOVA)의 결과는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75%를 넘는 고

령농가와 그렇지 않은 고령농가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세가지 변수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의 평균연령 73.57

세로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평균 연령 71.92세 보다 높았다.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의 가구원수는 2.23명으로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가

구원수 2.38명 보다 적었다. 그리고 가구주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비

율은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경우 26.5%로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1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 54 -

[표 3-6]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75% 충족여부에 따른 고령농가의 특성

고령농가의 특성 CRR≧75% CRR<75% Sig.

인구 연령 73.57세 71.92세 ***

사회적 가구원수 2.23명 2.38명 *

특성 가구주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26.5% 16.7% **

농가구분(전업농가 유무) 63.8% 50.9% **

농가형태(주업농가 유무) 81.1% 69.7% **

영농형태(논벼농가 유무) 35.1% 24.9% **

연간농가소득 22,525,674원 24,962,224원

농업소득 9,606,593원 7,637,454원

경제적 농업외소득 5,894,589원 8,133,279원 *

특성 이전소득 4,818,100원 6,324,631원 *

연간가계지출 18,416,182원 21,888,855원 **

소비지출 14,267,384원 17,110,636원 ***

비소비지출 4,148,798원 4,778,219원

과소비농가 38.4% 42.5%

총자산 745,812,036원 269,680,007원 ***

고정자산 655,679,041원 198,774,935원 ***

농지자산 469,124,178원 93,810,970원 ***

유동자산 90,132,995원 70,905,072원 *

총자산중 농지지산 비중 63.6% 33.7% ***

총부채 12,798,433원 13,434,406원

부채소유농가 63.8% 58.8%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75%를 넘는 고령농가와 그렇지 않은

고령농가의 경제적 특성은 앞의 50% 기준의 분석과 달리 농가소득이 추가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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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농가의 전업농가 비율은 63.8%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50.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업농가 비율도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

령농가의 경우 81.1%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69.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의 논벼농가 비중은

35.1%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2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있어서는 농업외소득의 경우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

는 5,894,589원으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8,133,279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도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는

4,818,100원으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6,324,631원 보다 낮

게 나타났다.

지출에 있어서는 가계지출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는 18,416,182원으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21,888,855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농지연금 소비대체

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는 14,267,384원으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17,110,636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산에 있어서는 총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

령농가는 745,812,036원으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269,680,007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정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는 655,679,041원으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

농가의 198,774,935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지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

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는 469,124,178원으로 소비대체율이 75% 미

만인 고령농가의 93,810,970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동자산의 경우 농지연

금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는 90,132,995원으로 소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70,905,072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자산중 농지자

산 비중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75% 이상인 고령농가는 63.6%로 소

비대체율이 75% 미만인 고령농가의 3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지연금 가입시 연지급액의 소비대체율이 100%를 달성하는가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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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고령농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ANOVA)의 결과는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7]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100% 충족여부에 따른 고령농가의 특성

고령농가의 특성 CRR≧100% CRR<100% Sig.

인구 연령 73.78세 71.99세 ***

사회적 가구원수 2.25명 2.37명

특성 가구주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26.1% 17.2% *

농가구분(전업농가 유무) 67.2% 51.2% ***

농가형태(주업농가 유무) 81.5% 70.3% **

영농형태(논벼농가 유무) 35.3% 25.5% *

연간농가소득 22,104,448원 24,871,349원

농업소득 9,278,198원 7,776,241원

경제적 농업외소득 5,566,706원 8,044,005원

특성 이전소득 5,316,410원 6,194,311원

연간가계지출 18,036,653원 21,737,761원 **

소비지출 14,097,300원 16,973,186원 **

비소비지출 3,939,353원 4,764,575원

과소비농가 42.0% 42.0%

총자산 832,586,984원 287,002,252원 ***

고정자산 738,426,027원 215,448,810원 ***

농지자산 552,567,084원 105,995,672원 ***

유동자산 94,160,957원 71,553,442원 *

총자산중 농지지산 비중 66.9% 35.0% ***

총부채 10,568,376원 13,617,824원

부채소유농가 63.0% 59.1%

* p<.05 ** p<.01 *** p<.001

먼저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100%를 넘는 고령농가와 그렇지 않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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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농가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75%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는 달리 가구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의 평

균연령 73.78세로 100% 미만인 고령농가의 평균 연령 71.99세 보다 높았다.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의 가구원수는 2.25명으로 100% 미만

인 고령농가의 가구원수 2.37명 보다 적었다. 그리고 가구주 교육수준이 고

등학교 이상인 비율은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경우 26.1%로 100% 미만

인 고령농가의 1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100%를 넘는 고령농가와 그렇지 않은

고령농가의 경제적 특성은 앞의 75% 기준의 분석과 달리 농업외소득, 이전

소득이 추가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의 전업농가 비율은 67.2%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

만인 고령농가의 51.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업농가 비율도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의 경우 81.5%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만인 고령농

가의 70.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의 논

벼농가 비중은 35.3%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만인 고령농가의 2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있어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출에 있어서는

가계지출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경우는 18,036,653원

으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만인 고령농가의 21,737,761원 보다 낮게 나타났

다.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는

14,097,300원으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만인 고령농가의 16,973,186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산에 있어서는 총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

농가는 832,586,984원으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만인 농가의 287,002,252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정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는 738,426,027원으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만인 고령농가의

215,448,810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지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는 552,567,084원으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만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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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농가의 105,995,672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동자산의 경우 농지연금 소

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는 94,160,957원으로 소비대체율이 100%

미만인 고령농가의 71,553,442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자산중 농지자산 비

중의 경우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인 고령농가는 66.9%로 소비대

체율이 100% 미만인 고령농가의 3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농지연금 소비대체율(CRR)이 50%(75%, 100%)를 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특성은 연령, 가구

주 교육수준, 농가구분(전업농가 유무), 농가형태(주업농가 유무), 영농형태

(논벼농가 유무), 가계지출, 소비지출, 총자산, 고정자산, 농지자산, 유동자산,

총자산중 농지자산 비중 등 12개로 나타났다. 소비대체율 75% 이상을 기준

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구원수,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등 3개의 특성이 추가

되며, 50%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농가소득이 추가된다. 이를

종합하면,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는 총

16개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대

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낮은 고령농가에 비하여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았

고, 가구원수가 적었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농가구분,

농가형태, 영농형태에 있어서 전업농가, 주업농가, 논벼농가의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농가소

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지출에 있어서는 소비대

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가계지출, 소비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자산에

있어서는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총자산, 고정자산, 농지자산, 유동자

산의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총자산중 농지자산 비중도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주택연금에 대한 여윤경(2006)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공통

되게 설정된 특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았고,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낮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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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산수준과 총자산 중 대상자산(주택 또는 농지)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

다.

한편, 주택연금에서는 지출이 소득 보다 많은 과소비 가계의 비중과 부채

를 소유한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나, 농지연금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이 두가지 특성에 대해서 소비대체율 충족수준을 좀더 낮추어서, 전체

고령농가의 상위 45.8% 이내에 해당되는 소비대체율 25% 이상 고령농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8]과 같이 분석되었다.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이 25% 이상인 고령농가는 지출이 소득 보다 많은 과소비 농가의 비중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부채소유농가는 역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3-8]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25% 충족여부에 따른 고령농가의 과소비

및 부채소유 특성

고령농가의 특성 CRR≧25% CRR<25% Sig.

경제적 과소비농가 38.7% 44.7% *

특성 부채소유농가 59.6% 59.3%

* p<.05 ** p<.01 *** p<.001

3.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의 결정 요인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75%, 100%)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

로 하고, 위의 분산분석 결과 유의하게 판명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

짓(logit)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충족

여부를 50%, 75%, 100%일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소비지출, 고정자산, 유동자산, 총자산중 농지비중이었다.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75%, 100%)를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종속변

수로 한 경우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이 적을수록, 고정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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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비중이 높을수록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이 50%(75%, 100%)를 넘을 가능

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9]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충족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종속변수 :

농지연금

소비대체율

충족여부

소비대체율

50% 충족여부

소비대체율

75% 충족여부

소비대체율

100% 충족여부

≧50% 22.2%

<50% 77.8%

≧75% 13.8%

<75% 86.2%

≧100% 8.9%

<100% 91.1%

독립변수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상수항 -74.009 *** -82.891 *** -61.434 ***

연령 .492 *** .523 *** .377 ***

가구원 규모 -.275

가구주 교육수준 .214 -.781 -.565

전업농가 -.040 .163 .366

주업농가 .617 1.352 .874

논벼농가 -.325 .099 -.957

총소득(log) -.132

농업소득(log)

농업외소득(log) -.116 .076

이전소득(log) .240 .014

소비지출(log) -22.872 *** -29.195 *** -20.808 ***

비소비지출(log)

과소비농가

고정자산(log) 19.046 *** 24.712 *** 17.568 ***

유동자산(log) 3.838 *** 3.480 *** 2.475 ***

총자산중농지비중 .213 *** .218 *** .163 ***

Concordance rate 96.6% 98.1% 97.7%

Chi-square 1497.451 *** 1191.081 *** 943.086 ***

* p<.05 ** p<.01 *** p<.001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의 소비대체율이 50%(75%,

100%) 이상의 달성가능성에 관한 분석결과, 고령농가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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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소비지출이 적을수록, 고정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중 농지비중이 높을수록 그 달성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특성을 가진 고령농가가 농지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 수준이 높은 집단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농지연금 정책이 효율적인 노후의 소득원을 제공해

주는 집단이 어떠한 집단인지와 농지연금 정책 수립 및 운영시 표적이 되어

야 하는 집단(Target Group)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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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농지연금 모형설계 측면

1. 이자율

미국의 공적보증 역모기지인 HECM 프로그램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대이율()은 10년만기 미재무성증권수익률(ten-year U.S. Treasury

rate)에 일정 크기의 마진(margin)을 가산하여 결정하며, 실제대출이자율

()은 변동금리인 1년만기 미재무성증권수익률(one-year U.S. Treasury

rate)에 연동되며 일정 크기의 마진을 부가하여 변동금리로서 실제 대출

이자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에서도 미국의 HECM과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기본계리모형에서는 10년만기 국고채의 과거 5년간 평균수익률

에 2.0%의 마진을 가산한 수준의 고정이자율을 기대이자율()로 사용하

며, 실제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인 3개월만기 CD수익률에 1.1%의 마

진을 부가하여 실제 대출이자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역모기지 기본계리

모형에 적용하는 기대이자율() 수준은 장기채권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

하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 실제대출이자율()은 단기채권수익률에 연동

하여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역모기지제도가 장기성 금융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및 이자율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를 반영하

여 모형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대이자율은 미국 HECM과 우리나라 주택연금 등의 사례와 같

이 10년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7년간의 시계열을 분석하여 미래 장기평균값을 연 5.11%로 예측하

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이자율은 기대이자율과 같은 분석방법으

로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4.85%)과 3개월 CD수익률(4.07%)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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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를 대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대이자율 및 대출이자율 산정기준이 2011년 제도 도입

당시에 적용된 것으로 사업시행 3년차인 2013년 현재에도 이러한 기준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단기금리인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기간의 금리가 높게 형성되었고 2009년

이후 현재까지의 저금리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농지연금

의 대출이자율의 수준이 최근 시중 이자율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 고정

금리이므로 이자율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세계금융위기 기간의 금리가 반영되어 최근 일부 시중 담보대

출 이자율도 4% 미만으로 하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대체로 3.0% 수

준임을 감안한다면, 대출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다시 산정하고 농업정책자

금 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의

경우 3개월 평균 CD금리에 1.1%의 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고, 2013

년 5월 6일 기준으로 보면 3개월 평균 CD금리 2.81%에 1.1%를 합산하여

3.91%로 설정되어 있다. 농지연금 도 현행 고정금리 기준을 변동금리로 변

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위험부담비용

농지연금의 초기가입비는 수급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시점에 대비

하여 미래의 손실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립하는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가입비 수준은 농지가격의 2%로 설정되어 있고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입자가 조기사망하거나, 가입농지가 공공용

지로 편입되는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해지사유 발생 시에도 가입비

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수령하지 않은 가입비를 부담하는 것도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기사망, 공공용지 편입 등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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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유로 농지연금 계약해지 시 면제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대수명 이상 생존할 경우 농지연금의 위험부

담이 많아지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조기 사망하는 가입자에 보다는 장수하

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위험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모

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가입비와 월 위험부담금 요율을 고정하는 것

보다는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지소유 규모

농지연금은 지역 및 농지가격에 상관없이 농지(논 밭 과수원) 소유면적

30,000㎡까지 가능하며 가입규모의 하한선이 없다. 그런데, 지가가 낮은 지

역의 경우 상한까지 가입하여도 월 수령액이 1백만 원이 안 되어 노후생

활안정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전남 및 전북지역의 표준지 공시지

가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이 나타나며, 10,000원/㎡ 미만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다.

[표 4-1] 전남 및 전북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구분
표준지

전체 필지수 〜10,000원/㎡ 필지수 비율(%)

계 105,397 64,219 60.9

전 북 41,613 22,820 54.8

전 남 63,784 41,399 64.9

＊자료 : 표준지 공시지가 보도자료(국토해양부, ‘13.2.28)

월지급액의 상한이 3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면적규모의 상

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된다. 월지급액의 상한을 유지하면서 농지소유

면적의 상한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5 -

제2절 다른 농업정책과의 연계 측면

1.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과의 연계

농업경쟁력을 개념적으로 정의해 보면 ‘농업경영체 및 종사자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농식품의 생산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업 종사자의 소득

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농업 및 관련 부문의 총체

적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병률 외, 2009).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Porter가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제시한 네가지 결정요소들의 질적 수

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업부문으로의

자본유입 부족, 연구 개발·관리·조정의 비효율성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부족, 농업경영의 영세성과 생산 및 마케팅 조직화의 미흡 등 내부적인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저해요인에 대

해 그 영향을 줄이거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농업인구

의 감소와 고령화 상황에서 Porter(1990)의 경쟁력 결정요소들 중에서 농

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조건이며, 그 중에서도 근간이 되

는 것은 인적자원일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

의 비율은 1970년 44.7%에서 2010년 6.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전

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4.9%에서 31.8%로 증가하여, 고령화

가 심화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62.3세이고

농림어가 인구의 중위 연령은 55.7세로 전체인구(38.1세) 보다 17.6세 정도

높게 나타난다. [표 4-2]의 연령별 농가인구 구성비 변화에서는 유소년층

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은 60대

이후로 높아지고, 젊은 연령층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고

령화현상이 지속된다면 노인인구의 사망과 젊은 인구의 전출로 농가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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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소해지고, 농가 중심의 농촌사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김태헌 외,

2008). 젊은 청장년층의 농업인구가 유입되고 육성되어야 농업, 농촌의 발

전, 유지를 지속적으로 꾀할 수 있을 것이다(황민영, 2005).

[표 4-2] 연령별 농가인구 구성비 변화

(단위 : %)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3.5 33.0 20.6 11.4 8.9

15-64세 51.6 60.3 67.9 66.9 59.4

65세 이상 4.9 6.7 11.5 21.7 31.8

자료 :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농업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농업부문이

비농업부문 수준의 젊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이 최

소한 비농업부문 소득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WTO 출범이후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소득격차는 급격히 확대됨에 따

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이 1995년 95.7%에서 2011

년 59.1%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생애소득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은

퇴 후의 노후소득으로 구분한다면, 도시근로자의 경우 대다수가 퇴직연금

의 형태로 은퇴 후의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보장받고 있는데 반해, 농업인

의 경우 퇴직연금 형태의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 우수 인력 확

보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소득은 농산물생산량에 농산물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

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거나 농산물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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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야 한다. 농업, 특히 주곡인 쌀을 포함한 곡물의 관점에서 보면, 농산

물시장에서 생산자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가 되므로 농산물의 가격을

임의로 올릴 수 없다. 그런데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

나 낮아지고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수입됨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경작

면적을 늘려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세소농 구조로서 호당 경

지면적이 1.5ha 미만으로 작다. 청장년층이 농업소득을 많이 확보하기 위

해서는 은퇴하는 고령농의 농지를 창장년층이 경작토록 하는 구조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쌀농업의 경우 단위당 자경소득이 임대소득보다 훨

씬 크므로, 고령농가가 노후소득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영농을 포기하

기 어려워 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구조개선은 농업

인력의 노령화와 자연은퇴, 사망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그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영농은퇴와 연계된 연금제도 등의 제도적 장

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은 65세

은퇴시 지급하는 농업인 연금제도로 농업구조를 크게 개선하였다(김수석,

2008). 우리나라도 연금 형태의 고령농가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은퇴를 촉

진시키고 젊은 청장년에게 농지가 규모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농지연금에 참여한 농가가 농지를 임대할 경우 정부가 선정한 젊고 우

수한 농업인력에게 임대한다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연금 가입자가 해당 농지를 젊고 유

능한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임대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참여할 경

우, 월위험부담금 요율을 하향 적용하는 등 농지연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

고, 가능하다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인센티브

를 함께 부여한다면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더욱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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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농가의 고령화와 경제상황 악화는 농촌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

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주요 소비주체인 고령농가에 대한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 및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생산과 소비주체의 유입이 시급

하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귀농귀촌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귀농·귀촌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의 주요한 공급수단이다. 농업

이 농산업구조를 융복합산업인 6차산업으로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

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

인 장년세대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귀농귀촌이 사회적 편익(169만원/1인)을 창출하고 농어촌 지역

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31차 국

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기반을 강화하기

로 하고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주요 대상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서 이탈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특정 시기에 출산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구분하는 대부분의 연구들과 통

계청의 조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까지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된다. 한국전쟁 이후 출산장려정책에 의한 태

어난 베이비부머는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 가장 고령인 1955년 출생자가 일반적인 정년연령으로 여겨지

는 55세가 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년기 편입이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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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강은나 외, 2012). 베이비부머 세대는 주거의 공간적 이동 대상으로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혈연이나 이웃과 같은 연

고를 찾아서 이동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창현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과반 이상(66.3%)이 은퇴 후에 농촌으로 이주

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농촌으로의 이주계획을 가진, 대도시 거주 베이

비붐 세대에서 응답자의 85.8%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을 갖춘 것이 비교적 최

근의 일임을 감안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를 연금소득에 전적으로 의

존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개별 가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은퇴자금을

은퇴소득화 혹은 연금화하고 은퇴 후 수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의 원천을

다양화하려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지영, 2011). 우리나라 경

제성장의 주역으로서 각 분야에서 높은 교육과 경험을 쌓은 베이비부머

가계가 은퇴 후 귀농귀촌하여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한다

면 기존의 연금소득 이외에 농지연금 소득과 농업소득을 추가함으로써 노

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귀농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농촌사회 내부로는 새로운 농업유입인구를

통해 농촌을 활력화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향후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는 베이비부머 가구를 농지연

금 가입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

다.

1) 가입대상 영농경력 규제완화

현행 농지연금 신청인의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농지연

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근로자는 귀농귀촌하더라도 5년이내에 농지연금의 가입대상

이 될 수 없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경력 요

건을 삭제하거나, 귀농귀촌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영농경력 요건 대신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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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영농경력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2) 가입 및 지급연령 확대

현행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귀농귀촌이 활

성화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가장 연령이 낮은 1963년 생은 2013

년에 만 50세가 되므로, 가입연령을 50세로 낮추고 지급연령도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50세 이후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주

택연금의 경우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의해 주택

연금 가입연령을 5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50대 미만의 청장년층을 농업으로 유입하기 위해 20대

의 신규취농이나 30대 및 40대의 귀농귀촌 가구에 대해서도 농지연금에

우선 신청 등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자녀교육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령

이후의 농지연금 수령액의 일정비율을 조기에 일시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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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대효과 분석을 위해 고령농가

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2010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농지연

금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농지연금 소비대체율을 추정하고, 높은 소비대체율을 갖는 집단과 그렇

지 않은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며, 이러한 집단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

인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농지연금의 활성화를 위

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지연금으로부터의 소비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농지연금의 연간 평균

연금지급액은 7,369,816원, 평균 소비대체율은 38.30%로 산출되었다. 소비대

체율이 높은 집단은 주택연금을 대상으로한 선행연구를 감안하여 소비대체

율 50%(75%, 100%)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비대체율 50% 이상 고령

농가는 전체 고령농가의 상위 22.2% 이내에 속하고, 75% 이상 고령농가는

상위 13.8% 이내에 속하며, 100% 이상 고령농가는 상위 8.9% 이내에 포함

된다.

농지연금 소비대체율(CRR)이 50%(75%, 100%)를 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는 여러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구사회

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낮은 고령농가에 비하여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았고, 가구원수가 적었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에 있어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으로 볼 때, 소비대체율

이 높은 고령농가는 전업농가, 주업농가, 논벼농가의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농가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지출에 있어서는 소비대체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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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령농가는 가계지출, 소비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자산에 있어서는

소비대체율이 높은 고령농가는 총자산, 고정자산, 농지자산, 유동자산의 수준

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총자산중 농지자산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의 소비대체율이 50% (75%,

100%) 이상의 달성가능성에 관한 분석결과, 고령농가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

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이 적을수록, 고정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자산이 많을수

록, 총자산중 농지비중이 높을수록 그 달성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고령농가가 농지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 수준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농지연금 정책이 효율적인 노후의 소득원을

제공해 주는 집단이 어떠한 집단인지와 농지연금 정책 수립 및 운영시 표적

이 되어야 하는 집단(Target Group)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농지연금 모형설계 측면과 제

도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농지연금 모형설계 측면에서 우선 농

지연금 대출이자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농지연금 대출이자율은 연

4% 고정금리로 설정되어 이자율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지연금의 초기가입비의 경우, 부담수준이 높고 가입자의 의지와 관계없

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에 대해 배려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초기가입비 부담수준을 낮추고, 조기사망, 공공용지 편입 등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사유로 농지연금 계약해지 시 면제나 감면규정

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소유 규모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지연금은 지역 및 농지가격에 상관없이 농지

(논 밭 과수원) 소유면적 30,000㎡까지 가능토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전라

남도, 전라북도 등 지가가 낮은 지역의 경우 상한까지 가입하여도 월 수령

액이 1백만 원이 안 되어 노후생활안정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월

지급액의 상한은 유지하면서 농지소유 면적의 상한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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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것이다.

농지연금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부문이 비농업부문 수준의 젊

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이 최소한 비농업부문 소득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

가소득의 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퇴직연금 형태의 노후소득 보장

이 되고 있지 않아 우수 인력 확보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

우, 농업구조개선은 농업인력의 노령화와 자연은퇴, 사망과 같은 자연적 요

인에 의해서 그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영농은퇴와 연계된 연

금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지연금에 참여한 농가가 정부가 선정한

젊고 우수한 농업인력에게 농지를 임대토록 한다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자가 해당 농지를 젊고 유능한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임대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참여할 경우, 월

위험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농지연금 인센티브 부여와 아울러,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생산과 소비주체의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와의 연계 강화이다. 귀농귀촌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귀농·귀촌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

적자원의 주요한 공급수단으로 정부에서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의 주요 대상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서 이탈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이므로,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향후 대규모 은퇴가 예상

되는 베이비부머 가구를 농지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농지연금 신청인의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근로자는 귀농귀촌하더라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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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농지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경력 요건을 삭제하거나, 귀농귀촌가구에 대해서는 사

전 영농경력 요건 대신에 사후에 영농경력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현실적

으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가장 연령이 낮은

1963년 생은 2013년에 만 50세가 되므로, 가입연령을 50세로 낮추고 지급

연령도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50세 이후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

안도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수집자료의 측면에서, 농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유일한 공식 통계로서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통계자료

를 활용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에 1인가구를 배제함에 따른 분석상의 제약

에 있다. 주택연금의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의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에

서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대체율이 높은 가계

의 특성에 일인가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여윤경, 2006), ‘농가경제

조사’ 통계자료에서는 조사대상에 1인가구를 배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지 못했다. 2010년도 전체 1,177천 농가 중 1인가구는

15.6%인 184천 농가에 달한다.

둘째, 분석대상의 측면에서, 실제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들을 대상으

로 노후소득보장 기대효과 분석 및 가입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향후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

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농지연금 가입자의 특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 지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지만, 농지연금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상황

이므로 추세분석 등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

다. 일정 기간 이상의 시계열이 확보된다면 농지연금 가입자의 특성 변

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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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derly population rate of Korean farmers is 31.8%, which is

around three times that of Korean people. Nevertheless because of the

fact that farm population is only 6.2 percent of the nation population,

a research on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is being neglected.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 the effects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as income security for old farm househol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actuarial models are nonexistent.In designing a policy,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target group is required.

But, in case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an analy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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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group in which income security effect appears

high hasn’t been made.

This study estimated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for old farm households. Also, this study

examin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and those with low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and factors associated with older farm households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And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of reverse

mortgage loan policy.

Average annuity from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was

7,369,816 won and average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was

38.3%. Groups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were

classified into three(≧50%, ≧75%, ≧100%) in view of previous

studies on reverse mortgage loan on house. Old farm households wit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50%) fall within the top 22.2% for

the entire old farm households and old farm households of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75%) fall within the top 13.8%. And

old farm households of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100%) fall

within the top 8.9%.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various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50%, ≧

75%, ≧100%) and those with low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50%, <75%, <100%). In view of the population social

characteristics, old farm households with older householders, smaller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igher level of education had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In view of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those with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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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d to be professional farmers or principal farmers or paddy

rice famers.

Also in terms of income, old farm households with lower farm

household income level, lower off-farm income level, lower

transfer income level had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In terms of expenditure, old farm households with lower

household expenditure level, lower consumption expenditure

level had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In terms of assets,

old farm households with higher total assets level, higher fixed

assets level, higher farmland assets level, higher liquid assets

level, higher share of farmland among total assets had high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The logit analyses showed that those with older householder,

lower consumption expenditure level, higher fixed assets level,

higher liquid assets level, higher share of farmland among total

asset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from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So,

the old farm households with these characteristics were tended to

have higher benefit from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Therefore, reverse mortgage loan system on farmland should have

focused on these group of old farm households to provide efficient

tools for an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Three kinds of improvements in terms of model design for

activation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were presented.

First, because the annual interest rate of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is fixed in 4%, it does not reflect the recent trend

of low interest rates. Thus, improvement to reflect the reali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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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Second, because the burden level of the initial fee is

high, there is a need to reduce it. Third, in the case of the low

farmland value region, i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upper limit

of the monthly payments and abolish the upper limit of the

area of farmland ownership.

Two kinds of improvements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for

activating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were presented.

First, it is required to enhance linkage with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 transfer for strengthening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required to enhance linkage with

the policy of attracting population to rural areas for acquiring

new producers and consumers.

keywords : reverse mortgage loan on farmland, old farm households,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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