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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

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고령화 현상

으로 인해 미래에 경험할 노인문제에 주목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

회기본법 ,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을 제정하는 한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이어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을 수립·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

책대안의 마련하여 고령화와 관련된 국내 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추구

해 왔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정부보증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는 이러한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추진과제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의 확보’와 관

련하여, 향후 국가경제 내에서 그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제도’의 성격으로 ‘미국의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사례에 기초하여 도입되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전체 평균 73.3%(부동산 비중 67.8%)이며 50대 가구주

는 실물 자산 비율이 74.5%(부동산 비율 68.7%), 60세 이후 가구주의 경

우 실물자산 비율이 82.7%(부동산 비중 79.1%)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실

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3).” 이에 정부는 고령층의 주택자

1) 보건복지부 (2010), “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서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추진

과제로서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범주하에 23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 보건복지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서 “지난 1차 계획의 기

본 틀을 유지,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 베이비붐 은퇴 대비대책 등 14개의

신규과제를 포함시키는 한편, 20·30세대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목

표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보완 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3)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ii -

산이 가구자산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

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과 함께 주택자산

의 유동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을 발표4)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동산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보증 주택

연금 제도를 정책수단으로 도입·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적은 예산

으로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복지수준을 향

상할 수 있다.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계소비를 어느

정도 촉진시켜 경기부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령층의

노후생활의 안정 등과 함께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7년 7월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약 9년의 기간이 경과한 지금 이미 안정적으로 시

장에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수급체계

의 불안정성과 불충분성, 은퇴예정자들의 미흡한 노후준비 상황 등을 감

안할 때 동 제도는 고령층에 대한 노후 보장적 정책수단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집행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5)인 한

국주택금융공사 이다. 즉,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최종집행자는 공공

기관의 일선행정관료라 할 수 있어, 집행조직과 집행관료 모두 기업적

성격이 약하다. 일반적으로 정부 산하기관이 조직의 확장과 안정성을 추

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목표를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다. 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우에도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고, 조직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

되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에서 분리)는 조정자로서

4) 재정경제부 (2006)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정당발표자료(2006.2.16.)
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

으로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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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책집행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집

행과정이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그 변천과정의 핵심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행정학·정책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에 차용된 변수들이

실제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

떤 변수들이 성과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Winter의 통합모형을 이용하여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집

행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파

악하였다. Winter의 통합모형에서 제시한 총13가지 관련 변수의 특성을

파악을 위해 문헌조사와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화인터뷰는 정책집

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집행실무자 2명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의 참여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

헌조사를 병행하여 관련 변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관련 변수를 총 13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집행에 성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

어 관민 정책참여위원의 구성, 정기 협의회 개최 등 일련의 의사결정이

다원적 정책참여자간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갈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협의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마찰은 있었으나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관민으로 구성된 다원적 정책참여자 또한 전문

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책참여자간 유용한 자료를 공식적인 회의석

상에서 공유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적절한 ‘인과이론’에 기반 하여

이루어졌다. 단,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대표위원이 정책참여

집단 Pool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이들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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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의 정책의제형성과정부터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대중에

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이거나 가시성이 높은 ‘상징적’인 행위를 강행한

점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옹호자’들은 동 정책에 대

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는데 큰 난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집행과정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는 적극적인 ‘조직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

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업무집행기관으로 선정

되면서 상품개발, 수요조사, 정보인프라 구축 등 중추적인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공사법과 규

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책목표와 반대되는 행위’를 할 원인은 존재하

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보증 주택연

금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높았다. 이러한 높은 순응도로 인해 정책집행

에 있어 ‘거부점(Veto-Point)’이 나타나는 등 정책목표에 반대되는 행태

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책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집행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자(Fixer)’로써 금융위원회가 존재하였다.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선행정관료들은 조직의 수익창

출을 위해 정책상품에 대한 설명시 정책대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

달하지 않는 ‘혼란행위’를 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상자

를 취사선택하는 ‘Creaming’ 행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타 대응행태’로

써 정책집행기관의 관료들은 정책대상집단으로 부터 입수한 문제점, 불

편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행태를 취하였는데 이는

‘상향적접근방법’의 성공적인 사례로써 정책대상집단의 기대치에 맞추어

정책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는 정

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집행기관이 취한 행태 중 가장 중요한

성과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정책도입전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는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고, 일반시민대상 설문조사결

과, 비호감 45.2%, 호감 38.5%로 비호감이 높았다. 한편 ‘정책도입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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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대상집단의 반응’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는 개선사항을 여지로 남기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대상집단인

일반노년층 및 주택연금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주택연금수요실

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행태를 취하였다. 이 또한 정부정책목표인 주택연금 활성

화에 매우 중요한 성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에 있어 전문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이해 당사자인 정

책대상집단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 둘째, 관민 조정

자·조정집단의 구성을 제도화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거부점이나 기타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시

의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 셋째, 고령화문제에 대한 교육을 범 국가 적으

로 정례화 하여 정책대상자가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제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넷째,

정부와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대상집단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발전시킨 것은 ‘주택연금 활성화정책’에 있어 가장

큰 성과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이고 체

계적인 R&D 활성화의 필요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주요어 : 주택연금, 역모기지, 정책통합모형, 정책결정, 정책집행

학 번 : 2015-24448



- v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 3 절 연구문제 ··································································· 4

제 4 절 연구의 대상 및 연구의 방법 ······························ 5

제 2 장 선행연구, 이론 및 역모기지 개관 ·········· 7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 7

제 2 절 이론적 배경 ····························································· 9

1. 학술적 이론 ··········································································· 9

2. 역모기지의 개념 ··································································· 9

제 3 절 역모기지제도 개관 ················································ 11

1. 역모기지론과 모기지론의 비교 ········································· 11

2.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개념 ················································· 12

3. 과거 우리나라 민간 역모기지 제도 운영의 문제점 ····· 21

제 3 장 집행연구의 이론 및 연구 분석틀 ··········· 23

제 1 절 정책집행연구의 개관 ············································ 23

1. 집행연구에 대한 관심 ························································· 23

2. 집행연구의 역사적 발전 ····················································· 24

3. 정책집행연구의 주요 이론 ··············································· 27



- vii -

제 2 절 본 연구의 분석틀 ··················································· 34

1. Winter의 통합모형 ······························································· 34

2. Winter모형의 종속변수 ····················································· 37

3. Winter모형의 독립변수 ····················································· 42

제 4 장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성과요인 분석 ····· 52

제 1 절 정책결정과정 성과요인 ········································ 55

1. 갈등의 정도에 대한 분석 ··················································· 55

2. 인과이론에 대한 타당성 분석 ··········································· 59

3. 상징적 행위에 대한 분석 ··················································· 72

4. 정책지지자(옹호자)들의 관심수준에 대한 분석 ············ 76

제 2 절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성과요인 ··········· 89

1. 조직의 이익 ··········································································· 90

2.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 ························································· 93

3. 거부점의 수 ··········································································· 97

4. 조정자의 존재 ······································································· 106

제 3 절 일선행정관료의 행태 성과요인 ························· 113

1. 정책대상자 혼란여부 ··························································· 114

2. 취사선택 행위 여부 ····························································· 117

3. 기타 대응행태 ······································································· 120

제 4 절 정책대상집단 행태 성과요인 ······························ 126

1.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 127

2.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 128



- viii -

제 5 장 결 론 ······························································ 133

제 1 절 연구의 결과 ····························································· 133

1. 정책결정과정상의 성과요인 ··············································· 134

2.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성과요인 ··························· 135

3. 일선행정관료 행태 성과요인 ············································· 137

4. 정책대상집단 행태 성과요인 ············································· 139

제 2 절 정책적 함의 ····························································· 140

1. 정책결정과정 ········································································· 140

2. 정책집행과정 ········································································· 142

제 3 절 정책적 제언 ····························································· 145

1. 시민전문위원회 활성화 ······················································· 145

2. 민관 조정집단 설치·운영 ··················································· 145

3. 정부보증 주택연금 교육·홍보활동의 정례화 ················· 146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147

참고문헌 ········································································ 150

Abstract ········································································ 159



- ix -

표 목차

[표 2-1]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비교 ···································· 11

[표 2-2] 가입가능 연령 ······························································· 12

[표 2-3]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에 따른 가입대상 주택 ············ 13

[표 2-4]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3

[표 2-5] 주택연금 주요 가입요건 ··············································· 14

[표 2-6]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요내용 ······································· 15

[표 2-7]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종신방식) 주요내용 ····· 16

[표 2-8] 선택가능 지급기간 ························································ 16

[표 2-9] 인출한도의 사용용도 ···················································· 17

[표 2-10] 주택연금 종료사유 ······················································ 18

[표 2-11]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 18

[표 2-12] 정부보증 주택연금 가입건수 및 보증공급액 현황 ··· 19

[표 2-13] 시중은행 역모기지 및 주택연금 비교표 ··················· 22

[표 3-1] 주택연금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 현황 ························· 38

[표 3-2] 일반노년층 연령별/수입별 월평균 지출 구성비 ········· 41

[표 3-3] 주택연금이용자 연령별/수입별 월평균 지출 구성비 · 41

[표 4-1] ‘정책의제설정과정’～‘정책집행과정’ 주요 추진경과 ··· 53

[표 4-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 · 56

[표 4-3] 갈등의 원인, 갈등의 정도, 갈등해결 여부 분석결과 · 59

[표 4-4] 정책참여 기관별 추진과제 ··········································· 61

[표 4-5] 재정경제부가 구축한 정책참여자 T/F 구성현황 ······· 63

[표 4-6]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성한 자문위원 ························ 64

[표 4-7] 정책참여자간 전문성, 자료공유, 지식공유 분석결과 · 72



- x -

[표 4-8] 상징적 행위에 여부 대한 분석결과 ···························· 73

[표 4-9] 정책지지자들의 활동내역 ············································· 77

[표 4-10] 정책지지자별 분석결과 ··············································· 78

[표 4-11]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 ···························· 81

[표 4-12]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하위변수 분석결과 ····· 90

[표 4-1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사법 주요내용 ······················· 92

[표 4-14] 일선행정관료의 행태 하위변수 분석결과 ················· 114

[표 4-15] 세제지원 확대(안) ······················································· 122

[표 4-16] 주택연금 제도개선 변화비교 ····································· 123

[표 4-17] 정책대상집단의 행태 하위변수 분석결과 ················· 127

[표 4-18] 주택연금의 장점 ·························································· 130

[표 4-19] 주택연금의 단점(문제점) ············································ 131

[표 4-20] 주택연금 가입 시 고려요인(요구사항) 추이 ············· 131



- xi -

그림 목차

[그림 2-1] 정부보증 주택연금 신청 절차 ································· 20

[그림 3-1] Mazmanian과 Sabatier(1981)의 연구모형 ·············· 28

[그림 3-2] Sabatier(1986)의 통합모형(ACF) ···························· 32

[그림 3-3] Winter(1990)의 통합모형 ········································· 35

[그림 3-4] 본 연구에 적용할 Winter(1990)의 통합모형 ·········· 36

[그림 3-5]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 ··········································· 39

[그림 3-6] 주택연금 보증 공급액 ·············································· 39

[그림 3-7]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개요 ·································· 40

[그림 4-1]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통치방식의 정책거버넌스 ·· 74

[그림 4-2]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운용 구조 ······················· 94

[그림 4-3]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역모기지 공급(안) ········· 96

[그림 4-4]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안) ······························· 96

[그림 4-5] 역모기지 상품의 보증서 발급까지의 절차 ············· 97

[그림 4-6] 지역별 주택 비상속의향률 ······································· 119

[그림 4-7]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개요 ·································· 130



- xii -

부록 목차

[부록 1] 인터뷰 실시결과 ……………………………………………… 169

[부록 2] 해외 공적 역모기지제도 운영사례 ……………………… 176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

는 국가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이 주지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감소시키

고, 고령자 계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

다. 또한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미흡한 사회보장체제

하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급속히 저하시킬 수 있다.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추계1)에 따르면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증가하다 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 4,396

만 명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으로 인구의 72.9%를 정

점으로 그 후 감소한다. 기대수명은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에서

2060년 남자 86.6세, 여자 90.3세로, 2014년 생산가능 인구 5.8명이 고령

자 1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

이 2명을 부양한다는 것이다.

동 조사에 의하면 55세∼79세 연령층에서 45.7%만이 연금2)을 받으며

이중 60.5%가 25만원 미만이며 특히 21.2%는 10만원 미만이다. 이처럼

공적·사적연금이 충분하지 못하고, 노인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3)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5년 1월 대통령이 주

재한 제5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보고서

1) 통계청 (2011), “장래인구 추계 : 2010년∼2060년” (2011.12.7.)
2)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p33
3) 한국주택금융공사 (2014), “주택금융월보 2014년도 9월호” p40, 현재 상태에서
준비해 놓은 노후대책이 부족하다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노년층
44.2%, 주택연금가입자의 경우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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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금융산업분야 양대 중점추진과제로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공표

하였고, 2006년 2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이라

는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2006년 12월에는 역모기지 시행을 위한 법적 근

거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도 7월부터 정

부보증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보증 주택연금은 미국의 공적 역모기지(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성과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주택연금 정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시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연금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래 2015년말 기준 29,1204) 가구가 이용 중 이며, 누적 보증공급액은

약36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빠른 성장세는 가입기준

완화, 세제지원 등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인식개선에 기인하고 있다. 예컨대, 도입 초기에는 가입가능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하게 하는 등 그간 많은 제도개선의 변화가 있었다.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5)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가계자

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전체 평균 73.3%(부동산 비중 67.8%)이며 50대

가구주는 실물 자산 비율이 74.5%(부동산 비율 68.7%), 60세 이후 가구

주의 경우 실물자산 비율이 82.7%(부동산 비중 79.1%)로 연령이 많아질

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동산 비율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정부보

증 주택연금(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적은 예산

으로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복지수준을 향

4) 한국주택금융공사 (2016), “주택금융월보 2016년도 1월호”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2007년 515건, 2008년 695건, 2009년 1,124건, 2010년 2,016건,

2011년 2,936, 2012년 5,013, 2013년 5,296, 2014년 5,039, 2015년 6,486건으로

총 29,120건에 이르고 있다.
5)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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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수 있다. 개인의 주거안정과 소득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여

고령자 계층의 가계 소비 감소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 경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활의 안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개념을 살피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선의 정책수

단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집행의 구조나 과정이 적절하게 설

계되지 못하였거나 계획한 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

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정책학 분야에서 1970년대부터 정책집

행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1960년대 까지 정

책집행에 대한 인식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선택 된 수단을 기계적으로 수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야심찬 정책이었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Wildavsky(1973)6) 등의 연구에 의해

적절한 의사결정과 수단이 선택되어도 집행과정의 문제로 정책 목표 달

성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정책집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집행연구 초기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완벽한 정책설계7) 또는 일선

관료의 행태가 집행에 미치는 영향8) 등 일방향적인 연구가 주를 이뤘으

나, 집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행과

정과 정책결정과정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9)는 인식에 따라 점

차 이를 통합하는 모형으로 집행 전반을 파악하려는 학문적 흐름이 나타

나고 있다.

6) Pressmann J. & A. Wildavsky (1973), “Implementation”, Berkeley
7) Sabatier, Mazmanian 등의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
8) Elmore, Hjern, Hull 등의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
9) 최종원 (1998),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

회보 173～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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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보증 주택

연금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동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과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도입 후 실제 어떠

한 집행현상을 보였는지 살펴보고, 정책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집행상

의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성과요인

으로 발전시켰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단순히 집행과정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Winter의 통합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과 정

책대상 집단의 행태 등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포괄적

으로 파악하였다.

제 3 절 연구문제

1.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결정과정은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1) 주택연금 정책결정에 있어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정책결정 참여자들은 어떠한 정책결정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3) 정책대상 집단은 주택연금 정책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4)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의 정도는 어떠하였는가?

2.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집행과정은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1) 주택연금 정책집행에 있어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집행조직의 관료들은 어떠한 정책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3) 정책대상 집단은 주택연금 정책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4) 정책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의 정도는 어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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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대상 및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가 2007년도 7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보증

주택연금(JTYK: Joo Taek Yeon Keum) 제도이다. 연구의 대상을 ‘우리

나라의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로 선정한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미국 및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정부

보증 방식의 역모기지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성

과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미국이 1989년에 도입한 공적 주택연금제도

(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의 경우 이미 다수의 성과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부보증 주택연금

의 성과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

으로 이는 질적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Strauss (1998)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정의를 통계적이거나 다른 양적인 연구에 의해 얻을 수 없는 발

견 점들을 알아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를 의미한다. 질적 연구를 수

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많

지 않은 현실분야를 탐색하는 연구이거나 새롭게 발견해 낼 지식들이 많

은 분야에 대한 연구에 적합하다”(Strauss 외, 1998).10) 앞서 본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역모기지 제도에 관한 정책

결정,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축적된

관련 변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이 어떻게(How)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요소

10) Anselm Strauss and Juliet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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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에 영향을 받는지, 왜(Why)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관련 변

수 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도입 된지 9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자11)를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

하고자 수집한 문헌자료는 재정경제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등에

서 상정한 국무회의 등 공식적 문서들이었다. 이러한 공식적 문서들은

일단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

고 있어 정책결정 과정의 형태나 특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명시적인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정부관계자와의 인터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부관계자와의 전화면접 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노력

하였다. 이는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제 정책에 참여한 일

선행정관료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성공요인 및 문

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화면접 인터뷰는 Winter의 분석틀

에 입각하여 구조화된 질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1] 인터뷰 실시결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일구어낸

정책적 성과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갈등과정 속에서 현재의 성과를 가

져 올 수 있었는지 Winter의 정책집행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살펴보았

다. 아울러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이래 조직내 영업점에서 실무

를 수행하면서 입수한 정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학술지 등을

통해 알 수 없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술하였다.

11)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관료,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외 학계, 금융기

관 정책참여자 등



- 7 -

제 2 장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및

주택연금(역모기지) 개관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역모기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할 공적 역모기지 제도의 형성, 집행과정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감안하여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과 필요

성에 관한 연구’ 및 ‘주택연금의 필요와 수요확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적 역모기지가 우리나라에 공식적

으로 2007년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형성과정, 집행과정 및 정책결과

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역모기지의 도입을 주

장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를 바탕으로 고령사회의 대

책으로 우리나라에 역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유선종·조주

현(1998)12)의 연구를 시작으로 고령자 주거실태와 역모기지 제도 도입 가

능성을 역설한 조덕호·임경수(1999)13)의 연구와 역모기지의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한 김진태(2003)14)의 연구 및 부동산을 활용

하여 필요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역모기지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제

시한 김진(2004)15)의 연구 등이 있다.

12) 유선종, 조주현 (1998), “일본의 역저당제도에 관한 연구”,「국토계획」96권,

대한국토계획학회, 125～146쪽
13) 조덕호, 임경수 (1999), “역저당제도와 노인복지모형 개발”,「지역사회 개발

연구」제24권 제1호,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65～85쪽
14) 김진태 (2003), “주택담보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지역사회개발

연구」제28집 제1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97～106쪽
15) 김진 (2004), “우리나라 역모기지의 현황과 활용방안에 관한연구”,「지역개발

연구」제12호, 강원대 학교지역개발연구소, 65～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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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선종(2004)16)은 “미국의 역모기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내

역모기지 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역모기지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이 없어도 노후생활 보장 및 주거안정을 달성

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보증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7월 이후에는 주택연금의 필요와

수요확대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김상현·서정렬(2011)17)은 “주택연금

가입자 4,350명(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말)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 건물면적이 넓을수록, 가

입자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배우

자 연령이 많을수록 월지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한 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금리인하

대책이나 지자체의 보조적인 세제혜택 등 전략적인 제도개선과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및 중장기적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통한 주택연금의 활성화

를 주장하였다.”

이경원·권대중(2012)18)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주택연금제도가 매우 필요한 제도임을 주장하였다.”

최형석(2012)19)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2010년 주택연금 수요

실태조사’ 의 주택연금 향후 수요 예상을 언급하면서 주택연금의 적극적

인 홍보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활용하여 수요의 질적인 성장관리와 초기

보증료 부담 완화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주택

연금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16) 유선종 (2004), “미국의 역모기지제도와 정책적 시사점”,「부동산학보」제22집,

한국부동산학회
17) 김상현·서정렬 (2011), “고령화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실태

연구,”「부동산학연구」제17집 제4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45～58쪽
18) 이경원·김대중 (2012),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조사”,

「부동산정책연구」제13집 제1호,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5～47쪽
19) 최형석 (2012),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2012년 1월호,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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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1. 학술적 이론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령’이라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

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각종 연금제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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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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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면, “가계는 생애주기의 전 기간에 걸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의 사용에 있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젊은 시기 이전에는 빚을 지면서 소비를 하게 되

고, 소득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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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보장체계

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많은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적연금의 재정적 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층 노후소

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는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하에서는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경

제 및 인구학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후보장에 대한 공적·사적 연

금 다층체계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전희정 외, 2011). 우리

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5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다층연금체계의 외형적 틀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역모기지의 개념

역모기지로 대변되는 주택연금은 그 모태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현

재 공적·사적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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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 프랑스어로 Mort는 죽음이라는 뜻이며,

Gage는 맹세저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원대로 모기지론은 ‘죽음

의 저당대출’이라 하여 모기지론이 10～30년짜리 장기 대출이어서 한번

대출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빚 을 갚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말이다.

역모기지론의 시작은 세계 대공항이 일어났던 1929년에 이미 전체 인

구중에서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에 진입했던 영국에서 Home

Equity Reversion 제도라 불리는 사금융으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자

택 소유권을 양도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이용자

는 명목월세(1파운드/월)를 내고 재산보험을 가입하며, 건물의 유지관리

를 조건으로 사망 시까지 거주권을 확보하는 형식 이었다.

영국의 동 제도는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국에서는 1960년대 고

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 역모기지(주정부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로

시작되었고, 그 후에 순수한 민간상품으로 역모기지가 시작되었으나 실

용성이 약하여 넓게 보급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1989년 연방주택국

(FHA)이 보증하는 역모기지인(HECM)이 연방의회에 의해 창설 된 이후

활성화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에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중단되었다가 2004년 이후 일부

민간금융기관이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제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20).

이러한 한국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입각하여,

2005년 1월 21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고령 친화사업 활성

화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2005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재경부의 주도로 전문기관(한

국금융연구원)에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

는 TF팀을 구성하여 격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

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

20) 유선종 (2006), “외국의 역모기지 사례”, 경기: 집문당,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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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역모기지제도 개관

1. 역모기지론과 모기지론의 비교

인간의 3대 기본욕구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택은 초기 구입비용

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입시에 구입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구입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을 모기지론이라고 하

며,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란 모기지의 반대개념으로써 주택을 담

보로 하여 대출금을 계약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금은 나중에

주택으로 대신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는 Home rich, Cash poor인 고령세대에게 주택을 담

보로 하여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대출

금의 상환이 계약 종료되었거나 사망했을 때에 주택을 매각하여 원리금

을 일괄 상환하는 제도이다.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비교는 <표 2-1>

과 같다.

<표 2-1>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비교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2006), “정책조사보고서” 재구성

구 분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주이용자 20-30대 소득자 60대이후 고령자

대출목적 주택구입 생계비등 노후생활자금 조달

대출방법 계약시 일괄대출 계약시 지급방식 선택

대출기간 확정기간 사망 또는 거주지 이전시 까지

대출심사 차입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 계약종료시점의 예상주택 가치

계약종료시 부채 없음 대출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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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보증 주택연금(JTYK)의 개념

(1) 정부보증 주택연금 개요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소유주

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종신으로 매월 지급

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이행책임을 부담

하는 제도이다.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현금소득이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 이용대상이다. 2005년 정부의 ‘고령친

화산업 활성화 전략’의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가 선정되면서 주택

금융공사를 통하여 2007년 7월에 출시되었다. 주택연금 개요설명은 2015

년 12월을 기준으로 첫째, 가입요건, 둘째, 지급방식, 셋째, 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가입요건

‘가입가능연령’은 주택소유자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어야 한다. 단,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60세 이상, 확정

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55세～만74세

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가입가능 연령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주거소유
형태

연령 예시

단독소유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이어야 가입가능

- 소유자 62세, 배우자 58세 : 가입가능
- 소유자 52세, 배우자 62세 : 가입불가

부부
공동소유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
세 이상이어도 가입가능

- 공동소유자 한 분이 62세, 다른 한 분
이 58세 : 가입가능

- 공동소유자 한 분이 55세, 다른 한 분
이 58세 :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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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수’는 1주택을 소유한 자,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자, 또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하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

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단,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

택 제외 한다.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에 따른 가입대상 주택은 <표 2-3>

과 같다.

<표 2-3>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에 따른 가입대상 주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한편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표 2-4>와 같다.

<표 2-4>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방식

일반주택 가입가능

노인복지주택

(지자체에 신고 된 주택에 한함)
가입가능 가입불가

복합용도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가입가능 (단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

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

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조부, 조모, 부, 모 등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②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③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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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수 판단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

택, 복합용도주택(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며,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 공동상속주택

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며,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본다.

지금까지 기술한 가입요건을 정리하면 시가 9억원을 초과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주택합산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가입 후에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1년 이상 장

기 미 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증이 종료된다. 가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변동금

리 3개월 CD 유통수익률 +1.1%’이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1.5%’를

연금 지급 1회 차에 한하여 납부하고,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0.75%÷12

월’의 해당금액을 매달 납부한다. 주택연금 주요 가입요건은 <표 2-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5> 주택연금 주요 가입요건

구 분 적용원칙 비 고

연 령 만60세 이상
부부 공동소유인 소유자 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보유주택 수 1주택 단, 다주택자라도 주택합산 9억원 이하면 가능

대상주택
일반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일반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택

단, 건물면적중 주택면적이 1/2이상인 복합용도

주택은 가능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가입신청 시 평가한 금액 기준

①한국감정원 ②국민은행 인터넷시세

③한국감정원 평가액 순

거주여부 실제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

권리침해 없는 주택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 해지조건

으로 가입 가능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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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방식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되며

주요내용은 <표 2-6>과 같으며, 월지급금 지급유형(종신방식)21)은 정액

형, (정률)증가형, (정률)감소형, 전후후박형으로 구분하며 주요내용은

<표 2-7>와 같으며,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기간(확정기간방식)은 <표

2-8>과 같이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선택할 수 있다.

<표 2-6>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요내용

지급방식 주요내용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22)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21) 이용기간중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간의 변경은 가능하나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불가능
22)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연금지급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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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종신방식) 주요내용

지급방식 주요내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정률)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정률)감소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표 2-8> 선택가능 지급기간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4) 법률에 의한 공고사항

법률에 의한 공고사항을 살펴보면 주택연금의 인출한도의 사용용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

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사용가능 하다. 종신기간방식 및 확정기간방

식에 따라 인출한도의 사용용도는 <표 2-9>와 같다.

지급기간 대상연령(연소자기준) 비고

10년형 65세 ~ 74세

15년형 60세 ~ 74세

20년형 55세 ~ 68세

25년형 55세 ~ 63세

30년형 55세 ~ 57세



- 17 -

<표 2-9> 인출한도의 사용용도

①종신기간방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②확정기간방식

구분

확정기간방식

일반용도(대출상환용도 포함)
의무설정액(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용도

용도

내용
종신기간방식과 동일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사용

한도
대출한도의 45% 이내 대출한도의 5% 해당액

지출

대상
종신기간방식과 동일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신청

시기
종신기간방식과 동일 월지급금 지급기간 종료 후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구분
종신기간방식

일반용도 대출상환용도

용도

내용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일반적인 노후생

활자금

*이용 불가능한 용도 :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 사

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선순위채권 상환자금

저당권 담보부 대출금, 대여금 등

전세권 설정한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국세체납 등에 의한 압류채권, 가

압류 채권 및 가처분 채권

사용

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최대 2억5천만원)

지출

대상

소유자, 배우자, 소유자 및 배우

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신청

시기
실제 지출일로부터 1년 전후 주택연금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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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 28조의 2에 따른 주택연금 종료사유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주택연금 종료사유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위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①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②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연금대출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③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담보주택을 변경한 경우 제외)

④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⑤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⑥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분 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19 -

(5) 주택연금 운용현황

정부보증 주택연금은 2007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

한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기 시작하여 가입자는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자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

입을 철회할 수 있다.23) 한편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역모기지 상품을 판

매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보증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 이래 가입건수 및 보증 공급액은 꾸

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누적가입건수는 29,120

건, 누적 보증 공급액은 36조 2,13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가입건수 및 보

증공급액 현황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정부보증 주택연금 가입건수 및 보증공급액 현황

단위 : 건, 백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6년 1월호 통계편

23)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금리마진 1.1%를 적용

년도 건수 보증공급액 비고

2007 515 6,025

2008 695 8,633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4 5,039 55,293

2015 6,486 71,392

합계 29,120 3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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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용 체계

정부보증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그림 2-1>과 같이 보증신청을 한다.

<그림 2-1> 정부보증 주택연금 신청 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

2. 보증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3. 보증서발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 실행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015.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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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민간 역모기지 제도 운영의 문제점

우리나라 민간 역모기지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역모기지 상품 취급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쇄시킬 만한 장치

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역모기지는 장기 대출의 성격

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만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취급기관의 입

장에서 부담해야 할 손실의 예측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회사 등에서 역모

기지 취급기관들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보험제도의

미비는 역모기지 취급기관이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상품구조가 설계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을 종신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므로 기

타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자의 입장에서 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대출기간의 제한은 취급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장수리스크를 역모기지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유는 취

급기관이 금리변동 리스크와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전가시

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세제지원의 부족, 고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홍보활동의 부족 등이 민간 역모기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입각하

여, 2005년 1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고령 친화사업 활성화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부터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 민간 역모기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비교

는 <표 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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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시중은행 역모기지 및 주택연금 비교표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주택금융월보 2011년도 10월호” 재정리

구분 HF공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상품명 주택연금
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해피니어

모기지론

출시 ’07.7.12 ‘08. 9. 29 2014. 8. 26 2011. 8. 8

대상 60세 이상
만 45세 이상~

80세 미만
만 19세 이상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제한 없음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

대출

기간
사망 시까지 10~30년 1~30년 10~30년

대출

금리
CD+1.1%

5년 고정금리

(’14.10.27 기준

3.73%)

첫 3년 고정

(1년: 연5.6%,

2년: 연6.1%,

3년: 연6.2%),

3년 후 신규

COFIX+2.0%

또는 잔액

COFIX+2.1%

3년 또는 5년

고정금리,

(금융채(AAA)

혹은 COFIX

등기준금리+가산

금리) 이후에는

3개월 혹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보증료
초기 및

연보증료
보증 없음 보증 없음 보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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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집행연구의 이론 및 연구 분석틀

행정학에서 집행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하향식(Top-down)과 상

향식(Bottom-up), 그리고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으

로 발전해 왔다.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하향식과 일선 관료들을 중

시하는 상향식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집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정책결정과정 부터 집행과정을 파악하려는 시도인 만큼 한쪽 방

향에 집중하는 연구보다는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한 접근법이 필요한 바,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inter의 통합모형으로 우리나라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집

행과정을 파악하였다. Winter의 모형은 하향식 접근 이론과 상향식 접근

이론에서 집행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변수들을 추려내어 전체적

인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본 장에서는

집행이론에 대한 소개와 각 접근방법의 장단점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할 Winter 모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제 1 절 정책집행연구의 개관

1. 집행연구에 대한 관심

정책학에서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긴 편은 아니다.

1950년대에 미국 정책학의 창시자인 Harold Lasswell은 정책학의 개념

을 정책과정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정책집행이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하였다(최종원, 1998). 하지만 당시 주류

를 이루고 있던 고전행정학의 논리상 정책집행의 중요성은 그다지 존중

되어지지 않았다.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고전행정학과 정책집행을 관

련시켜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정정길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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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Wilson의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Wilson은 정치가 정책결정을,

행정이 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서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20C초에 등장한 F. Taylor

의 과학적 관리론이다.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성의 기준으로서 능률을 제시했고 능률추구를 위한 여러 원칙을 주

장한 바, 능률이 행정 특히, 조직에 적용되면서 조직의 상층부에서 내리

는 결정을 하층부에서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능률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셋째, Weber의 관료제이다. Weber의 합리적 관료

제는 분업에 의한 전문화를 강조하였고 조직의 상층부에서 내린 의사결

정을 하층부에서 충실히 집행하면 조직전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이다. 즉, 당시의 집행에 대한 인식은 정치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의 내용

을 행정은 충실히 이행하고, 행정조직의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

층부가 이를 충실히 집행하면 능률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Pressman과 Wildavsky(1973)에 따르면 “집행에 대한 이러한 고전 행

정학적 인식으로 크게 집중 받지 못하던 정책 집행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기는 1960년대 말 미국 연방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의 일부로

오클랜드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Pressman과 Willdavsky의『Implementation (1973)』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대중들의 기대와 관심을 끌었던 사업이 지극히 초라한 결과를 산출

하여 결국 실패하게 된 이유를 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자세히 밝힌 이들

의 연구를 시작으로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 졌으며, 그

접근법도 다양해 졌다.”

2. 집행연구의 역사적 발전

정책집행연구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de Leon 외 2002).

(1) 1세대 집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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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관심을 받지 못하던 정책집행과정을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은유하며 집행연구의 필요성을 알린 Hargrove(1975)와 오클랜드

사례를 다룬 Pressman과 Wildavsky(1973) 등이 1세대 집행연구의 시작

으로 볼 수 있다. 1세대 집행이론은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의사

결정 및 집행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묘사 하는데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하규만, 2000).

Bardach24)는『The Implementation Game(1977)』에서 1967년 통과된

California주의 정신장애자의 치료 및 시민권 회복을 위한 개혁법안 집행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저해하는 다양한

집행게임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극복 가능한 여러 전략을 제시하였다25)

이처럼 사례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진 1세대 집행이론은 정책집행의 복

잡성, 정책하부구조, 조정과 협조의 어려움, 실질적 결과, 정책집행자를

방해하는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여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에 대

한 이해와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고려할 요인에 대

한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다. 하지만 1세대 집행이론은 사례연구 중심으

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의 이론적 타당성이 낮다는 것이다(최종원,

1998).

(2) 2세대 집행이론

1세대 집행이론의 이론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

론적 틀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2세대 집행이론의 대표적인 연구로

Mazmanian, Daniel, Sabatier의「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24) Bardach, Eugene (1977), “The Implementation Game: What Happens After

a Bill Becomes a Law”, Cambridge: MIT Press
25) Bardach가 극복 방법으로 제시한 주요 개념이 정책 조정자(Fixer)의 존재이

다. Fixer는 정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의 수행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

보며 성공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 이러한 Fixer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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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가 있다26). Mazmanian 등은 이 연구에서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요인을 문제와 관련된 변수,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법적

변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책적 변수(정치적 변수)의 세 가

지 범주로 나누어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Sabatier는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를 통해 정책

집행의 성공을 위한 6가지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며 하향적, 상향적 접

근을 통합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2세대 집행이론은 정책, 조직, 조직구성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잡한

정책 집행연구를 위한 분석모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책집행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을 주장하

며 기존의 하향식 접근방법에 대한 다른 시도를 제시하였다(하규만,

2000)

(3) 3세대 집행이론

기존의 상·하향적 접근방법이나 Sabatier가 제시한 통합적 접근방법은

각 변수들을 유기적인 연계성 없이 단순히 나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

적과, 제시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의 연구에서 분석하기에는 지나치게 많

은 연구자원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최종원 외, 2001). 이에 보

다 다양하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3세대 집행이론이 나타나게

된다.

3세대 집행이론의 주요 학자로는 Goggin(1990), Matland(1995),

O'Toole(1997), de Leon 외(2002)등 을 들 수 있다. Goggin(1990)은 미

국 연방체제아래서 연방정부의 결정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집행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집행을 위한 ‘유인 및 제약요

인’과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유인 및 제약요인’ 등 두

가지 변수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다. Matland(1995)는

26) Mazmanian, Daniel and Sabatier, Paul A. (1983), “Implementation and

Public”



- 27 -

정책결정에 대한 갈등과 모호성의 이론적 중요성에 집중하였다. 그의 연

구에 의하면 정책이 명확하고 갈등이 적을 경우에는 하향적 접근법이,

정책이 모호하지 않고 갈등이 낮을 경우에는 상향적 접근법이 설명력을

갖는다. O'Toole(1997)은 네트워크를 여러 조직이나 부서가 공식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구조라고 정의하면서,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을 공식적인 권위의 공유, 상호 밀접한 교류, 그리고

공통의 이익에 바탕을 둔 연대 등을 통해 서로 엮어질 수 있다고 하였

다. de Leon 외(2002)는 엘리트와 비엘리트 이해관계자를 동등한 파트너

로 생각하고 이들 모두가 정책집행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세대의 집행이론은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과학적이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집행연구의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집행의 상태를 결정하는 많은 인과적 경로를 구체화하

는 것이다. 셋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조직화하여 집행

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

는 과학적인 개념화와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성복 외, 2005).

3. 정책집행연구의 주요 이론

(1)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되어야 할 정책내

용을 확인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는 조건을 알아내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이유나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정정

길 외, 2008).

이러한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 내용이 기술된 법령’ 에서 나온다

는 가정에서 출발하며(Calista, 1987), 정책결정단계에서 명시된 정책목표

를 달성하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본다. 따라서 집행성공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의 내용에 따라 집행관료 및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가 얼마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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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의 정도가 된다. 따라서 하향적 접근방법의 주된 관심 사항은

집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보다는, 바람직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

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 데 있다(최종원, 1998).

하향적 집행이론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Mazmanian과 Sabatier(1981)는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문제의 용이성(Tractability of

Problem), 집행의 구조화 가능성(Ability of Statu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그리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구조적 변수(Non

Statutory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

한 후, <그림 3-1> 과 같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림 3-1> Mazmanian과 Sabatier(1981)의 연구모형

하향적 접근론자들은 정책집행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

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집행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출처: Mazmanian, Daniel and Sabatier, Paul A. (1981),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Lexington, Mass.: Lex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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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하향적 접근론자인 Sabatier 자신도 인정하듯이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설정은 다원적 민주체제하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Sabatier, 1986).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많은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할 경우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법령의 내용이 모호해

질 수밖에 없어 집행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정책

의 목표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이를 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

집행을 연구한다는 한계가 있다(노화준, 2009).

둘째, 결정자만을 중요한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하위 집행자 및 대상

집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집행연구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의 초점이 집행에 있어서 일선 관리자나 대상 집단에 비해 그 역할이 미

미한 상위단계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큰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노화준, 2009).

(2) 상향적(Bottom-Up)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과정에서 하위 관리자들이나 일선 행정 관

료의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하향식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

였다. 따라서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집행요

원들에서부터 출발하여 정책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관계자들로 연구의 초점을 옮겨가는 접근방법을

사용한다(Hjern 외, 1982; 노화준, 2009).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명

목적인 통제를 담당하는 정책결정권자가 아니라, 정책문제 해결에 필요

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집행권자이므로 집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일선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본

다(최종원, 1998). 상향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학자들은 아래로 부터의 참

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향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의 집행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Calista, 1987).

상향적 접근방법의 주요연구로는 Elmore(1979, 1980)와 Hj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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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l(1985)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이들보다 앞서 정책결정과 집행의 상

호 적응(Mutual Adap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Berman(1978)과 일선관

료의 집행행태에 초점을 맞춘 Lipsky(1980) 등의 연구가 주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종원, 1998).

Elmore의 연구는 후방향적 접근방법(Backward Mapping Approach)

으로 하향적 접근방법과 방향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그가 제안한 연

구방법은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첫째로 일선에 위치한 집행 관료

들의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서술하고, 그러한 행태를 도

출시키는 조직운용 절차를 파악한다. 둘째로 집행단계 말단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시키는 재량

과 자원을 파악한 후,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계층에게 이를 부여하

는 것을 강조한다. 즉,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각 계층별로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시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Elmore, 1980; 최종원, 1998).

Hjern과 Hull(1985)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과정의 이해는 집행과정

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Arrangement)를 발견함으로서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Elmore가 제시한 방법보다 진전된 일관

성 있는 연구방법을 제시한다(최종원, 1998). 그들의 연구는 정책집행과

관련 있는 행위자들에게 각자의 목표, 전략, 행위와 접촉점 등에 대한 질

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그 접촉점을 지역이나 국가적 단

위의 정책결정자를 가려내는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선관료(Bottom)로 부터 상위(Top) 정책결정자

에게로 이동할 수 있는 일련의 연구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된다(Hjern

and Porter, 1981; Hjern and Hull, 1985; Sabatier, 1986).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연구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 하는 정책 하위시스템(Policy Sub-System)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장점을 가진다(노화준, 2009). 또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

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일선 집행자들과 대상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문

제 상황과 해결책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점도 상향적 접근 방식의 또



- 31 -

다른 장점이다(Sabatier, 1986; 정정길 외, 2008, 노화준,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적 접근방법도 많은 비판과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첫째, 일선 집행담당자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정책결정권자가 간접적

으로 일선집행관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경시된다. 둘째,

공식적 정책목표보다는 정책의 집행가능성에만 관심을 가져 정작 본질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셋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구분

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

의 기본가치에 위배된다(최종원, 1998; 정정길 외, 2008).

(3) 통합적(Synthesizing) 접근방법

하향적 또는 상향적인 방법으로는 집행현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학자들

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두 방법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하였

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Sabatier(1986), Elmore(1980, 1983),

Winter(1990) 등을 꼽을 수 있다.

Sabatier(1986)는 하향적 접근법을 취한 자신의 연구(1981)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상향적 접근방식을 취한 Hjern & Hull의 연구의 여러 가지

개념 들을 취합하여 통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Sabatier(1986) 통합모형은

크게 ①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 네 가지, ②외적(체제적) 사건, ③정책

하위시스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네 가지 외적(체제적) 사건들은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정책 하위시스템

내의 변수들은 상향적 접근방법에서 도출된 변수이다(최종원, 1998).

Sabatier 통합모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변수는 정책하위시스템

내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인데, 이들은 정책핵심 신념을 공유하

며 자신들의 신념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Sabatier의 통합모형은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으로 불리며, 후에 Sabatier 자신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시킨 연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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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Sabatier, 1999). 이러한 전략의 구사 속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

며, 이 정책의 영향이 다시 새로운 정책결정 과정으로 환류 된다.

Sabatier 모형의 의의는 양 접근 방법의 주요내용을 수용하여 통합이론

을 구성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큰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양 접근방

법에서 취한 변수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최종원, 1998). 하향적 접근방

식의 변수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네 가지 변수들은 하위체제에서 이루

어지는 일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줄 뿐, 실제 하위체제와 유기적인 관계

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책 하위체제에서 옹호연합을 형성

한 참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 할 뿐, 정책 집

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즉,

여전히 정책결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하향적 접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2> Sabatier(1986)의 통합모형(ACF)

출처: Sabatier, Paul A. (1986),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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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ore(1983)는 앞서 본인이 제시한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이 정

책분석에 있어서 상호 가역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주장하여 통합을 시도

하였다. Elmore는 미국의 에너지 보존 정책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결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우선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하향적 접근방법의 이론적 틀에 의하여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

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각 집행단계에서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상향적 접근방법의 이론적 틀에 의하여

일선 집행 관료와 대상 집단의 바람직한 행태와 그러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운용절차를 찾아내고, 이 발견과정을 조직계층을 따라 상향

적으로 계속하여 정책결정계층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Elmore, 1983;

최종원, 1998). 즉,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프로그램 설계 시 하향적 접근방

법에 의하여 정책목표를 결정하되, 상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

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양 접근방법의 통합을 이루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Elmore, 1983;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Elmore의 통합모형은 중요한 한계를 갖는다. 우선,

정책설계자들이 활용할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집행현상 분석에

대한 이론으로써 부적절하다. 학문적으로 정책집행 분석에 활용한다고

하여도, 하나의 연구에서 파악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

기 때문이다(Winter, 1990). 또한 동 모형대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미리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만 하는

데, 이는 정책결정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인지적 요구를 하는 것이며, 현

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최종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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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연구의 분석틀

1. Winter의 통합모형

본 연구는 Winter(1990)의 통합모형27)을 사용하여 “정책집행 상황 및

그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하향식·상향식 접근 모형들은 각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 전반

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Winter(1986)에 따르면, “이

를 극복하고자 Sabatier나 Elmore가 제시한 통합모형 역시, 하나의 연구

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각 모형의 변수들이

집행결과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두 통합모형은 결정 이후 단계인 집행과정에만 논의를

국한시키고 있거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만 있

을 뿐, 구체적인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최종원,

1998).

Winter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특정한 접근방법이나 이론에

치중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정책집행이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

요 변수 들을 추려내어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Winter 모형은 집행 상황만을 단독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간의 연계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Winter 모형의 목적은 정책집행에 대한 이해를 넓혀 향후 이론적인

발전이나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Winter, 1986).

즉, 중요한 정책집행 변수들을 식별하고, 통합하며, 나아가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집행이론의 개발을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에 Winter는 자신의 모형을 예비적인 모형(Preliminary Model)

27) Winter, Soren (1990), “Integrating Implementation Research”, in Palumbo,

Dennis J. and Calista, Donald J.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pening up the Black Box, New York: Greenwoo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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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하였다(한세억,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수단적 접근에 치우쳐 전체적인 현상파악에

소홀했던 역모기지 정책의 실제집행 현상을 파악하고, 집행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변수들을 식별하여, 향후 역모기지관련 집행연구를 발전시키

는 데 있다. 따라서 특정 방법론에 치중하지 않고 집행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집행관련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Winter의 통합이론

이 가장 적합한 분석모형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Winter (1990)의 통

합모형은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Winter(1990)의 통합모형

정책결정

과정(입법)
정책집행과정 정책결과

정책결정과정

상의 특징

갈등

인과이론

상징적행위

관심/주목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
현재의 성과

일선 행정관료 행태 (Outcome)

대상집단 행태

출처 : Winter, Soren (1990), “Integrating Implementation Research”, in

Palumbo, Dennis J. and Calista, Donald J.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pening up the Black Box, New York:

Greenwoo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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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적용할 Winter(1990)의 통합모형에 대한 독립변수 및 종속

변수에 대한 정의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본 연구에 적용할 Winter(1990)의 통합모형

정책결정과정

(독립변수)

정책집행과정

(독립변수)

정책결과

(종속변수)
( 1 )정책결정

과정상의 특징

①갈등
정부부처, 언론, 금

융권, 시민단체 등

관련 집단 간의 갈

등의 정도를 분석

②인과이론
정책참여자들의 전

문성 보유 여부,

지식이 충분히 공

유되고 학습되었는

지를 타당한 인과

이론을 분석

③상징적행위
정책결정을 대중에

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를

강행하였는지 분석

④관심/주목
정책지지자들의 관

심의 수준 파악

(2)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① (조직고유의 이해관계) 정책참여집

단간의 갈등 수준 파악

②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 정책목표

와 반대되는 행위를 할 원인 존재

여부 검토

③ (거부점의 수) 정책집행에 있어 거

부점이 존재하였는지 검토

④ (조정자의 존재) 집행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fixer)

존재 여부 파악

공식적인정책

목표

⇓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및

(3)일선행정관료 행태
① (정책대상자 혼란여부) 정책집행자

의 정보제공에 대한 공정성, 성실성

② (Creaming)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사선택 행위 실시 여부

③ (기타 대응행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기관의 기타 대응전략

“고령층의

소비증진

확대”

(4)정책대상집단 행태
①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정책도입전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반응

② (정책대상집단의 요구) 정책도입후

역모기지 정책에 요구사항, 문제점

출처: Winter, Soren (1990), “Integrating Implementation Research”, in Palumbo,

Dennis J. and Calista, Donald J.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pening up the Black Box, New York: Greenwoo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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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ter모형의 종속변수

집행연구에서는 집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변수, 즉 정책산출

(Output) 및 정책성과(Outcome)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연구의 내용에 따

라 ①공식적인 정책목표, ②집행과정 행위자의 다양한 목표 및 이해관계,

③정책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Winter, 1986).

Winter는 동 모델에서 공식적인 정책목표를 종속변수로 삼고 있으나, 연

구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함

께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도입 후 실

제 어떠한 집행현상을 보이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정책목표달성을 어렵

게 하는 집행상의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

결하여 성과요인으로 도출하였는지 그 과정을 그려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 측정기준을 Winter가 위에서 제시한 3가지 기준 중

‘공식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목표’를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및 ‘고령층의 소비증진 확대’ 정의하는데 이는

‘06.2.16자 재정경제부 정례당정협의자료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p.3 기본

방향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료 입증을 위해 첫째,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여부는 정

부보증 주택연금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으로 기준으로 그 성과를 제시하

였다. 둘째, ‘고령층의 소비증진 확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실시하

고 있는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결과 중 일반노년층 및 주택연금이용

가구의 월평균 수입 구성비를 기준으로 소비증진 성과를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정부는 중저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역모기

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

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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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 정책대상자 주택연금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

정부보증 주택연금이 2007년 7월 출시된 이래 2015년말 기준 25,611가

구가 이용 중이며, 누적 보증 공급액은 약32.4조원에 달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주택연금 공급건수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2년도 이후에는 가입건수가 다소 주춤하

였는데 그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표 3-1> 주택연금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 연금지급액 : 가입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증공급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

**보증공급액 :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 보증공급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6), “주택금융월보 2016년도 1월호”

구분
보증공급 보증잔액

건수 연금지급액* 보증공급액** 건수 연금지급액* 보증공급액**

2007 515 44 6,025 512 44 5,982

2008 695 230 8,633 1,136 265 13,999

2009 1,124 531 17,474 2,181 772 30,550

2010 2,016 911 30,361 4,065 1,639 59,532

2011 2,936 1,401 41,000 6,686 2,931 97,472

2012 5,013 2,392 69,006 11,393 5,193 163,485

2013 5,296 3,423 62,950 16,127 8,395 220,278

2014 5,039 3,708 55,293 20,314 11,699 266,547

2015 6,486 4,112 71,292 25,611 15,187 3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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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

단위 : 명, 연간

<그림 3-6> 주택연금 보증 공급액

단위 : 억원,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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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증진 확대측면 : 정책대상자의 소비증진 효과

2012년∼2014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택연금의 소비

증진 효과를 <그림 3-7>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3-7>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개요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2014)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보고서”

정책대상자의 소비증진 효과분석을 위해 월평균 지출의 구성을 살펴보

면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는 일반 노년층 <표 3-2> 및 주택연금이용자

<표 3-3>과 같이 지출을 7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노년층은 연령대가 높거나 수입 수준

이 낮을수록 생활비 및 의료비 비율이 증가하고, 연령대가 낮거나 수입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생활·저축 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연금이용자는 수입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비 비율이 증가하

고, 수입수준이 높을수록 저축 투자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노년층에 비하여 주택연금이용자는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 비중

이 높았다. 고령층 의료비 지출은 고령층 질병의 특성상 일회적이기 보

다는 지속적인 지출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비, 의료비 등에 있어

안정적 소득원 확보 필요성이 큰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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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일반노년층 연령별/수입별 월평균 지출 구성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월평균
수입
(만원)

생활비
비율

의료비
비율

경조사
비 비율

문화생
활 및
여행비
비율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상
품 납입
비율

가족
부양
비율

대출
상환
비율

그 외
비율

전체 (3,000) 182 58.4 11.8 9.0 7.2 7.0 2.0 1.8 2.9
연령

만 60-64세 (906) 249 53.6 8.4 10.1 7.9 11.0 3.2 2.8 3.1
만 65-69세 (760) 198 57.4 10.6 9.7 7.5 7.9 1.9 1.9 3.0
만 70-74세 (658) 146 61.6 13.1 8.4 6.8 4.8 1.2 1.3 2.9
만 75-79세 (454) 114 62.2 15.8 7.8 6.3 2.8 1.4 1.2 2.5
만 80-84세 (222) 97 64.6 17.5 5.9 6.3 2.2 1.1 0.3 2.2

월평균 수입
50만원미만 (136) 32 66.5 18.0 6.1 3.9 1.0 1.2 0.2 3.1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558) 66 66.7 16.2 7.4 4.6 1.8 0.8 0.7 1.9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642) 109 62.7 13.6 8.5 6.7 3.6 1.2 1.5 2.2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417) 156 58.5 10.5 9.5 7.9 6.8 1.9 1.7 3.2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689) 217 55.1 9.5 10.2 8.4 8.9 2.4 2.1 3.4

300만원이상 (558) 394 47.2 7.5 9.8 9.2 15.1 4.0 3.4 3.7

자료 : ‘2012년∼2014년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결과’ 3개년치의 평균값을 반영

<표 3-3> 주택연금이용자 연령별/수입별 월평균 지출 구성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월평균
수입
(만원)

생활비
비율

의료비
비율

경조사
비 비율

문화생
활 및
여행비
비율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상
품 납입
비율

가족
부양
비율

대출
상환
비율

그 외
비율

전체 (600) 168 61.2 16.9 7.5 7.0 3.7 1.1 0.5 2.0

연령 　

만 60-64세 (60) 203 61.7 11.5 9.8 8.7 4.0 1.3 0.9 2.2

만 65-69세 (133) 180 61.5 12.4 8.0 7.4 6.6 1.6 0.6 1.9

만 70-74세 (197) 155 61.5 17.6 7.7 6.5 2.8 1.0 0.2 2.7

만 75-79세 (165) 165 60.6 20.4 6.8 7.0 1.9 1.0 0.8 1.4

만 80-84세 (45) 148 60.5 22.0 5.3 5.3 5.1 0.0 0.2 1.6

월평균 수입

50만원미만 (9) 41 80.2 14.1 3.9 0.6 0.0 0.0 0.0 1.2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35) 74 63.4 22.5 6.1 4.0 1.2 0.7 0.7 1.4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52) 117 62.9 17.3 7.5 6.5 2.1 0.7 0.6 2.4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11) 162 62.9 15.8 8.5 6.4 3.6 0.6 0.3 2.0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21) 224 59.1 14.5 7.8 8.8 5.4 1.4 0.6 2.4

300만원이상 (72) 379 52.0 12.0 8.9 12.4 9.5 3.1 0.1 2.0

자료 : ‘2012년∼2014년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결과’ 3개년치의 평균값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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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ter모형의 독립변수

Winter 모형에서 정책의 집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①정책결정과정, ②조직 내·조직간 집행행

태, ③일선 관료 행태, ④정책대상 집단의 행태이다. 이 중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은 정책목적 설정 등과 관련이 있는 하향식 접근이고, 나머

지 세 변수들은 상향식 접근이다(노화준, 2009)28). 이러한 변수들이 집행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결정과정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연계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Winter는

1986년 덴마크 장애연금지방분산 정책에 대한 연구(Winter, 1986)에서

정책결정의 세 모형인 합리모형(Rational Decision Making Model), 갈

등·타협모형(Conflict Bargaining Model),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을 차용하여 정책결정이 집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0년 본 연구에서 차용할「집행과정

과 집행결과 결정요인」모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네 가지 특징 ①갈등

의 정도, ②타당한 인과이론(Causal Theory), ③상징적 행위, ④정책옹호

자들의 관심 이 집행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정책결정과정의

특징들이 정책집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

28) 노화준 (2009),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구분 갈등의정도
타당한

인과이론
상징적 행위

정책옹호자들의

관심
성공적인

정책집행

판단기준

갈등이

낮을수록(-)

정책목표와

인과관계가

높을수록(+)

상직적 행위가

낮을수록(-)

지속성,

일관성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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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갈등의 정도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정책집행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alista, 1987; Winter, 1990)29). “갈등의 정

도가 높은 정책결정과정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행위자들

간의 분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행위자들 간의 거래

(Bargaining)가 발생하게 된다”(Lindblom, 1959)30). 그 결과로 나온 정책

결정은 참여자들 간의 각기 다른 자원의 동원정도, 협상의 능력 등에 따

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의 정도가 높은 정책결정 상태에서

는 명확한 정책목표의 수립이 어렵고, 타협을 성사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정책목표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 변수에서는 정부부처, 언

론, 금융권, 시민단체 등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② 타당한 인과이론(Causal Theory)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타당한 인과이론에 근거해서

할 경우, 정책집행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타당한 인과이론이란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실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책 산출물과의 인

과관계의 긴밀함을 의미하며(Pressman & Wildavsky, 1973; Mazmanian &

Sabatier, 198131); 198332); 정정길 외, 200833)), 이를 기술적 타당성

(Technical Validity)이라고도 한다(정정길 외, 2008). 정책결정 과정에서

인과이론에 근거한다는 것은 첫째로 타당한 인과이론이 존재하며, 둘째

29) Calista, Donald J. (1987), “Employing Transection Costs Analysis as a Theory of

Public Sector Implementation”, Policy Studies Journal, 15:132～134
30) Lindblom, Charles E.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 79～88
31) Mazmanian, Daniel and Sabatier, Paul A. (1981),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Lexington, Mass.: Lexington
32) Mazmanian, Daniel and Sabatier, Paul A. (1983), “Implementation and Public”
33)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2008),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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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자들이 정책결정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인과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변수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의 정책

참여자들이 고령화문제, 노년층의 빈곤문제, 그리고 정부보증 주택연금

도입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책참여자들 간에

충분히 공유되고 학습되었는지를 타당한 인과이론을 분석하였다.

③ 상징적 행위

현대 복지국가의 많은 문제들은 그 문제의 정의를 내리기도, 이를 다

루기도 힘든 난제(Wicked Problem)인 경우가 많다(Winter, 1990). 이러

한 문제들은 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인과이론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찾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난해한 정

책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여기

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문제해결 보다 ‘대중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징적 행위가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상징적인 이유로 결정되었을 경우, 성공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동 변수에서는 정책결정의 구성원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근거이론

도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결정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

를 강행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④ 정책옹호자들의 관심

성공적인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지지자들의 관심의 수준과

도 관계가 있다. 정책결정과정 참여자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참여자인 경

우가 많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그들의 집중도는 의사결정 기간, 참여자의 수, 경쟁 이슈와 안건의 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Winter, 1990).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인 상황에

서는 참여자와 가치기준, 문제 상황, 선택의 기회, 해결책 간의 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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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모형에서와 같이 우발 적으로 일어나기 쉬우며”(Winter, 1990),

“그 결과로 정책구조, 정책목표, 설계, 집행 간에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

기가 어려운 정책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집행성공의 가능성이 높

은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심이 필요하

다”(Winter, 1986). 이에 동 변수에서는 정책지지자들의 관심의 수준을 파

악하였다.

(2) 조직내·조직간 집행행태

집행조직 내적인 행태와 조직 간 행태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분석할

수도 있으나(Winter, 1990), Winter는 이론과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조직

내외적인 행태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묶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이해관계나 행태에 대한 것을 파악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으로 볼 수 있는 실무담당자 들이 속한

집단, 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의 집행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동 변수에서 ‘집행조직’으로 여기는 단위의 기준은 정책을 집행하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된다.

Winter 모형에서 정책의 집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 중 ‘조

직 내·조직간 집행행태’ 변수는 상향식 접근이다. 동 변수가 집행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하

위변수를 설정하였다.

① 조직고유의 이해관계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집행연구는 조직의 이해관계와 갈

등을 정책 산출(Outcome)과 성과(Output)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보

고 있다(Winter, 1986). 즉, 집행연구에서 조직내외의 집행행태에 대한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 온 사항은 ‘조직고유의 이해관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집행 참여자(혹은 참여 집단) 간의 갈등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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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고유의 이해관계’ 파악하기 위해 정책참여집단간의 갈등 수준을 검

토하였다.

②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

Winter(1990)에 따르면 “정책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할 유인이 큰 집행

조직이 집행구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책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

므로 ‘정책목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주요 측정 변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와 ‘반대되는 행위’를 할 원인이 존재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③ 거부점의 수

Mazmanian과 Sabati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집행 구조의 결정과

정에서 조직 내 혹은 조직 간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계층의 통합

(Hierarchical Integration)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

장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있다.34) Winter는 “이들의 주장

에서 거부점(Veto/Clearance Point)의 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함의를 이

끌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집행 조직의 구조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내용에 따르는 통일된 구조가 아닌, 재량권을 가진 의사결정점이 많은

특성을 가진다면 거부점의 수 또한 많아질 수 있고, 이는 집행의 성공여

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정책집행에 있어 ‘거부점’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는지 검토하였다.

④ 조정자의 존재

34) 첫째, 집행구조(혹은 참여 조직에 대한 설계)가 그때그때 정책에 맞추어 새

로이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Winter, 1986), 둘째, 일선관료에 대한

통제의 한계 등의 이유(Elmore, 1982; Hjern & Porter, 1981)로 계서제적인

명령·복종구조가 항상 집행결과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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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dach(1977)35)는 “이러한 거부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정책집

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정자(Fixer)’라고 언급하

였다.” “조정자는 특정 정책의 성과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영향력 있는

사람, 기관 혹은 단체로서(Winter, 1986) 거부점이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

하였을 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정책실패를 방지한다(정정길 외,

2008).” 따라서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에 대한 조정자의 존재여부는 정

책집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집행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Fixer)가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내·조직간 집행행태가

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조직 내·외의 행태와 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

(3) 일선관료 행태

① 일선관료의 범위

Winter 모형에서 일선관료의 개념은 Lipsky(1980)36)의 일선관료제 연구

에 기반하고 있다. Lipsky에 따르면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

의 범위는 자신의 직업으로써 시민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공공

서비스 노동자(Public Service Workers)이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35) Bardach, Eugene (1977), “The Implementation Game: What Happens

After a Bill Becomes a Law”, Cambridge: MIT Press
36) Lipsky, Micheal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구분
조직의

이해관계 존재
정책목표에
반(反)할 유인

거부점의 수
조정자의
존재

성공적인

정책집행

판단기준

정책참여집단간
의 갈등이
낮을수록(-)

정책목표에
반대할 행위가
낮을수록(-)

의사결정점이
낮을수록(-)

거부점 해결
조정자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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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량을 행사한다. 전형적인 일선관료로는 교사, 경찰, 법집행 공

무원, 사회복지사, 판사, 공공 법률가, 그리고 법원 사무원, 의료 종사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수많은 공적 고용인들이 있다(Lipsky 1980).”

본 연구에서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최종 집행자, 즉 일선행정관료

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당직원들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직원들의 신

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관료’는 아니지만 첫째, 직업으로써 정책 대상자

(주택연금 가입자인 고령층)와 상호작용을 하며, 둘째, 그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의거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점에서 일선관료의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셋째, 정부보증 주택연금 재정이라는 공적인 자원에서 자본금을 제공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Lipsky가 정의하고 있는 일선관료의 범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난주에 따르면 “민간 기관에 의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최근에서야 이루

어지기 시작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인 특징을 들어, 사회서비스

일선집행자 범위에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하였다(양난주, 2009).37)”

② 적응전략

Lipsky, Winter, 정정길 등에 따르면 “적응전략에 있어 일선관료들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식

적·무의식적으로 정책목표에 반(反)하는 적응전략(Coping Strategy)을

사용하여 집행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Lipsky, 1980;

Winter, 1986; 정정길 외, 2008), 대표적인 대응행태는 다음과 같으며 아

래 3가지 변수가 일선관료의 행태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하

였다.

“첫째, ‘정책대상자 혼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

37) 양난주 (2009)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

회복지연구, 40권, 3호, 99∼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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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대상자를 기다리게 만들거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또는

대상자가 다른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예로서, 금융상품 가입과정에서 불필요한 권유로 정책대상자가

가입결정에 있어 부담을 느끼게 한다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

을 하지 않은 채 장점만을 부각시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존재하였는

지 검토하였다.

“둘째, ‘Creaming’ 행위 존재 여부이다. 이는 일선관료가 정책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 정책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직업 상담을 하는 일선관료가 가장 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먼저 소개하는 것도 일종의 취사선택 행위로 볼 수

있다(Lipsky, 1980).” “직업 상담과 알선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목표는 스

스로 취업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대상자(즉, 정책적인 노력이 없어도 취업할

확률이 높은 사람)를 선별하여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적응전략을 사

용하는 것이다(Lipsky, 1980).”

셋째, ‘업무의 정형화와 기타 대응행태’이다. Winter가 Lipsky의 연구

를 참고하여 제시한 적응전략들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대응행태이며,

이 외에도 정책의 특성이나 집행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전략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집행 일선에 있는 한국주택

금융공사 직원들이 앞서 살펴 본 대응전략들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또는

어떠한 새로운 적응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주택연

금 정책목표 달성과 집행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일선행정관료 집행행태와 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선행정관료 집행행태와 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정책대상자

혼란행위

정책대상자

취사선택
기타 대응행태

성공적인
정책집행
판단기준

정책대상자에 대한
혼란행위가
낮을수록(-)

정책대상자에 대한
취사선책 행위가
낮을수록(-)

정책대상자에 대한
적응전략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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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응전략의 원천

집행에 있어서 일선행정관료의 왜 그러한 적응전략이 발생하는 것인지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따라서 어떻게 적응전략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부족하다고 Winter(1986)는 지적하고 있다. “불충분

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존재하는

집행상황에서 일선관료의 적응전략이 나온다는 설명”(정정길 외, 2008)

은,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에 처하게 될 때 일선관료가 정상적인 집행행

위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정형

화에 대한 집착이나 정책변화에 대한 저항이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선관료가 속한 조직문화의 영향과 같은 다른

요소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업무환경이나 자원이 제공될 경우 모든 정책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 집행자의 적응전략에

대한 파악 뿐 아니라, 그러한 적응전략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Elmore, 1978)38)”

(4)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

“Winter 통합모형의 마지막 변수는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에 대한 반

응이다. 정책집행 연구에서 대상 집단의 행태에 대한 관심이나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의 정책은 대상 집단의 행태변화를 유

발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집단은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초기 의사결정의 관심대상이 될 뿐 집행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대상 집단의 행태는 정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결정 되며, 정책결정자의 바램과는 다르게 정책

이 대상 집단의 행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Elmore, 1982;

38) Elmore, Richard F. (1979-1980), “Backward-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94(4): 6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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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1990).” 특히 사회복지 정책이나 규제정책은 정책 자체가 대상

집단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집행 결과도 대상 집단의 영향을 받아 달라

지므로,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는 집행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과잉 가입이나,

수시 인출을 권유하여 공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정책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가입을 확대 시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정책이 완

화됨에 따라 가입기준의 벽이 낮아져 정책대상자들은 가입 의사가 고조

된다던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생계를 위해,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 주

택연금의 가입을 스스로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대상집단으

로 부터 어떠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정책집행자가 어떻게 처리하여 그간

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정책

대상집단으로 하여금 가입결정을 하게끔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정책대

상집단의 행태와 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집단의 행태와 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성공적인
정책집행
판단기준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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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성과요인 분석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이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정책의제로 설정되

어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으로 이어졌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장에서는 참여정부가 고령층의 빈곤문제 및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과정을 ‘정책의제설정과정’ 단계부

터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책추진과정을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정책집행과정’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어떠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정

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시간적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일목요연하

게 살펴봄으로써 체계적인 성과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정책의제설정과정’ 기간39)은 고위 정부 관료가 공식적으로 언론

을 통해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표명40)한 2004년 3월을 최초

의 시점으로 그리고 ‘정부보증 역모기지 활성화’ 의제가 채택된 2005년 1

월 까지를 종료 시점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정책결정과정’ 기간은 ‘정부

보증 역모기지 활성화’ 의제가 채택된 2005년 1월부터 그리고 관련 법률

이 통과41)된 2007년 4월 종료시점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정책집행과정’

기간은 ‘정부보증 주택연금’ 사업을 실제 개시한 시점인 ‘07.7월부터

’15.12월까지를 종료시점으로 간주하였다.

‘정책의제설정과정’ 부터 ‘정책의제집행과정’ 까지 정부보증 주택연금

39) 2004년 3월로 설정한 이유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적 역모기지제도 도입

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를 최초로 언론에 언급한 고위관료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2005.1.21 제57차 국정

과제회의에서「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제도가 선정되었는데 전략 보고서에서는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

고 있다.
40) 2004.3.4.일 이헌재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역모기지제도 도입’

을 검토하고 있고 올 정기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겠다고 언급하였다.
41) 2007.4.3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주요법률 시행

령 9건 중「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 포함되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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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정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정책의제설정과정’ ～ ‘정책집행과정’ 주요 추진경과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자료 재정리

구분 일자 주요추진경과

정
책
의

제
설
정

과
정

‘04. 2
～
현재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04.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에 의거(‘05. 4)
· 대통령을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확대 전환(‘05. 9)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과제 수행

‘04. 3
·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공적 역모기지제도 도입에 대해 최초로 언론에 언급

‘05. 1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제57차 국정과제회의(대통령주재)
-「고령 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선정

정
책

의
제
결

정
과
정

‘05. 6
· 재정경제부 주관「역모기지 활성화 T/F」구성 및 활동
- 금융연구원, KDI, 금감원, 생․손보협회, 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06. 2

· 재정경제부「역모기지 활성화 방안」발표 (당․정 협의자료)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고령층의 소득지원
을 위하여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업무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
부여 => 상품개발, 수요조사, 전문상담사, 정보인프라 등

‘06. 6

· 상품모형 개발을 위한 「역모기지 상품개발 자문단」구성․운영

- 강종만 단장(금융연구원), 류근옥 위원(산업대), 손재영 위원(건국대),
박경서 위원(고려대), 엄영호 위원(연세대), 이석호 위원(금융연구원)

- 정부보증 주택연금 상품모형 결정(‘06. 8)

‘06. 7 · 역모기지 실수요조사 완료(한국갤럽)

‘06.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세제지원을 위한「소득세법」,「지방세법」
입법예고

‘06. 12
· 공사법 국회 심의․의결(12.22) 및 공포(07.1.11)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공포(12.30 )및 시행(07.1.1)

‘07. 2 · 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7. 3
·「금융기관 실무협의회」구성 및 가동개시

- 신한, 국민, 우리,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10여개 금융기관 참여

‘07. 4
·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주요법률 시행령 9건 중「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 포함되어 의결
- 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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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자료 재정리

구분 일자 주요추진경과

정
책

집
행
과

정

‘07.6 · 정부보증 주택연금 취급기관(국민, 우리은행 등 8개 기관)

‘07.7 · 정부보증 주택연금 상품출시

’08.3
· 주택연금 인출용동 확대 : 주택구입(임차)자금 혹은 도박·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이 아니면 모두 사용가능

’08.5 · 주택연금 지급유형 : 정률체증형 추가

’08.10 · 주택연금 지급유형 : 정률체감형 추가

’08.10 · 가입대상 주택가격 확대(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09.2 · 소득공제 지원 확대(주택가격 3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09.3 · 대출한도 상향 조정(3억원 → 5억원)

’09.4 · 가입연령 완화(만 65세 → 만 60세 이상)

’09.4 · 최대 인출한도비율 상향 조정(30% → 50%)

’10.1 · 재산세 감면 확대(주택가격 3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10.7 · 가입대상 주택 확대 : 9억원 이하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추가

’12.7 · 주택연금 지급유형 : 전후후박형 추가

’13.6 · 사전가입 주택연금 출시

’13.8 ·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 기준으로 가입연령 완화

’13.11 · 주택연금 지급방식 : 확정기간형 추가

’14.3 · 2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허용 => 3년 이내 처분 조건

’14.3 · 가입대상 주택 확대 :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14.8 · 감정평가기관 확대

’14.11 · 주택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허용

‘15.2 · 초기보증료 인하(2.0% → 1.5%)

‘15.2 · 연간보증료 인상(0.5% → 0.75%)

’15.8 · 담보주택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계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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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책결정과정 성과요인

1. 갈등의 정도에 대한 분석

정책결정과정에서 역모기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관련 법률 개정에서의 갈

등42)이다.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역모기

지 활성화 로드맵’을 <표 4-2>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후 “정책결정과

정’에서 참모조직 역할을 수행한 재정경재부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지원(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세제지원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

고 있어, 2007년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시행에는 다소 난항이 예상

되었으나,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이에 행

정자치부는 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에는 주

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제지원 역모기지 주택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시민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는 재정경제부의 정부보증 역모기

지 정책도입(안)에 대해 ‘역모기지론은 정책대상자를 위한 제도여야 한

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43) 비록 이들의 건의

는 정책결정시점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나, ‘대한은퇴자협회’는 정책의 집

행시점에서 환영의 찬사와 함께 몇 가지의 약점을 보완하여 진정한 노후

대비 상품으로 설계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42) 역모기지 저당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하는 것으로 소득

세법시행령 개정의 건
43) ‘06.2.3 대한은퇴자협회(www.karpkr.org) 제1차 성명서 홈페이지 게시판 “종

신형 역모기지론,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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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

출처 : 재정경제부 (2006),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정당발표자료(‘06.2.16, P9)

추 진 과 제 필요조치 소관기관 추진일정

1. 역모기지 상품 설계

ㅇ 역모기지 실수요조사 - 주택금융공사 ‘06.상반기

ㅇ 역모기지 상품 설계 구체화 상품설계T/F운영 주택금융공사 ‘06.상반기

2.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ㅇ 역모기지 보증기관 선정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역모기지 보증기금 계정 설정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보증기금 정부출연금 지원 예산사업 기획예산처 ‘07년～

ㅇ 보증기금 금융기관 출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3. 역모기지에 대한 세제지원

ㅇ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개정 행정자치부 ‘06년 중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주택법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06년 중

ㅇ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경감 지방세 감면조례 행정자치부 ‘06년 중

ㅇ 역모기지 대출이자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보증기금 수익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보증기금 운용수익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산입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금융기관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4. 역모기지 교육 및 정보인프라 구축

ㅇ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운영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역모기지 정보인프라 구축 DB구축 주택금융공사 ‘06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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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언론과의 갈등인데 언론은 상품설계도 ‘역모기지 상품 준비 미

흡’에 대한 비난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비난의 기사와

관련하여 학계, 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역모기지 T/F를 운

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

책집행예정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007년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임

을 밝혔다. 이후 언론은 정책결정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우려의 기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위 분석결과를 입증하고자 갈등의 원인, 갈등의 정도, 갈등해결 여부관

련 기사를 발췌·인용하였다.

(1) 정부부처 간 갈등 : 역모기지 대상주택 세제지원 개정 문제

(2) 시민단체와의 갈등 : 대한은퇴자협회, 역모기지 정책 개선안 제의

구 분 관련기사 인용

갈등의 원인

(세제지원 개정)

“재경부 감면해야 對 행자부 불가...대립각 세제지원 합의

가 부처조율핵심” (‘05.12.22 이데일리)

갈등의 정도

(높음)

“행자부는 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완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재경부와의 합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 (‘05.12.22 이데일리)

갈등해결 여부

(해결)

“행정자치부, 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25% 감면” (‘06.9.4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구 분 관련기사 인용

갈등의 원인

(제도개선 필요)

“종신형 역모기지론,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06.2.3 대한은퇴자협회 1차 성명서)

갈등의 정도

(보통)

“제도가 개선된다면 역모기지는 훌륭한 노후설계상품이

될 것이며, 도입예정인 2007년전에 정부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을 밝혔다.”(‘06.2.17 대한은퇴자협회 2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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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과의 갈등 : 역모기지 상품 준비 미흡에 대한 비난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갈등의 원인, 갈등의 정도, 갈등해결 여

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3>과 같다.

갈등해결 여부

(미해결)

대한은퇴자협회 제1차 환영 표명,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 실시를 환영한다.”

(‘07.07.11 대한은퇴자협회 보도자료)

대한은퇴자협회 제2차 환영 표명,

“이제는 ‘농촌형 역모기지다’ 라며 선진형 역모기지제도

도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 2차

성명서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추후 개선을 기대하며 역모기지 정책의 환영의사를 표

명하였다.” (2007.7.24. 대한은퇴자협회 보도자료)

구 분 관련기사 인용

갈등의 원인

(설계 미흡 비난)

“역모기지론 삐걱 상품설계도 안돼 내년시행 차질우려”

(‘06.4.24. 파이낸셜뉴스)

갈등의 정도

(높음)

“금융권에서는 당초 큰 매력이 없는 상품을 정부가 올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

면서 벌어지고 있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진단”

(‘06.4.24. 파이낸셜뉴스)

갈등해결 여부

(해결)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바와 같이 가급적 ‘07년

중 제도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선거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2006.4.24. 재정경제부 보도해명자료)

“정부와 공사는 수요자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

갈 것임” (‘06.4.2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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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갈등의 원인, 갈등의 정도, 갈등해결 여부 분석결과

2. 인과이론에 대한 타당성 분석

Winter(1990)에 따르면 “인과이론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 즉 정부보

증 역모기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그 결과물인 정책

산출물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도록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결

정과정의 정책참여자들이 현재의 고령화 문제와 민간부문에서 공급되고

있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

하여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이 알게 된 지식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가 정책참여자들 간에 충분히 공유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구축한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의 참여한 T/F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정책대상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구성

원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대한은퇴자협회는 전문적

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

하기도 하였다.

그 외 대한노인회, 노인관련 단체 등은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과 관

련한 전문성과 지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단 노인관련 단체들 뿐

아니라,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은 정책의 활성화 측면, 정부출연금 지원

측면, 정책대상자의 소비증진 측면, 세제지원 측면 등 여러 측면이 관련

구 분 정부부처간 갈등 시민단체와 갈등 언론과 갈등

갈등의 원인 세제지원 개정 제도개선 필요 설계 미흡 비난

갈등의 정도 높음 보통 높음

분석결과 해결 미해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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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책의 내용, 수단, 효

과 등에 대한 자료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문헌조사 결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참여기관, 재

정경제부가 구성한 정책참여자간에는 전문성 있는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학습되었지만, 정책대상집단인 노인관련 단체 등과는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1) 정책참여자간의 전문성 및 다양성 분석

정책참여자의 전문성 및 다양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정책참여 기관별 추진과제 로드맵 제시)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고령화 문제에 대

한 인식에 입각하여, ‘05년 1월 21일 ‘고령 친화사업 활성화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05년 중 구체적인 방안

을 수립하고, ‘06～‘08년 제도개선 추진)을 제시하였다. 동 로드맵에서 명

시한 참여기관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그리

고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다. 이들 정책참여기관의 장관,

사장을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역모기지 활성

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정책참여기관은 <표 4-4>와 같다.

구 분 정책참여자 전문성 및 다양성 분석결과

참여자의 전문성

(높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전문성 있는 참여기관 선정)

·재정경제부(연구용역팀·관련업계·학계 전문가 T/F 구성)

·한국주택금융공사(「상품개발자문단」을 교수로 구성)

참여자의 다양성

(보통)

정책대상자집단의 대표위원이 정책참여집단 Pool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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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정책참여 기관별 추진과제

출처 : 재정경제부 (2006),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정당발표자료(‘06.2.16, P9)

추 진 과 제 정책참여기관 추진일정

1. 역모기지 상품 설계

ㅇ 역모기지 실수요조사 주택금융공사 ‘06.상반기

ㅇ 역모기지 상품 설계 구체화 주택금융공사 ‘06.상반기

2.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ㅇ 역모기지 보증기관 선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역모기지 보증기금 계정 설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보증기금 정부출연금 지원 기획예산처 ‘07년～

ㅇ 보증기금 금융기관 출연 재정경제부 ‘06년 중

3. 역모기지에 대한 세제지원

ㅇ 등록세 면제 행정자치부 ‘06년 중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건설교통부 ‘06년 중

ㅇ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경감 행정자치부 ‘06년 중

ㅇ 역모기지 대출이자 소득공제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보증기금 수익 법인세 비과세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보증기금 운용수익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산입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금융기관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재정경제부 ‘06년 중

4. 역모기지 교육 및 정보인프라 구축

ㅇ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운영 재정경제부 ‘06년 중

ㅇ 역모기지 정보인프라 구축 주택금융공사 ‘06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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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연구용역팀·관련업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T/F 구성)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부보증 역모기지 활성

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44)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구성한

정책참여 집단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그룹45)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이 위 정책참여기관들은 재정경제부에 정책 연결망을 연결해주

는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정책참여자들 간의 전문성 보유

여부는 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재정경제부가 구축한 정책참여자

T/F 구성현황은 <표 4-5>와 같다.

44) 첫째, ‘06년 1월부터 정부보증 역모기지 저당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

(역모기지 저당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하는 것으로 소

득세법시행령 개정)한다. 둘째, ‘06년 6～10월 중 연구용역과 T/F논의를 거

쳐,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수립한다. 셋째, 은행연합회, 생·손보

협회를 통해 금융연구원 등에 용역을 발주하고, 6～10월간 격주로 T/F회의

개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팀·관련업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

로 T/F를 구성한다.
45) 제1그룹, 제도 도입에 있어 법·규정 등의 법률적인 검토를 수행한 금융연구

원, 법무법인, KDI 등 이다. 제2그룹, 관민 전문가 집단으로써 부 총괄 역할

을 수행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이다. 제3그룹, 정책

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들 이

다. 업무수탁 금융기관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

행, 농협 등 제1금융권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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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재정경제부가 구축한 정책참여자 T/F 구성현황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자료

③ 한국주택금융공사(교수 전문가로 구성된「상품개발 자문단」구성)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06.2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06년 상반기 중 ‘역모기지 실수요조사

및 역모기지 상품설계’를 구체화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

융공사는 ‘06.6월초에 역모기지의 세부적인 상품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가

로 구성된「상품개발 자문단」을 구성46)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보공유 및

회의를 개최하였다.

소 속 직 책 지 위 성 명 비고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반 장 정은보

금융연구원 간 사 강종만

금융연구원 〃 이석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오 윤

KDI 〃 박창균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사무관 〃 김이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 박정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 사무관 〃 손주형

금융감독원 상품계리실 팀장 〃 서경환

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부장 〃 강상구

생명보험협회 기획부장 〃 김재훈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장 〃 이동우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 〃 차일권

삼성생명 소매금융사업부장 〃 신정호

삼성화재 프로젝트팀 부장 〃 이 범

신한은행 상품개발실장 〃 윤태웅

서울보증보험 부장 〃 신보선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관리부장 〃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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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문단에서는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향후

주택가격변동률, 평균 수명기간 및 장기기대금리(총 대출기간 동안 월지

급금에 대한 실제 평균 대출 금리) 및 계리모형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

하였다. 또한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실무자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역모기지 상품의 취급 방법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였다. 한구주택금융공사가 구성한 자문위원은 <표 4-6>과 같다.

<표 4-6>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성한 자문위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06), “역모기지 상품개발자문단 구성”(‘06.6.14.)

(2) 정책참여자간의 자료의 공유

정책참여자간 자료의 공유 방법은 ‘역모기기 활성화 방안 추진일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개최된 회의석상에서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06), “역모기지 상품개발자문단 구성”(‘06.6.14.)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비고

단장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종만

위원 서울산업대 교수 류근옥

고려대 교수 박경서

건국대 교수 손재영

연세대 교수 엄영호

구 분 정책참여자간 자료의 공유 분석결과

자료의 공유 정도

(높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구축한 참여기관간 자료공유

·재정경제부가 구축한 T/F 전문가간 자료공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축한「상품개발자문단」간 공유

공유의 다양성

(보통)

단, 정책대상자집단의 대표위원이 정책참여집단 Pool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과는 정보가 공유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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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준비와 공유는 첫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진일정에 따라 소관기관은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과제를 완성해

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은 자료

의 공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공적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

안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팀·관련업계·학계 등 대

내외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였는데, 재정경제부는 총괄업무를 수

행하고 연구용역팀·관련업계·학계는 정책 연결망을 연결해주는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정책참여자들간 자료의 공유는 충분히 이루

어 졌다고 볼 있다.

셋째,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06.2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에 의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 상품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부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상품개발 자문단」을 구

성하였다. 동 자문단에서는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향후 주택가격변동률, 평균 수명기간 및 장기기대금리, 그리고 계리

모형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책참여 파트너로써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실무자회의를 수

시로 개최하여 역모기지 상품의 취급 방법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 ‘재

정경제부의 대내외 전문가 중심 T/F 구성’,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개발 자문단」구성은 정책참여자간의 자료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하였다. 따라서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의 결정과정은 주관 부

처인 재정경제부 중심이 아닌, 정책참여자들 간의 전문성, 지식과 학습결

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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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참여자간 공청회, 세미나를 통한 지식·정보의 공유

정책참여자간 공청회, 세미나를 통한 지식·정보의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대상집단을 대

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식·정보가 공유하였는데, 이미 공사법

(‘07.1.11 공포), 소득세법 지방세법(’06.12.30 공포)의 제정이 완료된 시점

인 ‘07.5.9일 실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주관, 역모기지 활성화 공청회 개최

‘05.11.16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47) 되었으며, 토론결과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47) 전국은행연합회 자료 (200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주관, 역모기지 활

성화 공청회 개최”에 발표자로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구 분 정책참여자간 공청회, 세미나를 통한 지식·정보 공유 결과

지식·정보의 공유

(높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주관, 역모기지 활성화 공청회

개최(‘05.11.16,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관, 역모기지 도입 세미나 개최

(‘05.12.9, 전국은행연합회)

·정부와 여당 역모기지 기대효과 지식공유

(‘06.2.16 연합뉴스)

·제정경제부, 공사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유

(‘06.8.9,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시민단체와의 지식공유

(‘07.5.9. 복지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개시 메시지 전달

(‘07.6.1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공유의 다양성

(높음)

정책대상집단과의 지식·정보가 관련법이 제정·공포된 이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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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역모기지 상품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한하였

다. 역모기지 이용자의 최소연령은 고령자 부부 중 최소연령자를 기준으

로 만 65세로 제한한다. 역모기지 대상주택은 1주택만을 소유한 고령자

가 1년 이상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

택으로 제한한다. 역모기지 지급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

지급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한도액 설정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역모기지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에 일정 마진(예:0.5%)

을 가산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역모기지 대출한도는 담보주택가격의 

상승률, 역모기지 금리, 고령자의 기대여명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월 

정기 지급금은 대출한도, 기대여명, 금리 등에 의해 계산하며, 인플레이

션 효과를 고려하여 대출 한도조정 옵션을 도입한다. 역모기지 취급금융

기관은 은행 보험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금융기

관으로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역모기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으

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한하였다. 역모기지의 공적보증기관은 역모

기지 자체위험(주택가격 변동위험, 금리위험 및 장수위험)을 보증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적보증기관으로 선정한다. 역모기지와 관련하여 

고령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과세요건의 완화, 차입자의 공제, 배우

자 역모기지 주택 상속공제, 재산세 및 등록세의 면제 또는 경감 한다. 

역모기지 취급과 관련된 고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급비용 면제, 

근저당권 설정시 요구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50% 경감, 사후관리 

비용을 제한한다. 국민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관기관이 역모기지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역모기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역모기지 보증재원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한 역모기지 보증기금을 설립한다. 역모기지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제도 도입과 홍보 및 교육을 정부가 지원한다.”

자로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창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윤태웅 신

한은행 상품개발실 부실장, 이범 삼성화재 프로젝트 부장이 참석(‘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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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관, 역모기지 도입 세미나 개최

‘05.12.9 한국주택금융공사 노동조합 주관 ‘공공 주택금융의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 및 모기지 보험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48)

“한국주택금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최원창)에서 주최한「공공 주택금

융의 발전전략」에 관한 세미나가 정홍식 사장을 비롯하여 학계전문가, 

금융인사 및 공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전국은행연합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 오

병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 주택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

한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고성수 교수(건국대), 권주안 박사(주택산업연

구원), 남상오 사무총장(주거복지연대), 노태욱 교수(강남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다각화 방안으로 e-Mortgage 시

스템의 기본 인프라인 주택정보시스템 구축, 모기지 보험 및 역모기지론

의 도입과 정착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이 거론되었다. 특히「역모

기지론 상품」은 낮은 담보인정비율, 고금리, 기한부대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일부 민간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판매가 부진한 상

태이므로 역모기지론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이 아닌 고

령자의 필요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함

을 강조하였다.

  오병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먼저 공사가 모기

지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급

락하면 이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민간회사보다 공공기관이 나

서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블어 역모기지론도 한국주택금융공

사가 추후 관심을 가질 분야로 거론했다.”

4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05), “금융공사, 역모기지 및 모기지 보험 도

입해야, 노조주체 공공 주택금융의 발전전략 세미나에서”(‘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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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와 여당간 ‘역모기지 활성화 배경과 기대효과’ 지식공유

‘06.2.16 연합뉴스49) 기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의 역모기지 활성화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역모기지의 활성화 배경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택만 있을 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많아 노후 소득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상품

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출기간 제한,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에 따

른 위험성, 주택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대효과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고

령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

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06.2.17 연합시론50) “역모기지, 첫 술에 배부르랴만” 기사에 따르면 당

정이 합의한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

용하였다.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거쳐 제공하는 공적 보증을 통해 가입자

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이 가미된 게 

특징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없겠지만 첫 단추부터 잘 꿰는 것도 매

우 중요하다. 정부는 고령화와 양극화라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도모하

는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의 최종 검토 과정에서 예상되

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미국

도 1989년에 공적보증 역모기지를 도입한 후 10년이 지나서야 활성화된 

만큼 우리도 새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49) 연합뉴스 (2006), “역모기지 활성화 배경과 내용”(‘06.02.16.)
50) 연합시론 (2006), “역모기지, 첫 술에 배부르랴만”(‘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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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정경제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06.8.9일 재정경제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51)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정부는 역모기지(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이다.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에 대하여 보증하

게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 위험을 최소화 한

다. 보증재원은 이용자의 보증료, 금융기관 출연, 정부출연 등을 통해 조

성한다.

  둘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용자의 상환부담 경감시키기 위해 고령자․상
속인 등이 부담하는 연금채무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의 채권행사를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내로 제한한다. 

  셋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양도․압류 등 금지한다. 즉 고령자가 노후생

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넷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마련이다. 고령자가 노

후생활자금을 좀 더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

연금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지원대상은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①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0.2%)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0.1%) 면제, ②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③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6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

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5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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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주택금융공사, 시민단체와의 지식공유

‘07.5.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한은퇴자협회는 공사가 출시하기로 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동부여성플라자에서 개최

하였으며52)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65세 이상 은퇴자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설명회에서 공사 김갑태 

주택연금보증부장은 7월 중에 출시될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주택가격별, 연령별 예상 월지급액 등에 대한 상담을 펼쳤

다. 또한 역모기지 제도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들

인 은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노인들은 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조건과 자격을 살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노령연금수령자가 

60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26%에 불과한 상태에서 종신형 역모기지

론은 노년층의 노후생활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수적

인 마인드가 깔려있는 한국의 노년층에게 역모기지론은 조금 생소한 면

이 있지만 핵가족화로 부모부양의무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현 상황에서 

노년층도 상당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보증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고령자 단체와

의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⑦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개시 메시지 전달

‘07.6.15일 역모기지 출시를 1개월을 앞두고 “역모기지 상품 이름 확정

「주택연금」으로 불러주세요”라는 보도자료53)를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에 시판할 예정인 역모기지 상품의 이름

52) 복지뉴스 (2007), “공사보증 역모기지 노후대책 될까”(‘07.5.9)
5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07), “역모기지 상품 이름 확정「주택연금」

으로 불러주세요”(0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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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택연금」으로 확정했다. 공사는 역모기지가 Reverse Mortgage를 직

역한 용어로 일반인들로서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대상고

객층인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생소한 상품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렇

게 결정했다.「주택연금」이란 이름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받는 연금 방식이라는 뜻을 담

고 있다. 공사는 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 관련 정부부처와 언론사 등에 

앞으로는 역모기지라는 용어대신「주택연금」을 사용해 주도록 요청할 예

정이다.”

이상과 같이 1) 정책참여자간의 전문성 및 다양성 분석, 2) 정책참여자

간 자료의 공유 방법, 3) 정책참여자간 공청회, 세미나를 통한 지식·정보

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정책참여자간 전문성, 자료공유, 지식공유 분석결과

3. 상징적 행위에 대한 분석

정책결정의 참여자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목표 달성

을 위한 적절한 근거이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이러

한 정책결정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로 귀결될 수 있

다.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은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증

진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써,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문헌조사 결과를 통해 <표4-8>와 같이 확

인할 수 있었다.

구 분
재정경제부

정책참여T/F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개발자문단

정책대상집단

시민단체 등

분

석

결

과

전문성 여부 전문성 보유 전문성 보유 전문성 미보유

자료공유 여부 자료공유 함 자료공유 함 자료 미공유

지식공유 여부 지식공유 함 지식공유 함 지식공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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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상징적 행위에 여부 대한 분석결과

(1) 정부보증 역모기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

먼저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 도입 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모기

지 제도의 도입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역모

기지의 도입을 주장한 연구를 보면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를 바탕으로 고

령사회의 대책으로 우리나라에 역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유선종·조주현(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고령자 주거실태와 역모기지 제

도 도입 가능성을 역설한 조덕호·임경수(1999)의 연구와 역모기지의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한 김진태(2003)의 연구 및 부동산을

활용하여 필요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역모기지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제시한 김진(2004)의 연구 등이 있다. 이후 유선종(2004)은 “미국의 역모

기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내 역모기지 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역모기

지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대규모 재정지출이 없어도 노후

생활 보장 및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54)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중 정부보증 주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에 국가적 중요성과 함께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

구 분
학계를 중심으로

역모기지 도입주장

정책결정과정의

거버넌스 구조
정책수단 의의

관련근거
유선종(2004) 외

다수의 논문존재

관민 다원적주체

정책거버넌스 형성

‘제1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고령친

화산업의 활성화

분석결과 상징성 행위 없음 상징성 행위 없음 상징성 행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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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따라서 왜 동 제도의 도입이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로 선정되어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었는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개혁은 대통령직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 의

해 정부의제화 되었으며, 이후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

로 관민으로 구성된 다양한 TF 협의회 참여자와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

되었다. 따라서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다

원적 주체가 참여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통치방식’이라는 정치학적인 거버넌스의 개념인 ‘정책거버넌스’55)의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그림 4-1]

과 같이 정책거버넌스의 통치방식을 설계해 보았다.

[그림 4-1]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통치방식’의 정책거버넌스

54) 이병희·강기우 (2007), “고령친화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은조사연구에 따르

면 고령친화산업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를 대상으로 정

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5)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나남.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회·정당

↘ ↙
정책의제

설 정
⇛ 정책거버넌스 ⇛ 정책결정

↗ ↖
관민전문가집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정책대상집단),

시민단체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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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는 매우 복합적이면

서도 유기적인 정책 환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이다. 따

라서 관련 정부부처와 관민의 적극적인 정책과정 참여와 참여자간의 상

호 협력을 통해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을 도입하여 고령화문제 해결 기

반을 구축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사회에서 어느 한 주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워,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관련 행위자들을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의 의의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현상이

가진 잠재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저출산·고령

화사회기본법 과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을 제정하는 한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6)을 수립·추진하여 고령인구

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의 마련

과 함께 고령화와 관련된 국내 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도모해왔다.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의 도입은 이러한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추

진과제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의 확보’와 관련해, 향후 국가경제 내에

서 그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전체 평균 73.3%(부동산 비

중 67.8%)이며 50대 가구주는 실물 자산 비율이 74.5%(부동산 비율

68.7%), 60세 이후 가구주의 경우 실물자산 비율이 82.7%(부동산 비중

56) 보건복지부 (2010), “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추진

과제로서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범주하에 231개의 세부 추진과제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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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57). 이에 정부는 고령층의 주택자산이 가구자산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

중을 감안,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과 함께 주택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효

과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58)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동산 비율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정부보

증 역모기지 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적은 예

산으로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복지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개인의 주거안정과 소득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여

고령자 계층의 가계 소비감소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 경기부양에도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활의 안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 결정 행위체제가 실질적이고 상징적이지 않다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정책지지자(옹호자)들의 관심수준에 대한 분석

정책결정 이후 성공적인 정책집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지지자(옹호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책지지자는 학

계, 정부부처, 국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지지자들의 관심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정책의제설정

과정’ 기간은 고위 정부관료59)가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정부보증 주택

연금 제도의 도입을 표명한 2004년 3월을 최초의 시점으로 그리고 ‘역모

기지 활성화’ 의제가 채택된 2005년 1월 까지를 종료 시점으로 간주한다.

57)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58) 재정경제부 (2006),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정당발표자료(‘06.2.16.)
59) YTN (2004), “역모기지론 이르면 내년 도입”(‘04.3.4.), 이헌재 부총리는 기

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역모기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올 정기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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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 기간은 ‘역모기지 활성화’ 의제가 채택된 2005년 1월부

터 그리고 관련 법률이 통과60)된 2007년 4월 종료시점으로 간주한다.

‘04.2월 ‘정책의제설정과정’ 부터 ‘07.4월 ‘정책의제결정과정’ 까지 큰 틀

에서의 정책지지자들의 활동내역은 <표 4-9>과 같다.

<표 4-9> 정책지지자들의 활동내역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자료 재정리

60) 국정홍보처 (2007), “제15회 국무회의 자료”(‘07.4.3.),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주요법률 시행령 9건 중「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 포함되어 의결되었다.

구분 일자 정책지지자들의 활동내역

정

책

의

제

설

정

과

정

‘04. 2

～

현재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04.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에 의거(‘05. 4)

· 대통령을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확대 전환(‘05. 9)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과제 수행

‘04. 3
·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공적 역모기지제도 도입에 대해 최초로 언론에 언급

‘05. 1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제57차 국정과제회의(대통령주재)

-「고령 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선정

정

책

의

제

결

정

과

정

‘05. 6

· 재정경제부 주관「역모기지 활성화 T/F」구성 및 활동

- 금융연구원, KDI, 금감원, 생․손보협회, 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06. 2

· 재정경제부「역모기지 활성화 방안」발표 (당․정 협의자료)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고령층의 소득지원

을 위하여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06. 6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모형 개발을 위한 「역모기지 상품개발 자문

단」구성․운영

- 강종만 단장(금융연구원), 류근옥 위원(산업대), 손재영 위원(건국대),

박경서 위원(고려대), 엄영호 위원(연세대), 이석호 위원(금융연구원)

‘06.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세제지원을 위한「소득세법」,「지방세법」

- 공사법 국회 심의․의결(12.22) 및 공포(07.1.11)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공포(12.30 )및 시행(07.1.1)

‘07. 3
· 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기관 실무협의회」구성 및 가동개시

- 신한, 국민, 우리,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10여개 금융기관 참여

‘07. 4

·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주요법률 시행령 9건 중「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 포함되어 의결

- 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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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지자를 학계, 정부부처, 국회, 시민단체로 분류하여 분석해본 결

과 <표 4-10>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4-10> 정책지지자별 분석결과

(1) 학계 지지자

학계를 중심으로 역모기지의 도입을 주장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를 바탕으로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우리나라에 역모기지 제

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유선종·조주현(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고

령자 주거실태와 역모기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역설한 조덕호·임경수

(1999)의 연구와 역모기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한

김진태(2003)의 연구 및 부동산을 활용하여 필요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

으로 역모기지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제시한 김진(2004)의 연구 등이 있

다. 이후 유선종(2004)은 미국의 역모기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내

역모기지 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역모기지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대규모 재정지출이 없어도 노후생활 보장 및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 분 학계 지지자 정부 지지자 국회 시민단체

관계자
유선종(2004)외

다수 학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한덕수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관료

·권오규 경제부총리

송영길 의원

강길부 의원

우제창 의원

대한은퇴자협회

일반시민

분석결과 지지함 지지함 지지함 지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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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지지자

①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역모기지 도입 시사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도입을 최초로 언론에 언급한 고위관료는 이헌

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61) 주요내용을 다음

과 같이 인용하였다.

“그는 ‘04.3.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상품성 있는 역모기지 도

입을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올 정기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겠다

며 역모기지가 모기지론의 역할을 하고 노인층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0년 국민은행과 신한은

행이 역모기지 도입을 시도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문제점과 대

책을 연구하면서 역모기지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양

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 제시

‘05.1.21 제57차 국정과제회의(대통령주재)에서「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제도가 선정되었는데 전략 보고서에

서 다음과 같이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로드맵

ㆍ 2005년 중 구체적인 방안 수립

ㆍ 2006∼2008년 보증기구 설립

ㆍ 2007년 이후 유동화 증권 개발

ㆍ 2006∼2008년 세제혜택 부여

출처 : 강길부 (2005),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p.3)

61) YTN (2004), “역모기지론 이르면 내년 도입”(‘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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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덕수 경제부총리, 당정회의에서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지지

‘06.2.16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주요인사 참석자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수석부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재경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고령층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역모

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업무수행기관으로 선

정하였다62).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 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역모기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집을 은행 등에 담보로 맞기면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형식의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고령자가 받는 돈

이 집의 담보 금액을 초과하면 정부가 보증을 통해 부족분을 메워 줄 계

획이다.

  당정은 3억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에 대한 등록세(설정액

의 0.2%)를 면제해 주고,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노부부가 전용면

적 25.7평 이하인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 원 한도) 및 재산세를 25% 감면하며, 

근저당 설정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설정액의 1%) 면제 등의 혜택을 준

다. 가입자가 의료비나 자녀 결혼 등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면 가입 때 

산정한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주

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제도의 구체적인 상품설계, 모기지의 전문상담사 

관리 및 운영, 신설될 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맡게 되며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한다.”

이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

은 <표 4-11>과 같다.

62) 연합뉴스 (2006), “정부와 여당 역모기지 기대효과 지식공유”(‘06.2.16), 한덕

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업무수행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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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 역모기지는 리스크 부담이 커서 시장에만 맡길 경우, 수요와 공급

의 불일치로 시장형성이 곤란

ㅇ 일정부분 정부개입을 통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불가피

⇒ 정부가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정부의 역할>

 정부는 중저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통

해 역모기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

ㅇ 이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고 소비

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민간부문의 역할>

 역모기지 리스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

기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ㅇ 고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에서 리스크 정보 등을 활

용하여 역모기지 상품 개발 촉진

※ 미국의 경우 공적보증 역모기지(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가 도입(‘89)된 이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역모기지

(Financial Freedom Plan)가 도입(’93)되었고, ‘02년 이후 역모기

지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출처 : 재정경제부 (2006),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정당발표자료(‘06.2.1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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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경제부,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제 상정 지지

‘07.1.3.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63)를 개최하였는

데 법률 공포안 7건 중에「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되어 의결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첫째,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종신(終
身) 동안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

기지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무를 보

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보

증계정의 부담으로 연금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연금보증의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재산정하고, 이를 재산정일 이후의 계약에 대한 연

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 재정경제부, 공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제 상정 지지

‘07.4.3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64)를 개최하였는

데 주요법률 시행령 9건 중에「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 포함되

어 의결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주요개정 사항은 첫째, 주택담보노후연

금(역모기지론)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한다. 둘째, 주

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소유자의 생존기간 동안 받거나, 주택소유자가 선

택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연금대출한도의 30% 범위 내에

63) 국정홍보처 (2007), “제1회 국무회의 자료”(‘07.1.3.)
64) 국정홍보처 (2007), “제15회 국무회의 자료”(‘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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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가진 금융

기관은 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연금보증계약 체결시의 초기보증료

는 담보주택 가격의 2%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보증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5%로 정한다.”

⑥ 권오규 경제부총리 역모기지 활성화의 중요성 강조

‘07.7.11 머니투데이는 “權부총리 고령화시대...주택연금 활성화 중요“

기사65)를 다루었는데 주요내용을 다음이 인용하였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의 조기정착을 꾀하고 이를 

모델로 향후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까지 도입하겠다는 계

획을 언급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서울 플라

자호텔에서 열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에서 ‘우리나라

의 고령화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

가 이번 출시한 주택연금의 정착 및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 부총리는 ‘주택연금제도를 주택금융공사가 시장에 정착, 활성화

시켜 달라’며 ‘이를 통해 주택연금이 한미FTA에 따른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과정에서 모델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미국 연방주택

청 등 여러 미국주택금융기관의 변화를 분석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권 부총리 외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 건설교

통부 이춘희 차관,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재정경제위원

회 엄호성 의원,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및 8개 협약금융기관장들이 참석

했다.”

65) 머니투데이 (2007), “權부총리 고령화시대..주택연금 활성화 중요”(‘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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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주로 행정부의 정책 의도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이다. 실제로 정부 관료

제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 행사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정부 제출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벌이는 일이다. 둘째,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의회의

집단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일이다. 셋

째, 의회가 정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서 제출하였거나 지지하고 있는 의안을 의회가 부결시키거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안병철, 2000).

한편, 정당의 역할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당은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다른 비공식적 참여자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책결정 에 직접 참여하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서의 국회의원을 정당의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정책결정 과정에 투영시키는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정부와 국민을 연

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당은 이익 결집과 갈등 해소, 정치 참

여와 행정 통제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간주되는 것이다(김호

진, 1997: 388-399).

① 송영길 의원 역모기지 정책도입 촉구

‘05.9.27.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인천)은 “선진국형 역모지론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요내용66)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첫째, 2005년 올해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0만 5000여명

으로 월 평균 급여액도 16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시중 금융기관

66) 뉴스와이어 (2005), “송영길의원, 선진국형 역모지론 도입이 시급하다” (‘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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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역모기지론 체결할 경우(시가 3억원 주택을 담

보로 만기 15년, 금리 8%)월 연금 수령액은 52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2

인가구 최저생계비 66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한국은행 ‘05.8)이다. 역

모기지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 가구는 약 46만 7천 가구에 달

할 것으로 추산된다(통계청 및 보험개발원).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애

착이 강하고 주택을 자식들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뚜렷한 점을 감

안해서 10%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4만 6천가구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

비 마련에 도움을 받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가 잘된 미국의 경우처럼 공적 보증이 가능한 역모기지론이 필요하다. 

또한 지급방식을 선진국처럼 종신지급형, 확정기간지급형, 신용한도형, 

종신혼합형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 감면, 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등 실질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역모기지론의 조속한 도입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노인 생활

보장 및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면 점에서 조속히 시행하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강길부 의원 정책도입 제안

‘05.10월 국회의원 강길부(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울산 울주)는 역모기

지론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이제는 집도 동산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

며 2005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67)을 발간하였다.

그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을 통

한 노후대책에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완적 대안으로 역모기지론의 활성화가 

67) 강길부 (2005),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정무위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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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

저 현재의 역모기지론 판매실적이 미미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상속과 재산증

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택가격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에도 주택가격의 급등이 없으리

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상의 문제점으로는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이를 이용하는 

개개인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하고 덜어주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

해서는 보험제도의 활성화와 세제지원 등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모기지론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

산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2차 저당시장을 육성하여 고정자산의 유동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는 주택이 개념이 부동산에서 동산이 되어야합니다. 아직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다가오는 미래 고령사회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해 보았습니다.” 

③ 우제창 의원 역모기지 통과 촉구

‘06.12.12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68)를 살펴

보면,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역모기지의 통과를 촉구하였는데 주요내

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예산이 15일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조정중이다. 그럼에도 법사위와 

상임위 계류중인 예산부수법안이 17건에 달한다. 재경위 계류되어 있는 

역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법은 4년에 걸쳐 정부가 3백50억 정도 출연금

을 내서 시장을 마련한 것인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한 돈을 갖고 이만한 복지사업이 없다. 역모기지론은 

68) 열린우리당 (2006), “고위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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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부분 재경위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이유로 소위에서 지연시키고 있다. 오늘 소위가 다시 열린

다. 14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면 오늘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 성의 있는 심의 자세를 촉구한다.”

(4) 이익집단(시민단체) 및 시민

이익집단(시민단체) 이익집단이란 특정 사회 세력으로 구성되며, 정부

를 상대로 이익을 표명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이익 공동체 또는 사회 구

성원 전제의 이익을 도모하는 비영리적인 결사체이다(Ippolito & Walker,

1980: 271).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간 집단으로서 각 단

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부 활동이나 특정한 정책

결정에 대해 감시나 전국적으로 지지 내지 유도하기도 하고 반대 또는

저지하기도 한다. 이들 외에도 시민단체(NGO), 언론, 전문가 집단 등도

정책과정에 참여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민

단체 참여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상황과 정책 이슈에 따라 참

여자들 간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의 참여는 행정기관이 폐쇄적인 행정관에 입각하고 공급 중심의

행정에서 개방 사회로 나아가는 추세로 발전함에 있어 점차 중요성을 지

닌다.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수용 가능한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가치의 준거이다.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가치 에 기여해야 하는 집단은 정책결정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전체 국민

이다. 아울러 이들 가치는 어떤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가, 대안은 무엇인

가, 어느 것은 해당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따라서 시민 참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경청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둘째,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셋째, 참여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

며, 넷째, 결코 사전에 결정된 결과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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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민단체,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대한은퇴자협회’는 ‘06.2.3 ‘종신형 역모기지론,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

여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제1차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주요내

용69)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재경부의 의도와 대책은 몇 가

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책대상자의 연령을 65세에서 60세내지는 62세로 내리는 방향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담보대출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처

럼 담보대출 비율이 50～60%대로 할 경우 정부가 민간금융사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줄 명분은 약화된다. 따라서 담보대출상한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대출이자율에 대한 낮춰야한다. 대출금리를 7～8%로 유지할 

경우 정책대상자들은 여전히 종신형 역모기론 외에 다른 금융상품을 선

택 할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 종신형역모기지론에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적

절하지 않게 된다. 넷째,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감시기구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은퇴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NGO의 감사 참여 등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② 일반시민대상 설문조사결과, 비호감 45.2%, 호감 38.5%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의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의 요건을 갖춘 고령

층이다. ‘06년 2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에 의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06년 4월에 한국갤럽에 ‘역모기지 실수요조사’70)를

의뢰하여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은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2007.10.24일 중앙일보는 “고령화 핵심 대책이라던 역모기지 넉 달간

69) 대한은퇴자협회 보도자료 (2006), “종신형 역모기지론, 은퇴자들을 위한 제

도여야 한다”, 제1차 성명서(‘06.2.3)
70) 조사내용은 고령자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주거환경 및 역모기지 이용의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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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300여명뿐” 이라는 기사71)로 주택연금의 정책실패를 비난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2007.10.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한나

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따르면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품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이 역모기지 제도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먼저 발표한 

뒤 그해 6월에야 상품 수요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또 수요조사에서도 부

정적 의견이 많았는데도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 출시를 밀

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일반인 수

요조사에서 역모기지에 대한 ‘비호감’이 45.2%로 ‘호감’(38.5%)보다 많았

다.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1%로, ‘생각 없다’는 응

답률 55.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 2 절 정책집행과정 성과요인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본 연구에서 ‘정책집행기관’으로 여기는 단위의 기준은 정책집행자가

속해 있는 집행조직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재

정경제부가 지정한 정책집행기관으로써 전국 16개도에 영업점을 보유하

고 있으며 정부보증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집행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 분석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

직의 이익’은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부(재정경제

부)가 제시한 정책목표인 ‘역모기지의 활성화 및 고령층의 소비증진’에

부합하도록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보

증 주택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직 및 사업영역확대 라는 조

직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책대상

71) 중앙일보 (2007), “고령화 핵심 대책이라던 역모기지 넉 달간 신청자 300여

명뿐”(‘07.10.24)



- 90 -

집단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불편사항 해소, 다양

한 상품개발 등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준정부기관

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 또는 ‘정부목표와 반대되

는 행위’를 할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행과정에 있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완화시키는 행

위를 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커다란 거부점(Veto-Point)은 없었으며,

거부점이 발행했더라고 정책에 신념을 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하는 조정자(Fixer)로써 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에서 조직분리)

가 있었는데 언론과의 갈등발생시 조정자로써의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집행을 성공적

으로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의 세부적

인 분석을 위해 하위 변수를 4가지로 세분화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4-12>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하위변수 분석결과

1. 조직의 이익

보도자료 분석결과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이에 속한 직

원들의 고유의 이해관계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사업영역확대로 불 수 있었다. 여기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라 함은,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를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집행하는 준 정부기관

구 분 조직의 이익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
거부점의 수 조정자

관련근거

공사법 제59조에

따른 준

정부기관에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정부정책집행

내부규정에 의거

정책집행

금융위원회

(구 재정경제부)

분석결과
조직의 이익

추구 행위 없음

정책목표 반할

유인 없음
거부점이 없음 조정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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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집행자를 의미한다. 즉, 준 정부기관에

속한 일원으로써 정부정책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정책집행기관의 경영층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고유

의 이해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

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

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였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로 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위탁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준 정부기관임을 알 수 있다.

동법 제59조의3(계정의 조성)을 살펴보면,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금, 구상권 행

사에 따른 수입금,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

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계정의 조성에는 정부 출연금 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체 보증료 수입금

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수입금이 공사

의 수익이나 조직원의 금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니기 때

문에 조직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동법 제59조의4(계정의 용도)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이는 정책

을 집행함에 있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집행대상자에게 주택

담보노후연금을 종신까지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라

면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민간조직의 수익이 자신의 수익이나 급

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준 정부기관의 경우 정부의 계정을 통해 손

실발생시 지급보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이 적절한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사법 주요내용은 <표 4-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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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사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

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

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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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목표와 반대되는 행위를 할 원인이 존재 하는 지

의 여부를 것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정책집행기관으로써 조직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순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형성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

책집행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형성 배경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국내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정치적·사회

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대다수

의 고령층이 각종 연금제도의 수혜대상이 아니고 전통적인 가족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는 데 있

다. 공적연금제도가 미흡하고 고령자 생활을 보장할 사회 안전장치가 부

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고령자의 노후소득지원을 위하여 민간 금

융기관인 신한은행, 농협 등 민간부문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였으

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설계 미비로 4년간의 판매실적 약

500여건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로 시장형성에 실패72)하였다.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운용 구조를 <그림 4-2>에서 살펴보면, 주

택가격 변동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이용자 장수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문제를 회피하고자 고금리 적용, 짧은 대출구조로 운영,

만기 미상환기 강제퇴거 등 소비자(정책대상자)가 위험부담을 갖고 상품

을 이용하는 구조이다.

72) 민간 역모기지 상품의 경우 i)주택가격 변동위험, ii)장수위험, iii)이자율변동

위험 등 주요 리스크의 합리적 분산이 불가능하여 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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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운용 구조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역할강화방안 내부자료(2005.5.13.)

따라서 일정부분 역모기지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정부개입을 통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민간

시장 실패 등 고령화 현상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73)를 설치하였다. 자

문성격의 위원회는 2005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2005년 9월부터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확대 전환되었다.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과제들을 도출해왔다. 그리고 2006년에는 ‘고령

화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한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가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함께 고령화의 관련된

국내 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도모해 왔다.

(2) 정책의제 선정 및 결정과정

정부는 ‘고령친화산업’74)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중 정부보증 역

73)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0월 24일 대통령정책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으로 출

범해, 이듬해 2월 9일 지금의 위원회로 승격·개편되었다.
74) 이병희·강기우 (2007), “고령친화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은조사연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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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제도의 도입에 국가적 중요성과 함께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개혁은 대통령직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에 의해 정부의제화 되었다.

이후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민으로 구성된 다

양한 TF 협의회 참여자와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정부보

증 주택연금 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원적 주체가 참여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책거버넌스의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즉, 관련 정부부처와 관민의 적극적인 정책과정 참여와 참여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화문제 해결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사회에서 어느 한 주체가 일방

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워,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

정에 관련 행위자들을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재정경제부「역모기지 활성화 방안」발표를 살펴보면, 2006년 2월 한

덕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고령층의 소득지원을 위하

여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정책집행기

관으로 선정하고 상품개발, 수요조사, 전문상담사, 정보인프라 등의 구축

업무를 부여하였다. 즉 정책의 집행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여 역

모기지 정책의 거시 경제적 리스크를 정부가 흡수함으로써 제도의 성공

적 정착 및 국민의 노후 생활·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정부보증 역모기지 공급(안)을 <그림 4-3>

에서 살펴보면,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운용 구조와 달리 주택가격 변

동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이용자 장수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문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저금리 적용, 종신지

급, 종신거주가 가능하여 등 소비자(정책대상자)의 생활비 및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면 고령친화산업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를 대상으로 정

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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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역모기지 공급(안)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역할강화방안 내부자료(2005.5.13.)

중장기적으로는 역모기지의 활성화를 통하여 고령층의「다층노후소득

보장체제」<그림 4-4>와 같이 구축하는데 있다. 즉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는 저소득층 및 일반소득계층에 있어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으로부

터 소외받은 계층 또는 일부 자금이 부족한 자에 대한 필요자금을 제공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성장 잠

재력을 지지하는 사회복지 자본 마련과 고령자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그림 4-4>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안)

저소득층 일반소득계층

빈곤선 이하 차상위 자영업자 직장근로자(특수직역포함)
3층

개인연금추가보장
2층

정부보증 역모기지
퇴직금 및 퇴직연금1차 안전망

(사회보험) 1층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

2차 안전망
공공
부조

기초생활
보장제도

빈곤선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역할강화방안 내부자료(2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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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부점의 수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거부점(Veto/Clearance-Point)의 수는 정책집행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재량권을 가진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집행

의 성공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와 반대로 의사결정점이 적을수록 집

행의 성공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조직의 이익’에 대

한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대상

자가 선호하는 상품유형 대신 다른 유형의 상품을 독려한 하는 등의 거

부점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보증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자녀의 동의를 얻어 상품을 가

입하고, 가입 후에도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

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정책집행에 있어 의사결정점은 존재하지 아

니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보증 역모기지 상품의

상담/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의 절차75)를 대해 <그림 4-5>와 같이 기

술하고자 한다.

<그림 4-5> 역모기지 상품의 상담·신청～보증서 발급까지의 절차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실무교본(2015년)

(1) 상담/신청 과정

① 주택연금 설명사항 확인

7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실무교본(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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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증상담은 영업점장, 담당자(팀장 또는 팀원), 주택연금 전문상

담사가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전문상담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상담

장소는 대상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거

리 소재, 거동불편 등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 상

담을 실시한다. 셋째, 상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소유자,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하고 가급적 지인 등 제3자와는 상담하지 않는다. 넷째, 상

담 시에는「주택연금 상담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증심사철에

편철, 보관한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5조(보증상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1절 ‘1. 상담방법 및 상담표 작성’

② 법상 설명의무사항 등의 이행

첫째, 보증상담시에는 법상 설명의무사항76)을「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

크리스트」와「주택연금 예상 대출잔액 산출표」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설명하고「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중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자서 또는 기명날인한 맨 뒤쪽 1장을 제외하고는 원본을 교부한다.

둘째,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에게 위 법상 설명의무사항의 내용을 설명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까지는 반드시 이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아닌 배우자가 해외체류, 장기출타 등으로 보증약정일까지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이후에 설명을 받기로 피보증인과 약속하

고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다.

76) 가)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나)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다)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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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상 설명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77)을 추가로 설명한다.

[관련내규 등]

- 공사법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6조(설명사항 이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1절 ‘2. 설명사항 이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3>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4> ‘주택연금 예상 대출잔액 산출표’

③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첫째, 보증신청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후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고 채권

자를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신청인이 원할 경

우 채권자 경유를 생략하고 전화나 팩스로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작성함

으로써 보증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셋째,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

류78)는 다음과 같다.

77) 가)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나) 담보주택 변경에 관한 사항 : 담보

주택변경시 신규 담보주택가격이 기존 담보주택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

액을 반드시 상환해야하고 그 차액이 대출잔액보다 클 경우 월지급금이 감

소함, 다) 기존 보증(대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간 이

사는 허용되지 않음, 라)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

박형)간 변경은 불가함, 마) 보증약정 철회에 관한 사항 : 철회기한까지 보

증약정철회가 가능함, 바) 재가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주택연금 이용중 중도

해지시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

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

거나 같은 경우 외에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동일주택을 담보로 재가입 불

가함, 사) 보유주택수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 주택연금 가입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는 1주택으로 제한하지만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처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처분할 때 까지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됨, 아)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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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과정

① 주요 심사항목

첫째, 보증심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품의서 의 주요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확인ㆍ검토하며 특히 신청인의 적격성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둘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품

의서 상 심사항목의 구성은 보증대상자의 적격여부, 대상주택의 관리상

태 및 권리침해 현황 등, 가격평가 및 담보취득에 관한 사항, 보증신청내

용, 대출한도 및 보증금액의 사정, 심사의견 이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1조(보증심사)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2절 ‘4. 보증심사’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품의서

② 심사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첫째, 주택유형(일반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따라 월지급금의 차이

가 발생하므로 주택유형 입력에 유의한다. 둘째, 인적사항 중 “가족구성

원”란은 향후 피보증인 사망 후 채권회수 시 필요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

여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를 중심으로 가급적 상세히 작성한다. 셋째,

심사의견은 심사항목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보증

신청 배경, 노인복지주택 신고·폐지 등 여부, 보유부동산 현황자료 중 ‘1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사유’, 담보주택 현황, 배우자의 연대보증인

78) 가) 주택연금신청서 : 공사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및 배우자,

다)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 대상주택에 한함, 라)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인, 마)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주소지, 바) 토지이용계획확인

서 : 대상주택에 한함, 사) 정부 전산망 이용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신청인 및 배우자



- 101 -

입보 여부,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120% 미만인 사유, 담보평가 및

보증지원에 대한 의견 등 특이사항을 기술한다. 넷째, 신용관리정보 해제

를 조건으로 하는 보증은 ‘보증서 발급 즉시 개별인출금 등으로 신용관

리정보가 모두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신용관리정보 등록기관

등에 확인하여 심사 의견에 반영한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2절 ‘4. 보증심사’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품의서
- 주택연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관련 업무지도(주택연금1529-1564, 2010.9.2)

(3) 보증약정/담보설정 과정

① 약정서 작성

보증약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채권서류를 제출받는다. 보증약정서(공

사 소정양식), 저당권설정계약서(공사 소정양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공사 소정양식, 피보증인, 연대보

증인 및 사전채무인수인), 인감증명서(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사전채무

인수인) 등 이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정의), 제36조(보증약정), 제37조(담보취득), 제
39조(채권서류 서명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3절 ‘2. 보증약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3절 ‘3. 근저당권 설정 및 추가설정’

② 설명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보증약정에 앞서 다시한번 설명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한다. 첫째, 보

증약정 시 피보증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공사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한

설명의무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다. 둘째, 연대보증인이 아닌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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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해외체류, 장기출타 등으로 위의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서 발

급 이후 설명을 받기로 피보증인과 약속하고 보증약정을 할 수 있다. 다

만, 연대보증인인 배우자는 설명을 받고 저당권설정계약과 보증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공사의 설명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의

를 제기하는 경우 무리하게 보증약정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피보증인

과 배우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녀 등을 동석하도록 할 수 있

으며, 주택연금 이용 관련 비용을 미리 알려주어 신청인이 이를 자기자

금 또는 개별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6조(설명사항 이행), 제36조(보증약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1절 ‘2. 설명사항 이행’

③ 본인 확인 및 약정서 등의 교부

첫째, 본인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서 발급한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신분증 사본을 약정서 이면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둘째,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서 사본을 피보증인

과 연대보증인에게 교부하고, 보증약정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의 원본은

채권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셋째, 보증약정시에는 피보증인과 사전채무

인수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를 받고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을 준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6조(보증약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3절 ‘2. 보증약정’

(4) 보증서 발급 과정

① 보증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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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증서 발급 당일 다음 사항79)을 확인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토

록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 또는 사유해소를 하고 보증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둘째, 보증서 발급일 이후 가급적 5영업일 이내에

주채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채권자 및 피보증인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다. 셋째, 보증서 발급 즉시 채권자의 담당직원에게 보증서 발급 사실을

구두로 통지한다. 넷째, 전자보증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출력하여 담당팀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섯째, 보증서

발급관리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전산으로 보증서 발급내

역을 관리한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보증서 발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3절 ‘6. 보증서발급시 유의사항’

② 주채무 실행

첫째, 채권자는 교부받은 보증서의 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을 실

행하고 월지급금 및 개별인출금은 기표당일 피보증인에게 지급하고 그

실행내역을 공사에 전신으로 통지한다. 둘째, 보증부대출을 실행할 때마

다 채권자로 하여금 연보증료를 공사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한다.

셋째, 보증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한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0조(보증부대출 실행통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14. 연보증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③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지정

79) 가) 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의 완료, 나) 법상 설명의무사항의 이행, 다)

보증약정의 체결, 라) 보증승인일로부터 3개월경과 여부, 마) 신용관리정보

의 보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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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공사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금융기관이며, 2015년 12월 현재 정부보증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12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2개 생명보험사(흥국생명, 교보생명)이다.

④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첫째, 채권자로부터 보증부대출 실행내역을 통지받는 즉시 피보증인에

게 “주택연금 가입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둘째, 가입증명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고 가입증명서를 내용증명부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 셋째, 가입증명서는 공사 전산망 하이넷 “가입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하고,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보증약정서(사본), 체크

리스트(사본), 등기권리증 등 주택연금 이용관련 제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하면 잔액증명서도 함께 동봉하여 초기보증료

등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한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3절 ‘1. 주택연금 가입 통지’

(5) 정책대상자의 보증약정 철회

① 약정철회의 의의

주택연금이 고령자가 가입대상이고 대출기한이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사망 시까지인 장기 대출상품인 점을 감안 가입이후 일정기한 이내에 약

정을 철회할 수 있는 약정철회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약정철회의 절차

첫째, 피보증인은 이미 체결한 보증약정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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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하 “철회기

한”이라 한다)에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철회기한까지

공사에 보증약정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철회기한까지 채권자에게 보증부

대출 전액80)을 상환하여야 한다. 철회의사는 피보증인이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약정 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함으로써 표시한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0조의2(보증약정 철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4절 ‘1. 약정철회’

③ 보증료의 환급

보증약정이 철회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전액

을 환급한다. 보증약정 철회에 의한 보증료 환급금은 피보증인이 “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 철회신청서”에 기재한 피보증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관련내규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3조(보증료의 환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15. 보증료환급 시 유의사항’

④ 월지급금 수령일 및 철회기한 예시

80) 보증부대출 전액 =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초기보증료 + 연

보증료

 휴일이 없는 경우

1/13(월) ~ 2/12(수) 2/13(목)

1회차
월지급금
수령일

철회기한
2회차
월지급금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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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보증 역모기지 상품 가입 결정에 있어

가입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정책대상자의 몫이다. 단, 정책집

행기관은 역모기지 상품 가입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

에서 정책대상자가 자격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정책

집행기관은 정책목표를 최대한 달성하여 역모기지 활성화 정책에 이바지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존재하

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정책대상자가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을 많이 하는 것이 정책집

행기관의 정책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조직의 확대

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대상자가 가입을 하도록 강제성을 띄는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

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책집행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에 의거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조정자의 존재

정책집행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집행 문제들이 발생하

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하여 정책목표를 달성시키는 조

정자(Fixer)가 존재한다면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헌조사 결과 조정자 또는 집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료를 확

보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집행기관은 정부(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법조항이 존재하였다. 둘째, 정책집행기관은 주택정책 관련하여

 휴일이 있는 경우

1/16(목) ~ 2/14(금) 2/15(토) 2/16(일) 2/17(월)

1회차
월지급금
수령일

2회차
월지급금
수령일

휴일 휴일 철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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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존재

하였다. 셋째, 정부보증 역모기지 도입 후 서울경제신문은 기획기사로

‘주택연금 이것이 문제다’라는 기획기사를 3일간에 걸쳐(‘07.10.10～12) 보

도하였는데, 이러한 언론과의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금융위원회)

가 실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정책집행기관 업무감독 관련 법률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업무상 감독을 받도

록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단, 시행

령에서「감사원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제

한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0조 및 시행령 36조).

금융위원회의 감독업무 범위(법 제60조 제1항)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기금의 결산
6.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7. 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정책집행기관의 주택정책 관련 정부부처 협의에 관한 법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등 효율적인 주택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서는 주택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주택건설 등 주택정책을 수

행하는 국토교통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는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

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

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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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금융위원회)의 조정자로서의 사례

서울경제신문은 ‘07.10.10～12 “주택연금 이것이 문제다”81)라는 3일간

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07.7월에 도입된 역모기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의 10가지 함정(‘07.10.10일 서울경제 보도)

1 초기 가입비용이 너무 많다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없다

3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수가 그대로다

4 내돈 내 마음대로 못쓴다

5 일단 한번 가입하면 집이 낡아 불편해도 함부로 옮기지 못한다

6 기존 대출자는 가입 못한다.

7 연금액수는 고정인데 대출이자가 변동금리다.

8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9 재개발, 재건축시 계약이 해지된다.

10 고가주택 소유 고령자들은 연금액수에서 손해 본다.

② 美 ‘크레디트 라인’ 도입 검토 필요(‘07.10.11일 서울경제 보도)

“종신지급방식뿐만 아니라 일시분 인출한도(종신혼합방식, Credit line

를 설정하고 인출한도 및 사용용도 제한도 폐지할 필요하다.”

③ 주택연금의 명암(‘07.10.12일 서울경제 보도)

“역모기지 제도는 고령층의 복지대책의 중심이 될 수 없으며, 다양한

복지대책·금융상품 가운데 선택한 수 있는 메뉴 중 하나에 불과하다.”

81) 서울경제 (2007), 기획기사 “주택연금 이것이 문제다”(‘07.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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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측면

① 살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생활비를 받는다

② 일반대출 처럼 매달 갚지 않아도 된다

③ 가입시 신용평가를 받지 않는다

부정적 측면

① 최후의 재산인 집을 잃는다

② 집이 낡고 불편해져도 이사하지 못한다.

③ 인플레이션․금리상승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서울경제신문이 보도(‘07.10.10～12)한 “주택

연금 이것이 문제다”라는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동 기사가 지적한 문제

점의 타당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82)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의 10가지 함정(‘07.10.10일 서울경제 보도)

82) 재정경제부 (2007), “주택연금 이것이 문제다”, 금융정책국 검토보고서

구분 서울경제 문제제기 제도개선사항

1. 초기 가입비용 부담 없음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없음

3. 집값 상승분 미반영 없음

4. 일시불 연금용도 제한 사용용도 추가

5. 거주이전 불가능 없음

6. 선순위 대출 상환 후 가입
사용용도 추가

(선순위 대출 상환을 포함)

7. 변동금리 대출이자 없음

8.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미지급 없음

9. 재개발․재건축 시 계약해지 없음

10. 고가주택 소유자 손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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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의 위 10가지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가지 사항

에 대해 제도개선 할 것을 밝혔는데, 첫째는 위 4번 사항인 사용용도 제

한 완화(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공고)이다. 가입자의 수요에 대한 지속

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용도의 범위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사용

용도 외, 국내외 여행 경비, 각종 기념일 행사 비용(칠순, 팔순, 결혼기념

일 등), 가구·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는 위 6번 사항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

우 이를 모두 갚아야만 모두 정부보증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종

신혼합상품의 인출금 용도제한 완화(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공고 사항)

하여, 종신혼합상품의 일시적 인출 사용용도에 선순위채권상환을 포함하

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만, 인출한도는 현행 인출한도인 대출한

도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美 ‘크레디트 라인’ 도입 검토 필요(‘07.10.11일 서울경제 보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제도의 경우에도 종신지급방식뿐만 아니라

종신혼합방식도 운영 중이며, 본인이 설정한 인출한도(Credit Line) 중

실제 인출하지 않을 경우 정기예금금리 만큼 인출한도가 증가(Credit

Line Growth)한다. 다만, 美 HECM과 다른 점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30%)와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실제 인출한도(Credit Line)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의원금이

보전되면서 고정적인 이자수입을 보장할 수 있으나, 인출한도 및 사용용

도 제한이 없어 일시에 사치·오락성 경비에 탕진할 경우 종신동안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역모기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 수용불가한 입장임을 밝혔다.

③ 주택연금의 명암(‘07.10.12일 서울경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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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

고 있는 안타까운 제도이다. 따라서 동 제도는 고령층의 복지대책의 중

심이 될 수 없으며, 필요한 계층에게 다양한 복지대책·금융상품 가운데

선택한 수 있는 메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역모기지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

비하여「고령자에 대한 多層 소득 보장체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House

Rich, Cash Poor) 고령층에게 종신거주·종신보장이라는 취지로 노후 생

활을 보전해 주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정책목표

에 반영하였다.

<고령자에 대한 多層 소득 보장체계>

국가의 직접 지원 강화 기초노령 연금 도입(08년)

공적 연금의 내실화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 등

사적 소득보장 확충 개인연금, 퇴직연금, 역모기지 제도 등

조정자인 금융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

금융공사는 10.10(수)일자 서울경제 1·3면에 실린「주택연금 이것이 문제

다」제하의 기사는 현행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곡해하고 동 상품

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정정보도자료83)를 언

론에 배포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기사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10가지 함정’이라는 주제 아래 현행 

주택연금의 상품적 특성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은 사

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역모기지론 제도 자체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사는 주택연금 초기가입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3억원 아파

83)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정보도자료 (2007), “서울경제,「주택연금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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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보유한 A씨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용 30만원,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 등이 소요된다고 예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처럼 3

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실제로는 근저당설정비 12만원, 법무사수수료 

21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입 시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월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는 또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가입자가 그대로 내야하며 이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주택연금계약도 즉

시 해지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 이용자

도 해당주택 거주자로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내야하지만, 설사 연체가 

생기더라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자

가 세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더라도 관련법상 채권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밖에도 기사는 월지급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다 해도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 주택연금 가입 후 이용

자가 집을 옮기지 못한다는 점, 재개발·재건축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같은 조건

들은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역모기지론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기사의 주장처럼 주택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월지급금을 변동시

킬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는 월지급금을 낮추어야 하고 극단적으로

는 월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적 보

증을 통해 주택가격 변동 등 각종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

인들이 종신까지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택연

금의 기본취지입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주택연금은 수지상등(收支相等)과 수익자부

담의 원칙하에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미

래의 예상손실 합계를 이용자가 내는 보증료의 합계로 전부 커버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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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며(수지상등 원칙), 이용자는 평생 동안 거주와 생활을 보장받는 대

가로 보험료 성격의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장기 상품의 특성상 예측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

기 때문에 공사는 사전에 각종 손실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주기

적으로 상품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지원에 따른 국민부담이 최소화되

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막 출범한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 노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더 애정 어린 시선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 3 절 정책집행과정 성과요인

(일선행정관료의 행태)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일선(Street-Level) 집행자로 볼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선행정관료(직원)들은 정책대상자에게 법과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대상자가 혼란’을 겪는 상

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선행정관료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차별행위를 한다거나, 일선행정관료

의 판단대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Creaming’ 행태는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

이 준 정부기관에 해당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정책에 대해 관련법

과 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집행기관 직원의 대응행태의 가장 큰 원천은 법과 규정에 근거해

습득한 지식 등이었다. 정책집행에 있어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존재한 부분은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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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기타 대응행태(전략)’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선행정관료의 행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을 위해 하위 변수를 정책대상자 혼란, 취사선택 행위, 기타 대응행태 3

가지로 세분화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4-14>와 같다.

<표4-14> 일선행정관료의 행태 하위변수 분석결과

1. 정책대상자 혼란여부

정책집행기관의 일선행정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여러 행태들을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정부보증 주택연금 상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든지, 2)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주택연금

상품을 가입시켜 정책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3)주택연금 가입과

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수수료(감정수수료,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법

무사수수료 등)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

지 아니하고 정책가입자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4)불필

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정책가입자로 하여금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한다든

지, 5)주택연금 상품의 지급유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약

정을 체결하여 향후 월지급액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6)주택연금 가입

시 징구하는 초기보증료84), 보증수수료85)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

84)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내며, 이는 보험가입

금 성격으로 채무자의 대출잔액에 포함되며 약정해지시 환급되지 않는다.

구 분 정책대상자 혼란 취사선택 행위 기타 대응행태

관련근거

공사법 및 관련규정

에서 정한 정보제공

의무화

‘취사선택행위’를 ‘주택연금 공급

의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

으로 간주하고 검토해 본 결과,

정부 정책목표인 ‘주택연금의 활

성화’ 즉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었음

‘상향식접근방법’으로

지속적인 완화정책 추

진을 건의하여 ‘주택연

금 활성화’ 목표 달성

분석결과
정책대상자

혼란행위 없음

정책대상자

취사선택 행위 없음

상향식접근 방법을

통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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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향후 민원으로 이어진다든지 등의 행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정책대

상자 혼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사법 및 관련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 관료는 법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책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보증상담시에는 규정상 설명의무사항86)을「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와「주택연금 예상 대출잔액 산출표」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설명하고「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중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자서 또는 기명날인한 맨 뒤쪽 1장을 제외하고는 원본을 교부한다.

둘째,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에게 규정상 설명의무사항의 내용을 설명하

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까

지는 반드시 이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아

닌 배우자가 해외체류, 장기출타 등으로 보증약정일까지 설명을 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이후에 설명을 받기로 피보증인과 약속하고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다.

셋째, 규정상 설명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87)을 추가로 설명한다.

85)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달 지급하는 월지급금에 대해 연0.75%의 보증수수

료를 징구하며 이는 채무자의 대출잔액에 포함되어 해지사유 발생시 상환

해야 함
86) 가)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나)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다)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87) 가)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나) 담보주택 변경에 관한 사항 : 담보

주택변경시 신규 담보주택가격이 기존 담보주택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

액을 반드시 상환해야하고 그 차액이 대출잔액보다 클 경우 월지급금이 감

소함, 다) 기존 보증(대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간 이

사는 허용되지 않음, 라)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

박형)간 변경은 불가함, 마) 보증약정 철회에 관한 사항 : 철회기한까지 보

증약정철회가 가능함, 바) 재가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주택연금 이용중 중도

해지시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

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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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규 등]

- 공사법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6조(설명사항 이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1절 ‘2. 설명사항 이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3>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4> ‘주택연금 예상 대출잔액 산출표’

아울러 정책집행기관의 일선행정관료는 배상책임의 의무를 지니고 있

는데, 공사법 제65조에서는 임직원88)의 직무수행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65조(배상책임 등)

① 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

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정책대상자에게 설명의무사항 등의 이행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수행하여 정책대상자

가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따라

서 정책대상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나 같은 경우 외에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동일주택을 담보로 재가입 불

가함, 사) 보유주택수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 주택연금 가입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는 1주택으로 제한하지만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처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처분할 때 까지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됨, 아)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에 관한 사항
88) 임원의 배상책임(제65조제1항), 직원의 배상책임(제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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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사선택 행위(Creaming) 여부

정책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Creaming 행태의 원인이 될 만한 사항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결과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주택연금 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언급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첫째,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89)은 “2015.9.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15년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

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

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만6천187

건으로, 수도권과 지방 비율이 73.8%(1만9천340건)대 26.2%(6천847건)로 

수도권에 편중됐다. 박 의원은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고 연금액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에다 지방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이라며 고령자 노후

대책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의 지방가입자 연령제

한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90)은

“2013.10.21일 2013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7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보증액과 

지급액 기준으로는 87.6%와 88.1%로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

혔다. 조 의원은 주택연금 수도권 수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밀착

형 홍보와 지방 영업거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91)은 “2011.9.29일 2011년 한

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8월말 현재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6166

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76.6%(4722건) 대 23.4%(1444건)로 수

도권이 지방의 3.27배라고 밝혔다. 주택연금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수도

권이 약 117만원, 지방은 약 50만 7000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2.31

89) 연합뉴스 (2015), “주택연금도 양극화…월 지급금 최대 17배 차이”(‘15.09.22.)
90) 경북일보 (2013), “조원진 의원, 주택연금가입자 수도권 편중현상 심각”(‘13.10.22)
91) 조세일보 (2010), “주택연금도 양극화, 수도권 편중 심각”(‘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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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많다. 박 의원은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이 낮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

고, 주택가격이 낮아 연금액이 적은 것이 주요인이라며 주택연금의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연령제한 완화, 주택가격 제한 완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째, 국회 정무위 박병석 민주당 의원92)은 “2010.10.18.일 2010년 주

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해 돈 없고 나

이 들면 지방이 더 서럽다며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

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거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주택연금보증 공급건수는 

수도권이 3749건 중 2955건으로 지방의 794억원에 비해 3.7배가 많다. 

박병석 의원은 주택연금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급이 

편중되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소재 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의 수도권 편중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방

영업거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현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선행정관료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첫째, 지역(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정보제공의 용이성이다. 일반적으

로 아파트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마케팅 활동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

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정보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

음을 호소하였다.

  둘째, 비수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정감사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

고 비수도권의 비중은 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권, 

비수도권에 의무 비율을 공급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정책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공급

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2) 아시아경제 (2010), “주택연금 수도권 편중 심각”(‘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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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도권 정책대상자가 비수도권에 비해 비상속의향이 높기 때문

에93) 가입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일반노년가

구와 주택연금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 중 ‘지역별 주택 비상속의향률’

을 <그림4-6>과 같이 살펴보면, 일반노년가구의 24.6%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

도권 34.0%, 5대광역시 및 지방도시는 18.3%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년층의 주택비상속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4-6> 지역별 주택 비상속의향률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4),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보고서”

위와 같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취사선택행위’를 ‘주택연금 공급의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으로 간주하고 검토해 본 결과, 정부 정책

목표인 ‘주택연금의 활성화’ 즉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

한 현상이며,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공

급액 달성에 용이한 측면이 있고, 수도권의 노년층이 비상속 의향이 높

93) 한국주택금융공사 (2014),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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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들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기타 대응행태

‘07.7월 정부보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서 초기 제도 정착에는 성공적이

었으나,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

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동 제도 도입 후에도 주택

연금의 활성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

도별 주택연금 신규가입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 515건, 2008년 695건,

2009년 1,124건, 2010년 2,016건, 2011년 2,936, 2012년 5,013, 2013년

5,296, 2014년 5,039, 2015년 6,486건으로 총29,120건에 이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7년～2008년에는 공급건수가 미미하였으나, 2009년도 이

후 제도개선이 이어지면서 공급건수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활성화는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

요건의 완화정책으로 볼 수 있다. 완화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를 일선행정관료의 ‘기타 대응행태’로 간주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선행정

관료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자세를 가지

고 있었으며, 조정자인 정부(금융위원회)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동조하여 완화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보증 주택

연금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사례였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금융위원회는 내부검토를 통해 제

도개선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 사례에서 금융

위원회는 ‘정부보증 주택연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09.2.18 ‘위기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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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회의’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확정하였다.

(1) 가입연령 완화 : 65세이상 → 60세이상

현행은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60세이상 고령부부의 남성 연령이 여성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65～70세 고령자 가입이 곤란하다. 따라서 고령자 부부의 특

성을 반영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가입대상

완화로 신규 가입대상으로 약 80만 가구94) 확대 예상하였다.

(2) 주택연금 대출한도 확대 : 3억 → 5억

현행은 보증재원 제약으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주택

가치의 활용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95)하였다.

(3) 수시인출 비율 확대 : 30% → 최대 50%

현행은 주택연금(혼합형) 가입자가 의료비·기존 주택담보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범위(최대 0.9억원)내에서 수시 인출

이 가능하여, 일부 가입 희망자의 경우 인출한도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

을 상환96)하기에 부족해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시 인

94) 2005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대별 자가보유 가구주: (60～64세) 85만, (65～69

세) 77만, (70～74세) 57만, (75～79세) 32만, (80세이상) 20만
95) 70세 가입자 기준, 9억원 주택 월지급금 변화 : (현행) 201만원 → (개선)

320만원 (+119만원)
96)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시

해당 주택에 선순위 담보설정이 불가능하여 대출금 상환 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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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의 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안

정적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

모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세제지원 강화(재정부·행안부 공동 추진)

현행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부담완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 시 부

터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 중이었으

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주택을 확대97)하였다. 세제지원 확대(안)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세제지원 확대(안)

구 분
대 상 적용

시기현 행 개 선 안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주택가격 3억 이하 가입주택 전체
(주택가격 9억 이하) ‘09.2.12이후

부터 소급적용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폐 지

재산세
25% 감면

주택가격 3억 이하

가입주택 전체
(주택가격 9억 이하)
단, 감면한도는

주택가격 5억원 상당의
재산세액의 25%

2010년
발생분 부터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폐 지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 출처 : 금융위원회 ‘위기관리대책회의’ 자료 (‘09.2.18)

한편 ‘09.2.18 이후에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기 위해 <표 4-16>과 같이 주택연금 제도개선 변화를 비교하였다.

97) 소득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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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주택연금 제도개선 변화비교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자료를 중심으로 정리(2015. 12월 기준)

구분 도입 당시 도입 이후

가입연령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13. 8)

대상주택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실거래가 9억원 이하(’08. 10)
9억원 이하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10. 7)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14. 3)

주택
보유 수

부부기준 1주택 보유
상속, 이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3년
이내 처분조건부 가입(’14. 3)

재건축
적용시

담보주택 소유권상실로
이용불가

담보주택 재건축이 실행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15. 8)

지급방식
종신지급형
종신혼합형(수시인출 설정)

확정기간형 추가(’13. 11)

지급유형 정액형
정률체증형 추가(’08. 5)
정률체감형 추가(’08. 10)
전후후박형 추가(’12. 7)

지급한도 3억원 5억원(’09. 3)

보유주택수 1가구 다주택자라도 주택가격합산 9억원 이하 가능(‘14.3)

보

증

료

초기

보증료
2.0% 1.5%(‘15.2)

연간

보증료
0.5% 0.75%(‘15.2)

세
제
지
원

소득
공제
(200백
만원)

주택가격 3억 이하 가입주택 전체(주택가격 9억이하)(’09. 2)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폐 지

재산세
(25%
감면)

주택가격 3억 이하
가입주택 전체(주택가격 9억 이하) 단, 감면한도는
주택가격 5억원 상당의 재산세액의 25%(’10. 1)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폐 지

수
시
인
출
금

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30%
(최대 9,000만원)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 (’09. 4)

인출
용도

보건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주택구입(임차)자금 혹은 도박·투기등 사행성 및 사
치오락성 지출이 아니면 모두 사용가능(’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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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주택연금 도입당시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주택연금의 주요

개선사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범 당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로 

가입연령을 제한하였으며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부부기준 하나의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하여 가

입을 허용하였다. 재건축 적용 대상주택은 담보주택 소유권상실로 이용

자체가 불가능 하였다. 연금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금액의 월지급

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과 수시인출금 설정이 가

능한 종신혼합 방식만을 허용하였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층을 위한 상품으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

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2007년 제도를 시작할 당시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으로 연령을 제한해 놓았으나 점차 연령을 낮추어 2013년부터는 주택소

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 명

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

하도록 하여 사실상 60세 이전에도 가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대상 주택

은 부부 기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처분 조건부(3년 이내) 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가액요

건을 6억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주

택 및 복합용도주택(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까지 포함하여 대상

주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15년도 부터는 담보주택 재건축이 실행되

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토록 공사법을 개정하였다.”

  “주택연금은 연금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따라 다양한 상품

이 존재한다.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수시 인출금 설정이 가능한 종

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98) 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98)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시인출

한도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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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에 비해 일정기간동안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되 10～30년에 이르

는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종신거주가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외부활동

이 활발한 초기 노년기의 소비패턴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이다. 수시인

출금은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및 관혼상제비 등 일반 적인 노

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인출한도 설정 시 나머지 부분에서 주택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지급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 수시인출금 설정한도는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이었으나, 

2009년 제도개정을 통해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 5,000만원)로 확대되

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제도 초기 정액형만 가능하였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는 정률체증형(연 3% 증가), 정률체감형(연 3% 감

소), 그리고 전후후박형이 있다.99) 정률체증형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 방지를 위해 2008년 5월 도입 되었으며 정률체감형은 나이가 들수

록 소비활동이나 생활비가 줄어드는 고령층의 소비패턴을 반영하기 위하

여 같은 해 10월 도입되었다. 또한, 전후후박형은 퇴직후 일정기간 소비

활동이 활발한 고령층을 위해 은퇴 직후 자금수요를 충족하되 종신토록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2012년 7월 

도입되었다.”

  “연금지급총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언제든지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

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총연금지급액

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 때,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지급액을 상회할 경우 

상속하게 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제도는 다양한 세제혜택과 비용 감면을 통해 초기 가입비용

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2013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적 주택 연금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99) 전후후박형 주택연금은 가입 초기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

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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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모기지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도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담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시 부과되는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

고 있으며, 대출약정 인지세 50% 인하와 함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수수

료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고객 중 83.7%(2013년 

기준)가 아파트 소유주임을 감안해 아파트 약식감정평가제를 도입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대폭 절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 최초도입 이래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는 주

택연금 가입자 및 공급의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당초 도입취지인 ‘주택

연금 활성화정책’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집행

기관과 정부는 동 제도 도입 이후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적

성장에 있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한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 절 정책집행과정 성과요인

(정책대상집단 행태)

정책집행기관과 소속기관의 관료가 조직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책

상품에 대한 장점을 과잉 부각시키거나 또는 상품설계를 정책집행기관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정책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관

련 규정상 정책대상자에게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

을 거친 후 정책대상자는 가입여부를 결정함), 일방적으로 정부보증 주

택연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자는 정책 상품에 대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가입

을 하려하지 아니할 것이며,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여론을 통해 제도개선

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정책대상집단의

행태에 다음과 같이 2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책도입前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을 어떠하였는지, 둘째, ‘정책대상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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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역모기지 정책

에 대한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하위변수 분석결과는

<표 4-17>와 같다.

<표 4-17> 정책대상집단의 행태 하위변수 분석결과

1.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① 시민단체(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06.2.3 대한은퇴자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신형 역모기지는 은퇴

자들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제1차 성명서를 발표

했는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재경부의 의도와 대책은 몇 가지 한계

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정책대

상자의 연령을 65세에서 60세내지는 62세로 내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

다. 둘째, 담보대출 비율이 50～60%대로 할 경우 정부가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줄 명분은 약화된다. 따라서 담보대출상한비율을 제

고해야 한다. 셋째, 대출금리를 7～8%로 유지할 경우 정책대상자들은 여

전히 종신형 역모기론 외에 다른 금융상품을 선택 할 것이며 이런 상태

에서 종신형역모기지론에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

구 분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 제기사항

분석결과

·시민단체(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시민(일반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비호감 45.2%, 호감

38.5%)

·시민단체(향후 제도개선의 필

요성을 건의하며 역모기지 정

책의 환영 표명)

·정책대상집단(한국주택금융공

사는 수요실태조사를 통해 정

책대상집단이 제시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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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출이자율을 낮춰야한다. 넷째,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감시기구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은퇴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NGO의 감사 참여 등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② 시민(일반시민대상 설문조사결과, 비호감 45.2%, 호감 38.5%)

‘06년 2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에 의거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06년 4월에 한국갤럽에 ‘역모기지 실수요조사’100)를 의

뢰하여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은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7.10.24일 중앙일보는 “고령화 핵심 대책이라던 역모기지 넉 달간

신청자 300여명뿐” 이라는 기사101)로 주택연금의 정책실패를 비난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2007.10.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한나

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따르면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품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이 역모기지 제도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먼저 발표한 

뒤 그해 6월에야 상품 수요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또 수요조사에서도 부

정적 의견이 많았는데도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 출시를 밀

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일반인 수

요조사에서 역모기지에 대한 ‘비호감’이 45.2%로 ‘호감’(38.5%)보다 많았

다.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1%로, ‘생각 없다’는 응

답률 55.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 제기사항

① 시민단체(제도개선의 여지를 남기며 역모기지 정책의 환영 표명)

100) 조사내용: 고령자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주거환경 및 역모기지 이용의향 등
101) 중앙일보 (2007), “고령화 핵심 대책이라던 역모기지 넉 달간 신청자

300여 명뿐”(‘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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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1 대한은퇴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

지론) 실시를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구시대적인 편견이나 의식으로 자

신을 희생하며 길어진 생의 후반을 궁색하게 보내지 말고 균형 잡힌 경

제 감각을 갖고 유익한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임을 표명하였는데 주요내

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2007.7.24 대한은퇴자협회는 ‘이제는 ‘농촌형 역모기지다’라며 보도자

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며 선진형 역모기지제도 도입에 감사의 뜻을 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대한은퇴자협회는 1, 2차 성명서를 통해 재

정경제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으나 결국 이는 추후 개선사항으로 여지

를 남기며 역모기지 정책의 환영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높은 연령의 상한선, 초기보증료 및 금리에 대한 사용자의 이

해, 점차 대두될 가족내 세대간의 갈등에 대한 홍보 및 대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② 정책대상집단(일반노년층·주택연금이용자 대상 수요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그림 4-7>과 같

이 실시하고 있다. 수요실태조사의 목적은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정책대상

집단인 일반노년층과 주택연금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 보유, 은퇴 및

노후 생활, 주택연금 인식 및 이용 실태 등의 파악을 통해 주택연금의 장

기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시

장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연금 정책의 제도개선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동 수요실태조사는 2008년 처음 시행되어 2012년 이후 매년 시행되는

조사이다. 만 60∼84세에 해당하는 일반노년층과 주택연금이용자로 구분

되며, 일반 노년층 표본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를 근거로

지역·연령별 무작위 추출한다. 주택연금이용자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조

사년도 전전년 7월에서 전년 6월 이내 이용자 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한 가구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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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개요

2014년도 주택연금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표4-18>, <표

4-19>과 같이 살펴보면, 일반노년층과 주택연금이용자는 ‘평생 동안 매

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평생 동안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을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일반노년층은

‘집값이 올라도 관계없이 계속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주택연금

이용자는 ‘월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4-18> 주택연금의 장점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일반노년층 주택연금이용자

사례수 (명) (3,000) (600)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88.4 97.0

부부가 가입할 경우, 한 명이 사망해도 계속 보장 받을 수 있다 35.2 45.4

원하는 경우 연금 중 일부를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21.6 16.5

평생 동안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65.9 72.3

주택처분가액보다 연금을 적게 받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준다

14.5 8.7

주택처분가액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모자라는 금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4.2 8.3

집값이 내려도 관계없이 계속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29.8 25.4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26.3 18.2

그 외 기타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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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주택연금의 단점(문제점)

(단위 : %, 복수응답)

2014년도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결과 중 주택연금 가입 시 고려요인

(요구사항)을 <표4-20>과 같이 살펴보면 주택연금이용자는 주택연금 가

입시 ‘매달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74.2%)’, ‘평생 동안 매달 연금

을 받을 수 있는지(58.3%)’, ‘평생 동안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41.5%)’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표 4-20> 주택연금 가입 시 고려요인(요구사항) 추이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일반노년층 주택연금이용자

사례수 (명) (3,000) (600)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진다 72.6 59.5

이사할 경우, 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및 월지급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39.0 28.4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10.8 2.9

부부가 가입할 경우, 더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을

결정한다
20.4 8.7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두 채인 경우 한 채를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13.9 2.7

주택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8.8 3.0

집값이 올라도 관계없이 계속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73.8 46.4

연금 수령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43.7 9.7

월지급액이 너무 적다 - 73.4

가입 시 본인이 부담하는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 22.0

가입비(초기보증료)가 많이 든다 - 18.3

그 외 기타 1.5 5.7

　구분
2010 2012 2013 2014

사례수 (N600명)

매달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71.2 68.6 80 74.2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62.6 62.7 67 58.3

평생 동안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45.4 42.4 47.3 41.5

부부가 가입할 경우, 한 명이 사망해도 계속 보장 받을 수 있는지 22.7 23.9 25.3 20.2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관계없이 계속 동일한 연금을 받는지 18.3 20.2 16.8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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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인지 여부 15.9 15.6 10.5 12.2

주택처분가액보다 연금을 적게 받았을 때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주는지 여부
15.1 10.9 10.7 10.3

가입 후 이사하기가 복잡한지 여부 4.8 5 3.2 9.7

주택처분가액보다 연금을 많이 받았을 때 모자라는 금액을 자녀에

게 청구하는지 여부
7.3 9.4 7 9

가입비(초기보증료)가 많이 드는지 여부 4.8 4.4 3.5 9

자녀가 싫어하지는 않을지 5.4 4.5 2.5 7.3

연금 수령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6 4.4 1 7.2

가입 시 본인이 부담하는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지 여부 4.7 5.2 3.3 7

원하는 경우 연금 중 일부를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지 11.8 8.2 6.7 6.8

내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지 않을지 6.4 3 2.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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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사례분석이라 할 수 있다. 정부보증 주택연금은 정부가 고

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령화 정책의 하나이며, 과거 민간 시

중은행 위주의 역모기기 시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공적 역모기지

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역모기지 시장을 활성화하여 고령층의 소비증진

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07. 7월에 도입된 정부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약 9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집행성과를 살펴보았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바람에서 지난 주택

연금(역모기지)의 역사를 들추어 보며 문제점과 성과요인을 정책학적 분

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책집행

이론 중 정책결정과정(하향식)과 정책집행과정(상향식)을 종합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Winter(1990)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 측정기준을 Winter가 위에서 제시한 3가지 기준 중 ‘공식적

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목표’를 ‘역

모기지 제도 활성화’ 및 ‘고령층의 소비증진 확대’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06.2.16자 재정경제부 정례당정협의자료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p.3 기본

방향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친 성과요인들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정책결정과정상의 요인’과 ‘정책집행과정상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책결정과정상의 요인’은 ①갈등의 정도 ②인과이론 ③상징적 행위

④정책옹호자의 관심 등 4개의 하위변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상의 요인’은 ①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②일선행정관료 행태,

③정책대상집단 행태로 구분한 후 9개 하위변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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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결정과정상의 성과요인

정책결정과정상의 요인과 관련하여 ①갈등의 정도, ②인과이론, ③상징

적 행위, ④정책옹호자의 관심 등 4개의 하위변수를 적용하여 성과요인

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위 4개의 하위변수 중 4가지 요인 모두 중요

한 성과요인이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갈등의 정도’에 있어서는, 1)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 대상주택

세제지원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었으나 양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2) 언론은 역모기지 상품

설계과정에서 역모기지 상품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하며 실행에 차질이

우려됨을 비난하였으나, 재정정제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도해명자료

를 통해 ‘추진대로 차질 없이 상품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렸고, 이후

언론이 발표한 후속 비난기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언론과의 갈등은 원

만히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인과이론’에 있어서는, 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고령 친

화사업 활성화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역모기지 활성화 로드

맵에서 제시한 정책참여기관의 구성(안), 2) ‘재정경제부’가 추진한 연구

용역팀·관련업계·학계 전문가 T/F 구성(안),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진

한「상품개발자문단」구성(안)을 살펴보면 전문가간 전문성 있는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상징적 행위’에 있어서는, 1)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 도입 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다

수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였고, 2)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관민 다원적 주체가 참여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통치방식’이라는 정치학적인 거버넌스의 개

념인 ‘정책거버넌스’의 적용 사례였으며, 3) 과거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여 ‘공적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증

진 확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정책옹호자의 관심’에 있어서는, 1) 학계를 중심으로 역모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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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주장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를 바탕으로 고령

사회의 대책으로 우리나라에 역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다

수의 학자가가 존재하였고, 2)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역모기

지 도입 시사’,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당정회의에서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지지’,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역모기지 활성화의 중요성 강조’ 등 다수의

정부 지지자가 있었고, 역모기지 정책도입을 제안한 강길부 외 다수의

국회 지지자가 존재하였고, 3) 강길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역모기지

정책도입 제안’, 강길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역모기지 정책도입 제안’

등 다수의 국회의원 들이 정책을 지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상의 성과요인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과정상의 성과요인>

2. 정책집행과정상의 성과요인(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정책집행과정(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상의 요인과 관련하여 ①조

직의 이익, ②정책목표에 반할 유인, ③거부점의 수, ④조정자의 존재 등

4개의 하위변수를 적용하여 성과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위 4개

의 하위변수 중 4가지 요인이 모두 중요한 성과요인이 작용하였음을 확

구분 갈등의정도
타당한

인과이론
상징적 행위

정책옹호자의

관심
성공적

정책집행

판단기준

갈등이

낮을수록(-)

정책목표와

인과관계가

높을수록(+)

상직적 행위가

낮을수록(-)

지속성,

일관성이

높을수록(+)

분석결과
갈등이 낮았음

정책목표와

인과관계가

높았음

상징적 행위가

낮았음

지속성,

일관성이

높았음

성과요인 작용 성과요인 작용 성과요인 작용 성과요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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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첫째, ‘조직의 이익’에 있어서는,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이에 속한 직원들의 고유의 이해관계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사업영역확대로 불 수 있었다. 여기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라 함은, 정부보증 주택연금 제도를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집행하

는 준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집행자를 의미한다. 즉,

준 정부기관에 속한 일원으로써 정부정책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정책집

행기관의 경영층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

화하는 것이 고유의 이해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항

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사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둘째,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에 있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집

행기관으로써 조직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

책에 대한 이해와 순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책목표에 반할

유인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책의 형성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집행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본 결과 정책목표와 반대

되는 행위를 할 원인이 존재 하지 않았다.

셋째, ‘거부점’에 있어서는,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거부점의 수는 정책

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재량권을 가진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집행의 성공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와 반대로 의사결정점이 적을수

록 집행의 성공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조직의 이익’

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기관이 정책

대상자가 선호하는 상품유형 대신 다른 유형의 상품을 독려한 하는 등의

거부점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조정자의 존재’에 있어서는, 1) 정책집행기관은 정부(금융위원

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법조항이 존재하였고, 2) 정책집행기관은 주

택정책 관련하여 정부부처(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할 수 있다

는 법조항이 존재하였고, 3) 이러한 법조항을 근거로 언론과의 갈등상황

이 발생했을 때 정부(금융위원회)가 실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 137 -

지금까지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

태’ 성과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성과요인>

3. 정책집행과정상의 성과요인(일선행정관료 행태)

정책집행과정(일선행정관료 행태)상의 요인과 관련하여 ①정책대상자

가 혼란, ②취사선택 행위, ③기타 대응행태(전략) 등 3개의 하위변수를

적용하여 성과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위 3개의 하위변수 중 3가

지 요인이 모두 중요한 성과요인이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대상자 혼란여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

공사는 공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정책대상자에게 설명의무사항 등의

이행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수행

하여 정책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 이를 비추어볼 때 정책대상자를 혼란시키

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취사선택 행위여부’에 있어서는, 정책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행

태의 원인이 될 만한 사항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 분

석결과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주택연금 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

구분
조직의

이해관계 존재
정책목표에
반(反)할 유인

거부점의 수
조정자의
존재

성공적인
정책집행
판단기준

정책참여집단간
의 갈등이
낮을수록(-)

정책목표에
반대할 행위가
낮을수록(-)

의사결정점이
낮을수록(-)

거부점 해결
조정자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분석결과

정책참여집단간
의 갈등이
낮았음

정책목표에
반대할 행위가
낮았음

의사결정점이
낮았음

거부점 해결
조정자의
영향력이
높았음

성과요인 작용 성과요인 작용 성과요인 작용 성과요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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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언급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살펴보았다. ‘주

택연금 공급의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을 ‘취사선택행위’로 간주하

고 검토해 본 결과, 정부 정책목표인 ‘주택연금의 활성화’ 즉 공급을 활

성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었으며,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공급액 달성에 용이한 측면이 있고,

수도권의 노년층이 비상속 의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타 대응행태’에 있어서는,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의 활성화는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요건의 완화정책으로 볼 수 있다. 완화정책을 어떻

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를 일선행정관료의 ‘기타 대응행태’

로 간주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일선행정관료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정자인 정부(금융위원회) 또한 제도개선

의 필요성에 적극 동조하여 완화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이루

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선행정관료 행태’ 성과요

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선행정관료 행태 성과요인>

구분 정책대상자 혼란 취사선택 행위 기타 대응행태

성공적인
정책집행
판단기준

정책대상자에
대한 혼란행위가
낮을수록(-)

정책대상자에
대한 취사선책
행위가

낮을수록(-)

정책대상자에
대한 적응전략이
높을수록(+)

분석결과

정책대상자에
대한 혼란행위가

낮았음

정책대상자에
대한 취사선책
행위가 낮았음

정책대상자에

대한 적응전략이

높았음

성과요인 작용 성과요인 작용 성과요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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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집행과정상의 성과요인(정책대상집단 행태)

정책집행과정(정책대상집단 행태)상의 요인과 관련하여 ①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②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요구 등 2개의 하위

변수를 적용하여 성과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위 2개의 하위변수

중 1가지 요인이 중요한 성과요인이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있어서는 1) 대한은퇴자협

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고,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도입전 실시한 시민대상 ‘역모기

지 실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호감 45.2%, 호감 38.5%로 비호감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있어서는 1) 대한은퇴자협

회 등 시민단체는 제도개선의 여지를 남기며 역모기지 정책의 환영 표명

하였고, 2) 일반노년층 및 정책대상자 대상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통

해 정책대상집단이 제시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대

응 행태를 취하였다.

지금까지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대상집단 행태’ 성과요

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집단 행태 성과요인>

구분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성공적인
정책집행
판단기준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분석결과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음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음

성과요인 미작용 성과요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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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함의

1.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 및 ‘상품개발 과정’에서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역모기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세 가지 양상

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부처 간 갈등, 시민단체와의 갈등, 언론과의 갈등

이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참모조직 역할을 수행한 재정경제부는 행정자

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지원(안) 등을 확정하였고, 보도

해명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언론과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강한의지를 가지고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 목적에 대

한 필요성을 주장·설득시킴으로써 갈등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한

편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역모기지 정책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수

준으로 이들과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남겨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참여기관 구성(안), 재

정경제부가 구축한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의 참여한 T/F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성 있는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학습되었지만, 정

책대상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다만,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식·

정보가 공유하였는데, 이미 공사법(‘07.1.11 공포), 소득세법 지방세법

(’06.12.30 공포)의 제정이 완료된 시점인 ‘07.5.9일 실시된 점은 큰 의미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대상자집단의 대표위원이 정책참여집단

pool에 포함되어 이들의 의견이 초기제도에 반영되었다면 좀 더 원활한

정책집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추진과제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의 확보’와 관련해, 향후 국가경제

내에서 그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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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택금융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 고령층의 부동산 비율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

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정책대상

집단의 노후 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인의 주거안정과 소득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여 고령자 계

층의 가계 소비감소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 경기부양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활의 안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벤치마

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권에서 공적 역모기지 제도를 도

입한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가 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HECM을 벤

치마킹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도입·집행하며 이제는 우리가 보

유한 지식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이 상

징적인 정책이 아닌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심층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며 일반 금융기관 외 학계를 중심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넷째, 정책결정 이후 성공적인 정책집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지지자(옹호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계, 정

부부처, 국회, 시민단체 등의 지지는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대상자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06년 4월에 한국갤럽에 ‘역모

기지 실수요조사’를 의뢰하여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시민들은 비호감 45.2%, 호감 38.5%으로 나타난

것이다. Winter의 이론에서 강조하였듯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집

단인 고령자 집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들 정책대상집단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의 도입,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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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집행과정

정책집행과정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일선

행정관료 집행행태’, ‘정책대상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해 다음

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에 있어, 의료정책을 집행하는 병원

조직, 보육정책을 집행하는 보육원조직 등과는 달리 준 정부기관이 정책

을 집행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는 정부가 직접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이에 속한 직원들의 고유의 이해관

계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목표달성을 통한 조직 및 사업영역확대로 볼 수

있었다. 민간 집행기관과 준 정부기관의 경우 정부의 계정을 통해 손실

발생시 지급보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법

과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순응’이 높

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재량권을 가진 ‘의

사결정점’이 전무하였으며, 이는 집행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책집행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집행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하여 정책목표를 달성시

킨 금융위원회 즉 ‘Fixer’의 역할은 정책 집행의 성공을 한층 드높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하게 성과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정

부의 정책의 집행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집행했을 때 집행이 성공적

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음을 확인 하였는바, 정책의 집행을 공공조직에

위탁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둘째, ‘일선행정관료 집행행태’에 있어, 정책의 일선(Street-Level) 집행

자로 볼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선행정관료(직원)들은 정책대상자

에게 법과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대상자

가 혼란’을 겪는 상황 또는 고의적으로 정책대상자를 ‘취사선택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직내 ‘주택연금 전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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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를 고용하여 정책대상자에게 전문상담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주택연금 보증공급이 수도권에 편중된 현

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수도권 정책대상자가 비수도권에 비해 비상속 의향이 높기 때문에 가입

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도 해소방안을 제시

하였듯이 상속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방 영업

거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집행기관 직원의 대응행태의 가장 큰 원천은 법과 규정에 근거해

습득한 지식 등이었다. 정책집행에 있어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존재한 부분은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취한 ‘기타 대응행태(전략)’ 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선행정관료들

은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

었으며, 조정자인 정부(금융위원회)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동조

하여 완화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보증 주택

연금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사례였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금융위원회는 내부검토를 통해 제

도개선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상향식

접근방법’에서 시행된 주요 ‘09년도102) 및 ’15년도103) 제도개선 사례는

실제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 최초도입 이래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는 주

10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09.2.181) 주요내용, 1) 가입

연령 완화 : 65세이상 → 60세이상, 2) 주택연금 대출한도 확대 : 3억 → 5

억, 3) 수시인출 비율 확대 : 30% → 최대 50%, 4) 세제지원 강화
1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15.8.26) 주요내용, 1)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2)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중 고령자 60세 이상, 3)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4) 연금주택 협

약 은행 확대(現 신한 우리 ⟶ 타은행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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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연금 가입자 및 공급의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당초 도입취지인 ‘주택

연금 활성화정책’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성공적인 사례로 정책집행기관과 정부는 동 제도 도입 이후

정책대상자를 위한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적 성장에 있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한 사례였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의 행태에 있어, 시민단체중의 하나인 대한은퇴자

협회는 정책도입 전 성명서를 통해 정부보증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일반시민대상 설문조사결과도 비호

감이 45.2%, 호감 38.5%로 비호감이 우세하였다. 한편, 정책도입 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반노년층 및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는데, 그 목적은 주택 보유, 은퇴 및 노

후 생활, 주택연금 인식 및 이용 실태 등의 파악을 통해 주택연금의 장기

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시장

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연금 정책의 제도개선 등 합리적 의

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2014년도 수요실태 조사를 통해 일반노년층은 ‘집값이 올라도 계

속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연금수령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

을, 주택연금이용자는 ‘월 지급액이 너무 적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정부와 정책집행기관이 제도개선의 판단을 고려할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과거에는 ‘가입비(초기보증료)’가 많이 든다‘, 주택이 9억원을 넘지 않

아야 가입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등의 단점을 주로 제기하였으나, 직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는 주요한

단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다.

정책대상자는 정책 상품에 대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가입을 하려

하지 아니하며,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여론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행태를 취하였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대상집단의 목

소리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발전시킨 것은 중요한

성과요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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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책적 제언

정부보증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민전문위원회 활성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면 정책집행기관과 집행관료들은 물론 특히, 정책대상자들도 정

부의 정책결정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 중 정책대상집단의 대표위원이 정책참여집단 Pool에 포

함되어 이들의 의견이 초기제도에 반영되었다면 좀 더 원활한 정책집행

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해 당사자인 정책대상

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책대상

집단의 대표위원을 정책참여집단에 포함시켜 이들의 의견이 정책결정과

정에서 수렴하는 방식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이들의 의견을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상

황에서 결정되는 정책은 향후 무관심이나 불신을 갖게 되므로, 이들의

의견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민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하

여 관민협동으로 연구자료를 생성·공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민관 조정집단 설치·운영

정책집행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에서는,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거부점이나 기타 문

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정책실패를 방지하는

조정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Bardach, 1977; Winter, 1986).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사례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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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행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동 정책의 담당자

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현재의 핵심 조정자인 금융위원회에만 국한하지 말고, 금융위

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민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가칭 ‘주택연금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 학술적인 연구와 토

론을 하는 장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계와 MOU 등을 체결하

여 정책효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조정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정부보증 주택연금 교육·홍보활동의 정례화

정책집행기관의 역할중의 하나로써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의의와 필

요성 등을 가칭 ‘주택연금교실’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하

나의 큰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

이 아니라 고령화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정책대상자인 고령층 뿐 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반

드시 필요하다. 정부보증 주택연금의 활성화 정책은 큰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연금이 주어졌을

때 보다 나은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하듯이 정부보증 주택연금 또한 무상

지원 정책이 아니다. 자신의 주택을 노후자산으로 활용하여 평생 거주하

면서 소정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제도라는 교육활동을 강

화하여 정책대상자가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제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주택연금 공급에 있어 수도

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홍

보활동과 지방 영업거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러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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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제안 하였듯이 정책집행기관이 지방 홍보활동 및 지방 영업거점

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인력과 집행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속적인 제도개선 위한 R&D 활성화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상향식접근방법’을 취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및 공급의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당초 도입

취지인 ‘주택연금 활성화정책’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노년층 및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주택연

금 수요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 목적은 주택 보유, 은퇴 및

노후 생활, 주택연금 인식 및 이용 실태 등의 파악을 통해 주택연금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시장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연금 정책의 제도개선 등 합리

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택연금 도입초기에 실시된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입비(초기보증

료)’가 많이 든다‘, 주택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주택소

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등의 단점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더 이상 단점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정부와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대상집단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발전시킨 것은 ‘주택연금 활성화정책’에

있어 가장 큰 성과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시대

의 흐름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심층

적이고 체계적인 R&D 활성화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행정학·정책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보증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문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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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정의한 사항을 분석하고자 노

력하였으나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결정 및 집행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해 Winter 모형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였으나, 본 모형이 담고 있

는 변수 이외에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타 요인들을 놓

칠 수도 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inter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성과요인을 분석하였으나, 동

분석틀에서 요구하는 변수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변수들

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분석틀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기본 분석

틀을 유지한 이유는 행정학·정책학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술적 이론

에 충실하여 집행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정부보증 주택연금은 최초도입 이래 많은

제도개선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 및 공급의 증가로 이

어져 정부의 당초 도입취지인 ‘역모기지 활성화정책’을 성공적으로 견인

해온 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동

제도 도입 이래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적 성장에 있어 가

시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정책효과를 계량분

석을 통해 수치화 시키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정책목표중의 다른 하나인 고령층의 소비증진 효과

에 대한 질적 연구의 수행은 현재로서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첫째, 일반집단과 정책대상집단을 비

교하기 위한 표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동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책은 월지급금 자체만으로는 소비증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연금 자체만으로는 소비증진 효과가 미미하나 현재 매월 받

고 있는 소득에 주택연금이 추가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증진이라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론이 설

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의 부재이다. 현재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는 관련 주무부처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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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이유는 정부당국입장에서는 동 제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시적인 공급이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공급을 늘리려는 활성화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인터뷰를 중심으로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

융공사의 정책 TF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Winter의 변수에 대해 내실

있는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Winter의 이론은 우리나라 환경

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2007년 전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었다는 점, 그리고 인터뷰

대상이 정책집행기관의 직원이다 보니 성과요인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

루었고, 부정적인 답변을 얻기 어려워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결정과정 당시의 관계자는 대부분 정부고위관료로써 현실적으로 인

터뷰가 어려워 시도를 생략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파악한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과정의 성과요인 관련

변수들을 참고하여 보다 심층적인 질적 또는 양적연구로 발전을 시키거

나, Winter 모형의 분석틀로 밝혀 내지 못한 다른 영향요인들을 발굴해

내는 등 향후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집행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며 본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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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Korean researchers, most studies about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were focused on how to activate the

number of policy target group, what would be the decision making

factors for policy target group to join the reverse mortgage

membership or what would be the decision making factors for policy

target group to quit the reverse mortgage membership, etc. However,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studies

that started from the policy decision stage to policy implementation

stage concentrated on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to

find out what the successful factors were in regards to the

remarkable growth of membership and the increase of consumption of

elderly Koreans. However, the latter one was not comprehensively

covered in this research due to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gathering

relevant data.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variables

in the course of policy decision stage that affected the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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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on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olicy by

applying following four variables: 1) Degree of Conflict, 2) Causal

Theory, 3) Symbolic Action 4) interests of policy supporters. The

other objective was to find out the variables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stage that affected the successful outcomes on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by applying following four

variables: 1)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2) Street-Level Bureaucracy,

and 3) the Target Group Behaviour.

Since it was a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had been conducted

with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Take Force Team’

members who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course of policy decision

making, and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workers who

executed the policy at street-level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Due to interviewees’ work places were transferred to

other branch offices or regions, it was hard to meet them one by

one; therefore,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a telephone based on

Winter’s model which required to identify and proof the facts that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were asked for.

Unfortunately, due to interviewees’ lost memories back in 2007 or

even before than that, it was difficult to get comprehensive and

detailed answers. Furthermore, because a number of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roblems have been improve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terviewees were tend to answer good

things about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therefore, the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most of independent variables affected

the successful outcomes. In order to find out the real facts in a

neutral perspective, I had to look into negative factors such as

conflicts, contrary actions, veto points, and etc to be applied at

independent variables. Thu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sear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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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on newspapers, government documents, press releases, and

etc in accordance with Winter’s Integrating Implementation Model.

Winter’s model suggested four main variables which were related

to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and each variable has detailed

subordinate variables as follows;

The first main variable is a ‘Policy Decision Process’ that is

composed of four subordinate variables which I tried to collect

relevant literature materials from : 1) Degree of Conflict, 2) Causal

Theory, 3) Symbolic Action, 4) Interests of Policy Supporters.

The second main variable is an ‘Organization/Inter-Organization

Behavior’ that is composed of three subordinate variables which I

tried to collect relevant literature materials from : 1) Organization’s

Interests, 2) Contrary Action Factors Towards Government Policy 3)

The Number of Veto Point, 4) The Presence of Fixer.

The third main variable is a ‘Street-Level Bureaucracy Behavior

that is composed of three subordinate variables which I tried to

collect relevant literature materials from : 1) A Confusion of Policy

Target Group, 2) Creaming, 3) Other Correspondence Action.

The fourth main variable is a ‘Target Group Behavior’ that is

composed of two subordinate variables which I tried to collect

relevant literature materials from : 1) The Policy Target Group’s

Response Before the Adoption of the Policy, 2) The Policy Target

Group’s Claim After the Adoption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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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s implementation model has the advantages that it can find

the linkage between policy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and

can describe overall implementation situation appropriately compared

to other implementation models. Besides Winter’s recommended

variables, I must admit that there may be other variable that can

measure the successful factors on the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olicy implementation. I hope it can be further studied by

other researchers in the near future. After comprehensively collected

literature materials and analyzed the variables, I have conclude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as for policy decision process, 1) In terms of the ‘Degree of

Conflict’, there was a minor conflict existed between the Ministry of

the Finance and Economy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but it was

settled. Also there was a slight conflict existed between the media

and the Ministry of the Finance and Economy, but it was resolved as

well.

2) In terms of ‘Causal Theory’, there was a reasonable of causal

theory owing to expertise and shared information of the policy

participants-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and Future Society’s

policy institution composition plan, the Ministry of the Finance and

Economy’s policy participants plan, and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product development advisory panel were the good

examples of shared information and documents.

3) In terms of ‘Symbolic Action’, there were no symbolic activities

for the political reasons of introducing the policy, as there existed a

number of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importance and necessity



- 163 -

of introducing the reverse mortgage. Furthermore, because of failure

of reverse mortgage system provided by private institutions, the

government intervened in such a way that introduce a new system

called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to enhance the

consumption of Korean elderly.

4) In terms of ‘Interests of Policy Supporters’, an abundant

attention of policy makers were existed-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s advocated the importance of policy introduction, the

activation of a new system called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and etc. Also there was a strong support from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y actuall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I have explained above four variables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olicy implementation successful.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 lack of attention from citizen and policy

target group. It was because government bureaucrat did not assign

the policy target groups to b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which needs to be improved in future policy decision

making.

Second, as for organization/inter-organization behavior, 1) In terms

of ‘Organization’s Interests’, unlike private institutions, when public

enterprises were appointed as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they

would not have their own interests contrary to the government’s

policy goal. Therefore, all the employees at public corporations

execute the policy to maximize the government policy goal as they

are a proxy of the government which were stated in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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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gulations.

2) In terms of ‘Contrary Action Factors Towards Government

Policy’,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s a policy

implementation institution, its employees were committed to

accomplishing the government’s policy goals to be achieved

successfully which was regulated by the corporate law and regulation

that there were no such contrary action factors towards government

policy.

3) In terms of ‘Veto Points’, there were no veto points to the

policy in the execution of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as I already discussed this matter in ‘Organization’s Interests’ part

above.

4) In terms of ‘Presence of Fixer’, there was a great supporter

known as ‘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 that played a great role

as a fixer actually fixed the conflict between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nd the media so that the policy goal to be achieved.

Third, as for street-level bureaucracy behavior, 1) In terms of ‘A

Confusion of Policy Target Group’,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street-level workers had such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he corporate regulations that they were obligatorily to

explain on policy products to the policy target group. Therefor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s a public enterprise, its

employees fully understood the government policy and felt strong

responsibility to follow the policy goal even if the public

organization’s revenue would be decreased.

2) In terms of Creaming, I researched the documen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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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nspec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Each year there

were same improvement points ra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 polarization phenomenon between Seoul metropolitan regions and

other regions was in a serious matter that the percentages of

membership was not proportionally balanced. I found out that it was

naturally happened while activating the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olicy. Also, elderly people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 had a lower inheritance intention than other regions that

would cause the unproportional ratio. Since public bureaucracy tends

to have relatively low discretion than other private institution, there

are no reasons to persue the coping strategy like limiting information

and creaming the policy targe group that causes a negative impact on

successful implementation.

3) In terms of ‘Other Correspondence Action’, it is very important

to note that the successful activation of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is due to an appeasement policy that they eased

the membership requirements through the constant policy

improvement. It was all possible because Korean Housing Fiance

Corporation’s street-level workers tried very hard to improve the

problems proposed by policy target group with a support from

‘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 that played a great role as a fixer.

Forth, as for policy target group behavior, 1) In terms of ‘The

Policy Target Group’s Response Before the Adoption of the Policy’,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asked for the policy improvement on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According to the survey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the result indicated that dislike ratio 45.2% was higher than



- 166 -

like ratio 38.5%. Therefore, at the initial stage of policy adoption, the

policy targe group was not interested in the policy product; however,

it was not strongly affected to achieve policy goal.

2) In terms of ‘The Policy Target Group’s Claim After the

Adoption of the Policy’,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welcomed the policy adoption;

however, they still made comments that the system needed to be

improved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Korean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ried its best to improve the system as suggested from

policy target group through the demand survey of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every year. As a result, most of

problems and claims from policy target group were resolved that

policy target group started showing interests of joining membership

of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I examined from the policy decision to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by using variables suggested by Winter; and thus I brought thre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ous and successful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olicy .

The first implication is to activate the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or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committee and to

have them participate in the course of policy decis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s representatives of policy target group(elderly

Koreans). In the course of policy decision making, NGO or CSO was

not participated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group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included them. Even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there was no formal way of delivering their voices or

comments that their points of views were not appropriately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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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As a result of that, they had doubts about the policy and

were not satisfied with the policy products.

Therefore, I suggest that have the NGO or CSO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the course of policy decis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o that their opinions and suggestions can be applied to the policy

appropriate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enough of

relevant information and materials, and to produce research projects

together so that policy targeted group hav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policy product. The most importantly, by dong so, conflicts

between the policy maker and the policy target group can be reduced

or settled down.

The second implication is to organize tentatively named as “The

Government & Private Fixer Group” and to activate a scheduled

committee meeting.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pres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institution;

however,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 as a fixer, played a

great role settling down the conflic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a frequent transfer of personnel in governmen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 role and position of a fixer so that its

role can continuously be performed. Conclusively,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organize the government & private fixer group and have

a quarterly reverse mortgage activation committee meeting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 researches and policy effect analysis. In

dong so, the fixer’s role can systematically be developed, advanced,

and affirmatively continued permanently.

The third implication is the regularization of reverse mortgag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ne of the important role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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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institution is to provide right information to the policy

target group including the public so that they can make the right

decision and can realize the necessity of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in today’s elderly society.

The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olicy is not a

handout policy; however, it’s a policy that for policy target group to

live in their own houses until rest of their lives with a reasonable

amount of monthly reverse mortgage pens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liver a message to policy target group through th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that the activation of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olicy is not offering a large amount of

pension, but it can create a new synergy effect when they are using

it with the other source of income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private pension, or etc.

........................................

Keywords : JTYK(Joo Taek Yeon Keum), Reverse Mortgage,

Policy Integrated Implementation Model, Policy

Decision,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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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터뷰 실시결과

1. 인터뷰 목적

‘07. 7월에 도입된 정부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약 9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집행성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의 성과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낳을 수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nter(1990)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였다.

Winter가 제시한 13가지의 독립변수 중 어떤 변수가 성공요인으로 작

용하였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내실 있는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 인터뷰 개요

1) 인 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3명

2) 대 상 :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1명, 정책집행과정 일선행정관료 2명

3) 일 시 : 2016년 2월 22일∼23일

4) 방 법 : 전화인터뷰 실시

3. 조사내용

1) 정책결정과정상의 성과요인

다음과 같이 4개의 하위변수 성과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정책결정과

정 참여자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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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내·조직간 집행행태상의 성과요인

다음과 같이 4개의 하위변수가 성과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정책집행과

정 일선행정관료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일선관료 행태상의 성과요인

다음과 같이 3개의 하위변수가 성과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정책집행과

정 일선행정관료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 :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1명

갈등의정도 타당한 인과이론 상징적 행위 정책옹호자의 관심

정부부처간의 이

견, 언론과의 마

찰, 정책대상집단

의 요구사항 등의

갈등은 수준은 어

떠하였는가?

정책참여기관의

구성, 정책참여자

의 구성, 그리고

이들 기관과 참여

자간의 지식과 정

보가 충분히 공유

되었는가?

정책의 도입과 필

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였

는가? 그리고 상

징적인 정책이 아

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학계, 정부, 국회

등 정책옹호자들

의 관심 및 지지

는 지속성과 일관

성이 있었는가?

인터뷰 대상 : 정책집행과정 일선행정관료 2명

조직의 이해관계
존재

정책목표에
반(反)할 유인

거부점의 수 조정자의 존재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와 이에 속한 직
원들의 고유의 이
해관계는 무엇이
었는가?
(예: 정부정책 목
표달성 극대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목표와 반대

되는 행위를 할

원인이 존재 하였

는가?

정책집행기관이

정책대상자가 선

호하는 상품유형

대신 다른 유형의

상품을 독려하는

등의 거부점이 존

재하였는가?

언론 등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주무부

처가 정책 조정자

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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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상의 성과요인

다음과 같이 2개의 하위변수가 성과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정책집행과

정 일선행정관료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 : 정책집행과정 일선행정관료 2명

정책대상자 혼란 취사선택 행위 기타 대응행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

한하고, 정책대상자를

기다리게 만들거나 접근

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또는 정책대상자가 다른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을

느끼도록 하였는가?

일선관료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상

자를 취사선택을 하였는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선

행정관료는 어떠한 적응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고, 그것이 주

택연금 정책목표 달성과

집행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인터뷰 대상 : 정책집행과정 일선행정관료 2명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 제기사항

정책도입前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역모기지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과 문제점이 무

엇이었는가?

그리고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

공사는 정책대상집단이 제시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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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뷰 결과

1) 정책결정과정상의 성과요인

구분 갈등의정도
타당한

인과이론
상징적 행위

정책옹호자의

관심

인터뷰

결과

(정부부처간 갈등)

세제지원 개정과

정에서 재경부와

행자부와 의 갈등

이 존재하였으나

지속적인 정부부

처간의 협의를 통

해 갈등을 해결

(재정경제부

정책참여T/F위원)

재정경제부가 구

성한 정책참여자

간에는 전문성 있

는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학습되었음

(학계를 중심으로

역모기지 도입주장)

정부보증 역모기

기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가 존재

(학계 지지자)

학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역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

성을 주장하였음

(시민단체와 갈등)

대한은퇴자협회는

역모기지 정책 개

선안을 정부에 제

의하였으나, 이들

의 건의는 정책결

정시점에서 반영

되지 아니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개발자문단)

역모기지의 세부

적인 상품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가

로 구성된「상품

개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

으로 자료·정보를

공유하였음

(정책결정과정의

거버넌스 구조)

구조이후 정책결

정과정에서는 재

정경제부를 중심

으로 관민으로 구

성된 다양한 TF

협의회 참여자와

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어 상징적

행위가 낮았음

(정부 지지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고령

화 및 미래사회위

원회, 한덕수 경제

부총리, 재정경제

부, 권오규 경제부

총리 등의 지지가

있었음

(언론과의 갈등)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

초 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임을 밝힘

으로써 언론과의

갈등을 해결하였음

(정책대상집단 )

노인관련 단체 등

과는 지식과 정보

가 충분히 공유되

고 있지 않았으며,

관련법이 제정된

후에야 정책대상

집단에 정보가 전

달되었음

(정책수단 의의)

고령화 문제에 대

한 개혁은 대통령

직 ‘고령화 및 미

래사회위원회’에

의해 정부의제화

되었음

(국회지지자)

송영길 의원,강길

부 의원,우제창 의

원 등 국회의원

의 지지가 있었음

(시민단체)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설문조

사결과, 비호감 45.2%,

호감 38.5% 수준

관련 자료
p.59

<표 4-3>

p.72

<표 4-7>

p.73

<표 4-8>

p.78

<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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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집행과정상의 성과요인(조직내·조직상호간 집행행태)

구분

조직의

이해관계

존재

정책목표에

반(反)할 유인
거부점의 수

조정자의

존재

인터뷰

결과

(공사법 제59조

에 따른 준 정

부기관)

준 정부기관에

속한 일원으로

써 정부정책을

위임 받아 수행

하는 정책집행

기관의 경영층

입장에서는 자

신이 속한 조직

의 정책목표 달

성을 극대화하

는 것이 고유의

이해관계가 됨

(법과 규정에 따

라 정책집행)

한국주택금융공

사는 정책집행

기관으로써 조

직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

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순

응이 높을 수밖

에 없는 구조

(내부규정에 의

거 정책집행)

정책집행과정에

서 정책집행기

관이 정책대상

자가 선호하는

상품유형 대신

다른 유형의 상

품을 독려한 하

는 등의 거부점

은 존재하지 아

니하였음

(금융위원회: 구

재정경제부)

첫째, 정책집행

기관은 정부(금

융위원회)의 관

리·감독을 받는

다는 법조항이

존재

둘째, 정책집행

기관은 주택정

책 관련하여 정

부부처(금융위원

회, 국토교통부)

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법조

항이 존재

셋째, 언론과의

갈등상황이 발

생했을 때 정부

(금융위원회)가

조 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정책참여집단간

의 갈등이

낮았음

정책목표에

반대할 행위가

낮았음

의사결정점이

낮았음

거부점 해결

조정자의

영향력이

높았음

관련 자료 p.90～92 p.93～96 p.97～106 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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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집행과정상의 성과요인(일선행정관료 행태)

구분 정책대상자 혼란 취사선택 행위 기타 대응행태

인터뷰

결과

(공사법 및 관련규정

에서 정한 정보제공

의무화)

정부보증 주택연금 정

책의 일선(Street-Level)

집행자로 볼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

선행정관료(직원)들은

정책대상자에게 법과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

하여 ‘정책대상자가 혼

란’을 겪는 상황은 발

생하지 아니 함

(관련법과 규정에 의

거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하는 의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선행정관료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의 개인적

인 상황에 따라 차별

행위를 한다거나, 일선

행정관료의 판단대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Creaming’ 행태는 존

재하고 있지 아니 함

한편 ‘취사선택행위’를

‘주택연금 공급의 수도

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으로 간주하고 검

토해 본 결과, 정부 정

책목표인 ‘주택연금의

활성화’ 즉 공급을 활

성화하기 위해 자연스

럽게 발생한 현상이었음

(상향식접근방법으로

지속적인 완화정책 추

진을 건의하여 ‘주택연

금 활성화’ 목표 달성)

정책집행기관 직원의

대응행태의 가장 큰

원천은 법과 규정에

근거해 습득한 지식

등이었다. 정책집행에

있어 법과 규정에 명

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존재한 부분은 정부보

증 역모기지 정책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졌

는데, 이는 정책집행기

관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취한 ‘기타 대응

행태(전략)’ 이었음

관련 자료 p.114～116 p.117～120 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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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집행과정상의 성과요인(정책대상집단 행태)

구분
정책도입前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정책도입後 정책대상집단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 제기사항

인터뷰

결과

첫째, 대한은퇴자협회 등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보증 역

모기지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을 촉구하였고,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

책도입전 실시한 시민대상 ‘역

모기지 실수요조사’ 결과를 살

펴보면 비호감 45.2%, 호감

38.5%로 비호감이 높았음

첫째, 대한은퇴자협회 등 시민

단체는 제도개선의 여지를 남기

며 역모기지 정책의 환영 표명

하였고,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

노년층 및 정책대상자 대상 주

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통해 정

책대상집단이 제시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대응 행태를 취하였음

관련 자료 p.127～128 p.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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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외 공적 역모기지 제도 운영사례

1. 미국의 공적 역모기지(HECM) 제도

미국의 주택연금제도는 연방차원에서 2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

다. 하나는 국민주택법(NHA: National Housing Act) 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대부법(Turth in Lending Act)이다. 전자는 연방차원의 주택연금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무상담을 보장한다. 후자의 경우 주택연금과 관련

된 모든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택연금은

1987년 재정된 ‘주택 및 지역개발법’(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Act)2)에 따라 HECM 형태로 제공된다. 그리고 정부내 기금인 GIF

(General Insurance Fund)3)를 통해 공적보증이 이루어진다.

대출 원리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출해 준 금융회

사가 파산하는 경우 FHA에서 대출을 인수하여 대출금 지급 및 손실을

보장한다. 즉, 미국 정부가 역모기지 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이

다. HECM의 주요 특징은 만 62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라면 가입이 가능

하고, 주택보유수와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다. 다만 담보주택에 대해 최대

$625,500까지 인정해준다. 종신(확정)지급, 한도설정, 종신(확정)혼합 등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또 HECM 가입을 위해서는 부대

비용이 수반되는데, 가입자는 대출진행에 소요되는 취급수수료와 대출실

행비용, 그리고 주택관련 세금납부에 들어가는 관리수수료 등을 대출기

관에 납부해야 한다. HECM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1) Roussin (2007), “The Reverse Mortgage: for an Optimum Control,

I’union des consomateurs, p.19
2) 주택연금의 근거규범인 국민주택법(NHA: National Housing Act)의 Section

255에 규정
3) 정부내 기금(GIF)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예

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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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ECM의 특징

출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HECM 누적 가입건수는 최초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총 839,028건이

다. 출시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2009년 연간 10만건 이상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2010년 이

후부터는 연 4∼7만건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HECM의

유형별 승인건수는 <표 2>와 같다.

구분 내용

가입연령 · 만 62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대상주택 · 주택가격에 제한은 없으나 최대 $625,500까지 인정

대출금액 · 주택가격, 연령, 대출금리 등에 따라 다름

지급방식

· 종신지급 : 사망 시점까지 대출금 지급

· 확정지급 :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금 지급

· 한도설정 : 설정한 한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 지급

· 종신혼합 : 종신지급과 수시인출의 결합방식

· 확정혼합 : 확정지급과 수시인출의 결합방식

대출상환

· 담보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대출상환 없음

· 사망 또는 대출기한 만료 시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여금은 상속인에게 반환

대출비용

· 취급수수료 : 대출 관련 문서처리 및 대출진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최소 $2,500에서

$6,000까지 부과

· 관리수수료 : 주택관련 세금납부 및 고객에 대한 계좌정보 제공

등에 따른 비용

· 대출실행비 : 신용조사, 재해보험 가입확인, 등기수수료 등 대출

심사과정에서 부과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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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HECM 지급유형별 승인건수

자료: IFE Group (2014), “Acturial Review of the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Mutual Mortgage Insurance Fund HECM Loans for Fiscal Year 2014”, p. 26.

IFE Group(2014)에 따르면 “미국 HECM 상품의 지급유형을 살펴보면

확정기간형(Term), 수시인출형(LoC: Line of Credit), 종신형(Tenure)과

이들의 혼합형이 존재한다. 확정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월지

급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며 종신형은 주택에 거주하는 한 일정한 월지급

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수시인출형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인

출할 수 있는 대출 형태이다. 지급유형별 상품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수시인출형 역모기지가 전체 역모기지 승인건수의 약 92.79% (37,575

연도 지급유형
확정기간

(Term)

수시인출

(Line of

Credit)

종신

(Tenure)

확정혼합

(Term+

LoC)

종신혼합

(Tenure

+LoC)

총계

2009
건수(건) 1,018 104,539 1,997 4,315 2,543 114,412

비중(%) 0.89 91.37 1.75 3.77 2.22 100

2010
건수(건) 421 74,277 815 2,197 1,345 79,055

비중(%) 0.53 93.96 1.03 2.78 1.70 100

2011
건수(건) 331 68,854 748 2,014 1,161 73,108

비중(%) 0.45 94.18 1.02 2.75 1.59 100

2012
건수(건) 212 51,756 580 1,431 841 54,820

비중(%) 0.39 94.41 1.06 2.61 1.53 100

2013
건수(건) 358 56,639 733 1,312 856 59,898

비중(%) 0.60 94.56 1.22 2.19 1.43 100

2014
건수(건) 416 37,575 824 971 708 40,494

비중(%) 1.03 92.79 2.03 2.40 1.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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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를 차지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HECM 상품은 2013년 이전에는 크게 ‘HECM Standard’와

‘HECM Saver’로 나뉘었다. Saver는 기존 상품인 Standard 보다 연보증

료를 낮추는 대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대출을 선호하는 차입자를 대

상으로 지난 2010년 10월 출시된 상품이다.”

“HECM Standard와 HECM Saver의 차이는 차입자가 부담하는 초기

모기지 보증 보험료(Initial Mortgage Insurance Premium)에서 기인한다.

HECM Standard와 HECM Saver는 초기 모기지 보험료로 각각 주택 평

가가격의 2%와 0.01%를 지불한다. 월별 모기지 보증 보험료는 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 1.25%(월단위로 원리금에 누적)로 동일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Saver 상품을 개편해 수정된 HECM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로 개

편된 HECM 프로그램에서는 Standard와 Saver 상품을 통합하여 수시인

출액 설정 규모에 따라 연 보증료를 주택가격 인정한도의 0.5%와 2.5%

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가입 후 1년 간 인출한 금액이 대출한도의 60%

이하일 경우는 주택가격의 0.5%,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2.5%를 초기보

증료로 부과함). 또한 차입자들의 상환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대출 심사

시 차입자의 잔여소득(Residual Income)을 반영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

했다. 예를 들어 잔여소득(Residual Income)이 부부합산 월 886∼998달러

(개인기준 월 540∼589달러)는 되어야 사실상 역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HECM 대출에서는 변동금리 방식과 고정금리 방식이 존재한다. 2007

년 이전까지는 고정금리 방식의 경우 대출기관이 대출자금 조달과정에서

금리 변동리스크를 고스란히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HECM 대출의 대부

분은 변동금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신규 대출의

70% 이상이 고정금리 확정기간형 총액인출 방식의 대출이 차지하면서

미국 역모기지 시장의 주력 상품군이 점차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통상 대출시점에서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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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B (2012)에 따르면 “미국 역모기지 운영현황 및 특징”은 <표 3>

과 같다.

<표 3> 미국 역모기지 운영현황 및 특징

자료: CFPB (2012), “Reverse Mortgage Report”, p.24; Munnell, A.H. and Sass

S.A. (2014), “The Governement's Redesigned Reverse Mortgage Program”,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Report, p.3 재정리

명칭 특징

HECM

Standard

· “6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해 FHA 정부 보증”

· “주택보유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 없음”

· “HECM의 보증재원은 GIF(Growth Investment Fund)로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나 결손금 발생 시 연방정부 예산으

로 보조금 지원”

· “대출금융기관이 아닌 독립된 제 3자인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

의무화”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인정한도(또는 대출가능한도)의 2%, 월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연 1.25%”

· “최대 대출가능한도는 62만 5,500달러”

HECM

Saver

· “2010년 10월 도입”

· “기존 standard 상품보다 최초 운영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대출

한도가 축소”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 인정한도(또는 대출가능한도)의 0.01%,

월보증료는 대출잔액의 연 1.25%”

New

Program

· “2013년 9월 수정 프로그램 발표”

· “최대 대출가능한도는 Saver 보다는 높고 Standard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정”

·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1년간 대출한도의 60% 이하로 설정할

경우 주택가격 인정한도의 0.5%, 6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2.5% 로 차등화 함”

· “월보증료는 기존과 동일한 대출잔액의 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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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2013)4)에 따르면, “HECM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마진을 일반

모기지의 평균이자율을 정할 때 사용하는 마진을 사용하며 통상 마진율

은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계약서상 정해진 금리조정 시점에 일정한 금리

변동한도(Cap)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진다.

HECM Handbook에 따르면 변동금리가 연간 2%, 그리고 대출 전체 기

간 중 5%를 넘지 못하도록 금리변동 한도를 부과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변동한도는 대출계약기간 중 차입자가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책으로 역모기지 이외의 일반대출의 변동금리 상품에

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홍콩의 공적 역모기지(RMP) 제도

홍콩의 역모기지 RMP(Reverse Mortgage Program)는 공적 보증제도

인 미국 HECM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주택연금을 벤치마킹해 2011년 출

시되었다.5)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

면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현금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RMP가 대체로 HECM이나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RMP만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이 있다. 우선 부부 외 형제, 자매 등도 공동으로 가입이 가

능하며 가입자 이외에 주택지분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동 가

입 시 월지급금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부(2인)가 가입

할 경우 단독(1인)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월지급금이 적다. 또한 RMP 가

입자는 이용 도중 언제든지 지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총 1.96%로 대출실행 4년차부터 10년차까지

7회에 걸쳐 0.28%씩 분할 납부한다. 주택가격의 2%를 일시에 납부하는

한국 주택연금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초기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4) 강현구 (2013), “미국 공적 보증 역모기지의 리스크관리 기법 및 정책적 시사

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2013년 9월호, 통권 제110호
5) 강현구 (2012), 류수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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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약정철회기간(가

입 후 6개월 이내) 동안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초기보증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정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중도 상환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보증료가 대출 잔액에 가산되며 환급되지 않는다.

연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1.25%를 매월 분할 납부한다. 가입자가 중도

상환하는 경우 전액 상환하는 날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보증료를 부과

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전액 납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RMP는 2011년 7월 도입 이후 2014년 까지 총 742명이

가입하였다. 가입유형으로는 1인 가입자가 65%, 2인 가입자가 35%를 차

지하고 있으며, 종신 지급방식보다 확정기간 지급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

다. 홍콩 역모기지 프로그램 주요 특징 및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홍콩 역모기지 프로그램 주요 특징 및 현황

자료: HKMC(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홈페이지

구분 내용

특징

·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격이 하락

하더라도 그 위험 부담을 HKMC가 정부보증 함

· 주택가격, 주택보유수에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인정한도는

최대 HK 1,500만 달러까지 임

· 전문상담사로부터 가입상담을 의무화 함

· 대출금리는 2.5%의 Hong Kong Prime Rate을 적용함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96% 수준이며, 연보증료로 대출

잔액의 연 1.25%를 납부함

현황

년도 누적신청건수(건)

2011년 173

2012년 319

2013년 538

2014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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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공적 역모기지 제도의 특징 비교

주요 국가별(한국, 미국, 홍콩) 역모기지 제도는 가입요건과 보증료율

체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국가의 역모기지 제도에 가입

할 수 있는 연령은 주택연금이 주택소유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HECM도 주택소유자 기준으로 만 62세 이상이며 RMP는 가입연령을 대

폭 낮춰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국가별로 은퇴시기 및

노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주택합산가격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로 확대되면서 HECM과 RMP처럼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리고 보증료 체계가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두 가지 형태

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초기보증료 운영에서 일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의 2%를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에

일시에 납부하는 반면, 미국은 HECM Standard와 HECM Saver의 상품

통·폐합 이후 MCA2)의 0.5%로 변경되었다.

이전까지는 초기보증료가 HECM Standard은 MCA의 2%, HECM

Saver는 MCA의 0.01%였다. 홍콩에서는 가입 후 4년 차부터 10년 차까

지 7년에 걸쳐 주택가격의 0.28%를 매년 분할 납부한다. 만일 초기보증

료를 모두 납부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미납 초기보증료는 일시에 대출

잔액에 가산되어 상환해야 하므로 납부 시기가 이연될 뿐 가입자가 납부

하는 금액 자체는 동일하다. 연보증료의 경우 주택연금은 대출잔액에 대

해 매월 연 0.5%를 납부하는 반면, HECM과 RMP는 연 1.25%로 주택연

금 대비 2.5배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공적 역모기지 제도의 특징 비교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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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공적 역모기지 제도의 특징 비교

*가입연령 70세 기준 주택가격 3억원 적용(환율: 원/달러 = 1,100원, 원/홍콩달러= 140원)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보고서 재정리

제도명 주택연금 HECM RMP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연방주택청(FHA)
홍콩모기지유한공사(HKMC)

보증형태
직접보증

(사업비 공사부담)

위탁보증

(사업비 금융기관 부담 : 고

객에 취급수수료 청구)

위탁보증

(사업비 금융기관 부담 : 고

객에 취급수수료 청구)

도입시기 2007년 7월
1989년(시범사업 출시)

1998년(정규사업 승인)
2011년 7월

가

입

요

건

연령
만 60세 이상

(사전가입제도 : 만 50세 이상)
만 62세 이상 만 60세 이상 → 55세 이상

주택

보유수

제한없음

(1주택만 가입가능)

제한없음

(1주택만 가입가능)
제한없음

주택가격
주택합산가격 9억원 이하

(사전가입제도 : 6억원 이하)

제한없음

(최대$625,500까지 가격인정)

제한없음

(최대 HK$15m까지 인정)

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

확정혼합방식

종신지급방식

확정기한방식

한도설정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보

증

요

율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2%

(’13.10 이후)

MCA의 0.5%
주택가격의 0.28%를 7년간

분납(총 1.96%)
(’13.10 이전)

Standard : MCA의 2%

Saver : MCA의 0.01%
연보증료 0.5% 0.5%→1.25%(’10.10월) 1.25%

대

출

금

리

실제

대출금리
CD+1.1%

변동금리(월변동, 연변동)

- 미국채(리보금리)+마진

고정금리(기대금리와동일)

- 금융기관 자율 결정

- ’13.4 Standard 고정금리형

판매 중단

Hong Kong Prime Rate:

2.5%

금리마진 정책적으로 결정 금융기관 결정(225~275bp) 정책적으로 결정
월지급금* 999천원 941천원($856) 928천원(HK$6,634)

고

객

부

담

비

용

대출취급

수수료
- $2,500~$6,000 -

감정평가

비용
없음~1,011천원 $300~$400 금융기관 부담

대출부대

비용

총 332~372천원

- 근저당설정비(297천원)

- 인지세(35~75천원)

총 786~1,804천원

- 근저당설정비($50~100)

- 권원보험료(최대 $500)

- 신용조사비용($20)

- 주택조사비용($370)

- 기타비용($275~650)

총 1,120~1,820천원

- 상담수수료(HK$3,000)

- 법률서류수수료

(HK$5,000~10,000)

관리

수수료
-

$4,800~5,600

(매월 $30~35 지불)
HK$1,000(조건변경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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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대상자 편의적 측면에 대한 비교·분석

(1) 미국 HECM

연방주택청(FHA)은 제도 활성화 및 정책대상자의 이용편의 증대를 위

해 몇 차례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첫째, HECM의 최대판매건수 제한을

중지하였다. HECM은 출시부터 법적으로 판매건수를 제한하였는데,

2008년 HECM 건수가 법정제한을 초과하면서 더 이상 제도의 효력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HECM 정책대상자는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언제든

지 HECM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MCA(Maximum Claim Account)를 두 차례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주택가격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정책대상자의 편의를 증

대시킨 것이다. MCA는 최초 도입 시 지역마다 다르나 평균 $275,000

수준이었다.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2008년 11월 $417,000

로 조정하였고, 뒤이어 2009년 7월 $625,500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현재

까지도 기간을 연장하여 MCA는 $625,500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MCA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을 $625,500까지 인정하여 대출한도

(Principal Limit, 이하 PL)6)를 산정한다.

셋째, 주택구입을 위한 HECM가입 허용7)을 꼽을 수 있다. 주택구입용

HECM은 주택시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법(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이하 HERA)이 제정되면서 2009년 1월부터 HECM 수령

6) 가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HECM 수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 가입

자의 연령과 기대금리를 반영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상수 값인 대

출한도비율(Principal Limit Factor)에 가입자의 담보주택가격과 $625,500 중

작은 값을 곱하여 산출
7)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 가입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HECM에 가입할 경우 초

기보증료 면제 혜택을 준다. 그리고 주택가격 인정한도(MCA)는 신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 실거래가, FHA 지정 1가구 단독주택 저당권 한도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만일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이 신규 대출가

능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은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 값으로 충당해야 한다. 주택구입용 HECM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매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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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HECM 가입자는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HECM을 유지하면

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계약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약 효과도 얻

게 되었다.

2010년 10월 새로 출시된 HECM Saver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연보

증료가 기존(HECM Standard)과 동일하지만, 초기보증료는 MCA의

0.01%를 적용한 것이다.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모두 이용 가능하며,

대출한도(PL)은 HECM Standard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연령이 높을수

록 축소폭이 크다. 또 이용 대상자 측면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HECM Standard는 많은 대출금이 필요하거나 담보주택에서 장기 또는

종신까지 거주하려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정금리 비중이

높지만 조기상환율은 낮다. 반면, HECM Saver 이용고객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면서 단기간 소액자금이 필요하거나 초기보증료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연령대이다. HECM Standard와 반대로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조

기상환율도 높다. HECM Standard 및 HECM Saver 비교표는 <표 6>

과 같다.

<표 6> HECM Standard 및 HECM Saver 비교표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보고서 재정리

구분 HECM Standard HECM Saver

초기보증료 2.0% 0.01%

연보증료 1.25% 1.25%

이용 대상자

· 높은 수준의 대출금액이 필

요한 자

· 담보주택에서 장기 또는 종

신까지 거주하려는 자

· 상대적 저연령층

· 단기간 소액자금이 필요한 자

· 담보주택 거주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초기보증료가 부담스러운 자

상품 설계
· 고정금리 비중 높음

· 낮은 조기상환율

· 변동금리 비중 높음

· 높은 조기상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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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HECM Saver는 2011년 HECM 전체 가

입규모에서 단지 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가입자들이 비용

측면(보증료 등)보다 수령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결국 HECM Saver는 2013년 9월 HECM Standard와 통·폐합하

여 초기보증료를 초기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형태로 전환하였

다. HECM 상품성 제고와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설된

상품이 오히려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를 야기 시켜 역모기지 시장이 양분

된 것이다. 기존에는 MCA의 2%를 초기보증료로 내고도 중도 상환하던

가입자가 HECM Saver의 출시로 중도 상환율이 높은 계층에 편중되어

기존 가입자의 Pool이 상대적으로 부실화된 것이다. 이는 HECM 포트폴

리오의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한편 HECM Saver의 실패로 FHA는 통·폐합된 New HECM Standard

내에 새로운 지급유형을 만들었다. 2013년 9월말 신설된 일시목돈 지급

유형(Single Disbursement Lump-Sum Payment)8)은 미래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보증손실에 대한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입자의 편

의도 향상시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

출금액이 초기에 확정된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가입대상자에게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마지막으로 2013년 8월부터 FHA는 HECM 가입연령을 ‘부부 모

두 만 62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기준만 62세 이상’인 자로 가입자격을

완화하였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제까지 부

부 모두 일정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HECM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

상자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홍콩 RMP

홍콩 RMP는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아 제도 개선사항이 많지 않다. 미

국 HECM과 한국 주택연금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출시하였

8)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의미하며 대출한도의 60%와 의무설정비율 및

대출한도의 10%를 합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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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제도 개선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RMP은 출시된 지 1년만에 가입자가 줄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제도 개정을 시행했다. 첫째, 가입자의 연령을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다만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월지급

금을 산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둘째, 주택가격 인정한도 또한 기존

HK$8m에서 HK$15m로 거의두 배 가까이 늘렸다. 기존에는 HK$8m 이

상의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HK$8m로 가격을 적용했지만, 한도

를 상향한 이후에는 HK$16m까지 구간별로 주택가격 인정한도를 할인

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다. 이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낮은 인

정가격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잠재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셋째, RMP는 일시금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에서 90%로 확

대시켰다. 대출한도의 90%를 모두 인출할 경우 월지급금은 없고 종신거

주만 보장된다. 홍콩 RMP의 개정 전후 비교표는 <표 7>과 같다.

<표 7> 홍콩 RMP의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보고서 재정리

구 분 도입(’11.7) 개정 후(’12.11)

가입연령
·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부부 이외
형제, 자매 등도 공동 가입 가능)

·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부부 이외 형
제, 자매 등도 공동 가입 가능)

대상주택
· 주택가격 및 주택보유수 제한 없음
· 건축연수 50년 이하
· 최대인정한도 HK$8m

· 주택가격 및 주택보유수 제한 없음
· 건축연수 50년 이하
· 최대인정한도(HK$8m∼HK$15m, 주택
가격별 인정율 차등 적용)

대출금액 · 주택가격, 연령, 대출금리 등에 따라 다름

일시금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
· 대출한도의 90%
(90% 인출시 월지급금 없음)

지급방식
· 종신지급 : 사망 시점까지 대출금 지급
· 확정지급 :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금 지급
· 종신혼합 : 종신지급과 수시인출의 결합방식
· 확정혼합 : 확정지급과 수시인출의 결합방식

대출상환
· 담보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대출상환 없음
· 사망 또는 대출기한 만료 시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여금은
상속인에게 반환

보증료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0.28%(4년차부터 7년간 납부, 총 1.96%)
· 연보증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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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RMP는 재 대출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일부 감면해 준다.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으로 기존 역모기지의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재 대출할 경우 초기보증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감면율은 1

∼5년까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5년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한국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첫째, 담보주택가격의 제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가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현재가치 최대한도도 3억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미국 MCA의 상향 조정과 같은 제

도개선으로 고가주택을 소유한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상향조정한 것과 비

슷하다.

셋째, 2013년 6월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인 1주택자가 일시 인출금을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동

일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사전가입 주택연금9)을 출시하였다. 부

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만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종신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배우자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 기준으로 가입연령(만 60세

이상)을 완화하고, 주택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의 주택연금 제도 주요개선사항에 대한 요약

은 <표 8> 과 같다.

9)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하우스푸어(House Poor)

지원대책’의 하나로써 하우스 푸어의 연체 및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년간 644가구에게 8,400억원 가량의 보증을 공

급하여 동 기간 주택연금 전체 취급건수 중 약 12%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

출 연체로 인해 퇴거위험에 놓인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중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운영기간 경과에 따라 자동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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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택연금 제도 주요개선사항 요약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보고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는 정책이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완화하여 왔다. 최근(‘15.8월) 정부는「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 담보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

다. 이러한 지속적인 재도개선과 함께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조하는 공적

연금과 함께 노후대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

령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시켜주고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도 완화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서 가입자의 88.5%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이유로 ‘자녀에게 생활비 도

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고 응답한 것을 비춰보면 더 이상 자녀로부터 경

제적 도움을 받기보다 적극적인 자산 활용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도 있

지만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년대비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노령층의 소비가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 시행시기 시행시기

· 가입대상 주택가격 확대(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08.10

· 대출한도 상향 조정(3억원 → 5억원) ’09.3

· 가입연령 완화(만 65세 → 만 60세 이상) ’09.4

· 최대 인출한도비율 상향 조정(30% → 50%) ’09.4

· 사전가입 주택연금 출시 ’13.6

·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 기준으로 가입연령 완화 ’13.8

· 2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허용 ’14.3

· 감정평가기관 확대 ’14.8

· 주택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허용 ’14.11

· 담보주택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계약 유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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