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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로짓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수급권 획득 여부가 연령대별로 은퇴 결정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형태별로 분류한 근로자 별로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자별 은퇴 결정에 이질성을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은퇴를 늦추는 은퇴 연기 

효과를 보이며, 낮은 연령대의 가입자일수록 은퇴 확률이 유의한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은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55~59 세 연령대의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자의 은퇴 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유의한 은퇴 결정 요인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국민연금제도, 중고령자의 은퇴, 은퇴 결정 요인 

 학번: 2012-2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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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2007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2%을 

넘어섰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46%를 

넘어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83%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저출산으로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 가능인구도 2017년 약 3,701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2020년이면 공식적으로 노인층에 속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력 부족 현상과 직결되어 국내 잠재 성장률의 

저하 및 고령인구 관련 재정 지출의 확대로 국가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림1]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단위: %) 

 

자료: 통계청 

이런한 이유로 중고령자들의 근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법과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 그 예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연장법의 통과, 고령층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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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을 제고하는 조치로서의 국민연금 개혁,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공,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중고령자들을 위한 고용 관련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은퇴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개혁에 앞서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의 은퇴시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와 중고령자의 

은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민연금의 총 기대 자산과 중고령자의 은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은퇴에 유의미한 영향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은퇴와 비가입자, 비수급자의 은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가 존재하나 유의미한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였다 

현 국민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제도는 만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이라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60세에 도달 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60 세 이전 연령대와 

60~65세 연령대는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0~65 세 연령대의 가입자인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시킨 후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은퇴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자는 연령대와 수급 요건에 따라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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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이상인 가입자가 60 세에 도달하면 평생 지급받는 연금이며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55세 이상의 가입자가 조기에 수급하는 연금으로 감액률이 적용된다. 재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 세에 도달했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65 세까지 받는 감액된 연금을 말한다. 또한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원하는 기간만큼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게 되면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이 증액되어 수급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수급자 종류 현황을 정리하면, 55세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생기며 55~60세 연령대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만이 존재한다. 

60~65세 연령대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자와 재직 노령연금 

수급자, 연기연금제도로 수급권을 획득했지만 연금 수급을 미룬 수급자가 

존재하게 된다. 65 세 이상의 연령대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노령연금 

수급자, 연기연금제도에 따른 증액된 연금을 수급 받는 수급자가 존재하게 

된다. 즉, 각 연령대별로 국민연금의 수급자 종류가 상이하며 수급하는 연금 

종류에 따른 연금액도 달라진다. 수급 급여 종류에 따라 은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수급권 획득 여부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분석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취업 형태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취업 형태별로 납부 보험료가 다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9%)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임금근로자라면 사업장 고용주가 보험료의 1/2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절반(4.5%)만 부담하면 된다. 이 때문에 취업형태별로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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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다를 것으로 기대되며 [그림2]는 실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취업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차, 3차, 4차를 재구성 

[표1]은 2012년 국민연금 징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의 

징수율은 97% 이상이지만,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가입자 유형인 지역가입자는 

고지금액 대비 징수급액의 비율이 66.72%로 가장 높은 미납률을 보인다. 이는 

취업 형태별 상이한 보험료율에 기인하여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일정 부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2012년 국민연금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고지금액 징수금액 미납액 징수율 

전체 31,141,944 28,984,970 2,156,974 93.07 

사업장가입자 26,110,655 25,531,744 578,911 97.78 

지역가입자 4,722,582 3,150,729 1571853 66.72 

임의가입자 266,252 261,003 5,249 98.03 

임의계속가입자 42,455 41,494 961 97.73 

자료: 국민연금통계 2012 

자영업자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높은 보험료 미납률을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자영업자의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는 것을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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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취업형태별로 근로자를 분류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각 근로자별 은퇴 결정 요인인지를 실증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수급권 획득 여부가 연령대별 은퇴 결정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취업형태별로 분류한 근로자 별로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자별 은퇴 결정에 이질성을 가져오는지 

알아본다.  

본 논문의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우선 제2장에는 은퇴 결정 요인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 모형 및 분석 방법,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제 4 장에서는 논문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시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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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은퇴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검토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했던 서구 국가의 경우 고령자의 퇴직 및 은퇴 

결정 요인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주요 은퇴 결정 요인들은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 관련 요인과 가구 소득, 기타 소득 같은 소득 관련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개인적 특성 관련 은퇴 결정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건강 상태 등이 있다. 우선, Kahn(1988), Stock & Wise(1990), Coile & 

Gruber(2004), 이승렬과 최광식(2007), 김원섭과 우해봉(2008) 등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 은퇴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외국 연구와 국내 연구가 상이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usman & Wise(1985)에서는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은퇴확률이 감소한다고 분석하였으나 최승현(2006)과 이만우 외(2008) 

에서는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은퇴확률이 낮아지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와 관련해서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Hurd(1996)는 임금근로자는 

노동시장의 비신축성 때문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Lee 

(2002)는 20 세기 초 미국 자영농민들이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은퇴확률이 

훨씬 낮음을 밝혔다. 김원섭과 우해봉(2008)에서도 국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은퇴할 해저드가 2.89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 모두 배우자가 있는 중고령자일수록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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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Coile&Gruber(2004), 

김원섭과 우해봉(2008)) 성지미와 안주엽(2006)에서는 남성의 경우 무 

배우자라면 미취업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취업 

경향이 높아졌다. Hauseman & Wise(1985), 최승현(2006)에서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은퇴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자산의 경우, 

자산소득은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노동 공급의 중요 요인이기에 

가구 자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은퇴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현(2006)에서 남성의 경우 비임금 소득이 높을수록 은퇴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절 공적연금제도와 은퇴에 관한 연구 검토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로 은퇴 결정에 국민연금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상당히 존재한다. 최승현(2006)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맞벌이 부부의 은퇴 행위에 공적연금 기대 자산이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했다. 이승렬과 최강식(2007)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하였고 기대연금자산이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조기 은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기주와 석재은(2011)은 국민연금제도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 여부와 60 세의 수급 받을 수 있는 

기대자산과 현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기대 자산의 차이인 Peak Value, 

은퇴시까지의 예상소득의 기대액과 Peak Value 를 합한 Option Value 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 여부와 Peak Value 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반면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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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와 은퇴확률은 부적(negative)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희(2011)는 50 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개인별 사회보장자산과 

반환일시금을 추계하고 은퇴를 1년 늦출 때 늘어나는 연금 인센티브인 한계 

효과를 추정하여 국민연금제도와 은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자산과 반환일시금은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은퇴 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한계 효과는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임금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은퇴와 

국민연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 중고령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김원섭과 우해봉(2008)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권 획득이 은퇴 결정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지만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였지 

1차년도 횡단면 자료에만 기초한 분석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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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 증 분 석 

 

제1절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2 차년도(2007 년)와 3 차년도(2009 년), 그리고 4 차년도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는 자료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크게 두 가지 자료로 구성돼있다. 가구용 자료는 

가구의 인적 사항, 소득 사항, 지출, 주거현황, 가구원 현황 등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인적 사항, 

경제활동 상태, 은퇴 계획, 소득,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개인연금, 가입한 시기, 월 보험 납부액, 보험 

납부기간, 예상수령액, 예상 수령 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의 은퇴에 관해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 포함되는 표본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으로 구성됐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요인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50세 

이상 개인 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으로 포함된 50 세 미만의 개인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둘째, 은퇴는 일생 동안 한번 한다는 가정으로 t 년도에는 

은퇴자였다가 t+1년도에 취업자가 된 개인 조사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셋째, 

평생 미취업자와 자영업자 중에서 무급 가족 봉사자라고 대답했던 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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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2차년도 조사 참여자 중에서 1차년도 

조사 당시 ‘은퇴했다’라고 대답한 중고령자를 제외한 후 3 차년도 조사 

참여자와 4차년도 조사 참여자를 포함하여 총 2,821명의 대상자가 표본에 

포함되었다.  

 

제 2절  주요 변수 및 변수 설정 

 

 종속변수는 각 시점에서의 은퇴 여부로 은퇴했으면 1, 계속 노동시장에서 남아 

있다면 0값을 갖는 이항변수이다.   

 설명 변수로는 연도 더미변수, 연령대 더미변수, 출생 코호트 더미변수, 개인적 

특성 관련 변수, 소득과 관련된 변수, 연금 관련 변수가 있다. 우선 각 연도별 

더미는 t-1년의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t년도 조사 참여자라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t -1년에 비은퇴자가 t년도 조사 

참여자이고 t년도에 은퇴를 했다면 t년 연도더미에서 1의 값을 갖지만 t+1 년 

연도더미에서는 0값을 갖게 된다.  

 가입과 수급이 이루어지는 나이대를 고려하여 50~54세 연령더미, 55~54세 

연령더미, 59~60 세 연령더미, 65~69 세 연령더미, 70 세 이상 연령더미를 

설명변수로 하였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일수록 은퇴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던 기존연구들(Ready-Mulvey, 2005)에 따라서 출생 코호트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는 베이비 

붐 세대이며 최근에 중고령자가 되고 있는 코호트이기 때문에 이전 출생 

코호트와는 은퇴 결정요인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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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변수로는 성별, 자영업자 여부, 교육 년수, 배우자 

여부, 20세 미만의 자녀 수, 거주 지역, 건강 상태, 경제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포함되었다. 소득 관련 설명변수로는 가구원 소득, 기타 비근로소득, 

부채를 나타내는 변수가 사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변수로는 각 

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 여부가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기초통계량은 [표2],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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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분석에 이용된 변수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은퇴 여부 은퇴 = 1, 계속 일한다 = 0 

독립 변수 2007 년 더미 2007 년 = 1, 그 외 = 0 

2009 년 더미 2009 년 = 1, 그 외 = 0 

2011 년 더미 2011 년 = 1, 그 외 = 0 

D5054 50-54 세 연령대 = 1, 그 외 = 0 

D5559 55-59 세 연령대 = 1, 그 외 = 0 

D6064 60-64 세 연령대 = 1, 그 외 = 0 

D6569 65-69 세 연령대 = 1, 그 외 = 0 

D70 70 세이상 연령대 = 1, 그 외 = 0 

5564 cohort 1955~64 년 출생 = 1, 그 외 = 0 

4554 cohort 1945~54 년 출생 = 1, 그 외 = 0 

자영업자 자영업자 = 1, 임금근로자 = 0 

성별 남자 = 1, 여자 = 0 

교육년수 0 ~ 18 (단위: 년) 

배우자 배우자 있음 = 1, 그 외 = 0 

20 세 미만 자녀 수 20 세미만 가구원 수 (단위 : 명) 

거주 지역 서울 = 1, 광역시 = 2, 도 = 3 

가구 소득 한 해 동안 가구 총 소득 (단위: 천원) 

비근로 소득 비근로소득 있음 = 1, 그 외 = 0 

부채 유무 부채 있음 = 1, 그외 = 0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 1, 좋지 않은 편이다 = 2, 

보통이다 = 3,  좋은 편이다 = 4, 매우좋다 = 5 

경제적 만족도 매우불만족 =1, 불만족 = 2, 보통 = 3, 만족 = 

4 , 

매우 만족 = 5 

Djoin 국민연금 가입자 = 1, 그 외 = 0 

Dright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자 = 1, 그 외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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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평균 평균 평균 

은퇴 여부 20.5% 15.3% 28.2% 

2007년 더미 94.9% 96.3% 92.8% 

2009년 더미 85.5% 89.4% 79.6% 

2011년 더미 80.1% 85.8% 71.4% 

D5054 10.1% 8.2% 12.9% 

D5559 18.8% 15.9% 23.2% 

D6064 20.8% 19.9% 22.2% 

D6569 22.4% 22.9% 21.7% 

D70 27.6% 32.9% 19.7% 

5564cohort 12.9% 10.5% 16.5% 

4554cohort 39.7% 36.3% 44.9% 

1945cohort 47.2% 53.0% 38.5% 

자영업자 60.2%   

성별 50.0% 47.4% 54% 

교육 년수 12.1 년 11.8년 12.6년 

배우자 81.7% 83.5% 78.9% 

20세 미만 자녀 수 0.16 명 0.15명 0.16명 

거주지역 2.48 2.69 2.18 

가구 소득 26578천원 24763 천원 29325천원 

비근로 소득 36.8% 37.1% 36.4% 

부채 유무 36.4% 37.0% 35.4% 

건강 상태 2.9 2.8 3 

경제적 만족도 2.8 2.8 2.6 

Djoin 40.5% 37.5% 45.0% 

Dright 22.2% 21.9% 22.8% 

Observations 6,379 3,841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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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은퇴했다’와 ‘은퇴하지 않았다’라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로짓(logit)모형을 이용하며 3 차년도 패널 

자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정 모형으로는 확률효과(random effect)를 

고려하여 패널 로짓모형(log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에는 개체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요인을 고려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패널의 개체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을 

확률변수로 가정하는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이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개체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어진 시계열 기간 동안 각 패널 개체의 변수값이 모두 0이거나 1인 패널 

개체들은 제외된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효과를 제거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분석에 사용될 주요 설명변수 중에서 성별, 교육년수, 조사 

참여 연도 더미변수, 자영업자 여부 더미변수 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주요 설명변수 임에도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추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주요 설명변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확률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은퇴 결정에 관한 추정을 위한 축약모형을 세우면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etireit = β0 Zit + β1Nit + β2 YearDi + β3AgegroupDit + β4Joinit  

+ β5Rightit+ β6Joinit X AgegroupDit+ β7Rightit X AgegroupDit 

+  ε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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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 : 개인특성 관련 변수   

(성별, 교육년수, 배우자 여부, 20 세미만 자녀 수, 자영업자 여부, 건강상태, 

경제적만족도) 

Ni : 소득 관련 변수  

(가구소득, 비근로소득 여부, 부채여부) 

YearDi : 연도별 더미 변수  

( 2007년 연도 더미, 2009년 연도 더미, 2010년 연도 더미 :  총 3개로 구성) 

AgegroupDi:  연령대 더미 변수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 총 5개로 구성) 

Joini : 국민연금 가입 여부 더미변수 

Righti : 국민연금을 수급 여부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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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결과 

 

 패널 로짓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4]과 같다. 모형1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 여부가 중고령자 은퇴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지 

검토하는 모형이다. 연도 더미변수, 연령대 더미변수, 출생 코호트 더미변수, 

개인적 특성 관련 변수, 그리고 소득 관련 변수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 여부는 중고령자 은퇴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은퇴확률이 2.67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비수급권자에 비해 은퇴확률이 6.13 퍼센트 포인트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은퇴를 연기하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을 획득했을 때는 은퇴를 빨리하는 효과가 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권 획득에 따라 은퇴 

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했던 김원섭과 우해봉(2008), 

이기주와 석재은(2011)과는 구별되는 결과이다. 김원섭과 우해봉(2008), 

이기주와 석재은(2011)에서는 모두 1 차년도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권 획득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년도를 추가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형2는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효과가 연령대별로 상이한지 

분석하는 모형이다.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각 연령대 더미와 국민연금 가입여부 변수를 교차항으로 넣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자일수록 은퇴확률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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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4 세의 가입자의 은퇴확률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5.63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며 유의미한 통계 값을 갖는다. 

55~59세의 가입자인 경우 은퇴확률은 5퍼센트 포인트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60~64세의 가입자인 경우 은퇴확률은 3.61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65~69 세의 가입자인 경우 은퇴확률은 감소하나 

유의미하지 않다.  

 모형 3은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효과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모형이다. 55~59 세의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라면 은퇴확률은 12.6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60~64 세의 수급자는 은퇴확률을 3.97 퍼센트 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유의한 통계 값을 지닌다.  

 모형4는 각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권 획득에 따라 은퇴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는 상호작용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이다. 추정 결과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상이함을 보여 준다. 모형2와 

마찬가지로 낮은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자일수록 은퇴확률이 유의한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나이인 60세 직전 

55~59세에서 가장 크게 은퇴확률이 감소한다. 50~54세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은퇴확률이 7.8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며 55~59세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은퇴확률이 8.3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 여부에 따른 은퇴 효과는 55~59세 연령대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다.  

 각 모형에 들어간 공통변수인 연도 더미변수, 연령대별 더미변수, 코호트별 

더미변수와 그 외 공통 설명 변수들은 모든 모형에서 대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 년에서 2011 년으로 갈수록 중고령자들은 

은퇴보다는 노동시장에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8 

증가할수록 은퇴확률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Kahn, 1988, Sueyoshi 1989, 

Stock & Wise, 1990, Coile&Gruber 2004, Oishi 2004, Palme&Svensson 2004, 

최승현 2006, 이승렬 최강식 2007, 김원섭&우해봉 2008)들처럼 높은 

연령대일수록 은퇴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생한 코호트일 수록 은퇴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더미의 추정치는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은퇴보다는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은퇴확률이 약 5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며 유의미한 통계 값을 

갖는다.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들보다 더 늦게 은퇴한다는 선행연구들(Quinn, 

Joseph F.(1980))과는 유사하지만 자영업자의 은퇴확률 7.05퍼센트 포인트 

감소한다고 한 선행연구 Lee & Lee(2013)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은퇴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국내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육년수가 늘어날수록 은퇴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졌고 유의미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유무에 따른 은퇴확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내의 20세 미만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은퇴확률이 약 1.5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통계 값을 가졌다.  

 지역과 가구내 소득 변수는 음의 추정지를 지녔으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채가 있는 중고령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5.3 

퍼센트 포인트 수준으로 은퇴확률이 감소하였고 유의미하였다.  

 건강한 중고령자일수록 은퇴확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일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에 만족하는 중고령자인 경우 은퇴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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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요인 패널 로짓-확률효과 분석 결과 

변 수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한계효과 계수 한계효과 계수 한계효과 계수 한계효과 

2007년 더미 0.385* 0.0308** 0.375* 0.0299** 0.388* 0.0309** 0.387* 0.0305** 

 (0.214) (0.0151) (0.214) (0.0150) (0.215) (0.0150) (0.215) (0.0149) 

2009년 더미 -2.909*** -0.509*** -2.902*** -0.505*** -2.907*** -0.507*** -2.911*** -0.506*** 

 (0.149) (0.0328) (0.149) (0.0330) (0.149) (0.0329) (0.149) (0.0331) 

2011년 더미 -3.091*** -0.518*** -3.108*** -0.519*** -3.109*** -0.520*** -3.109*** -0.518*** 

 (0.110) (0.0215) (0.111) (0.0216) (0.111) (0.0215) (0.111) (0.0217) 

D5054 0.282 0.0283 0.369 0.0378 0.246 0.0243 0.331 0.0333 

 (0.481) (0.0529) (0.497) (0.0571) (0.483) (0.0516) (0.498) (0.0557) 

D5559 2.327*** 0.361*** 2.410*** 0.377*** 2.288*** 0.352*** 2.411*** 0.376*** 

 (0.387) (0.0822) (0.398) (0.0848) (0.390) (0.0824) (0.398) (0.0849) 

D6064 2.612*** 0.412*** 2.700*** 0.428*** 2.753*** 0.440*** 2.716*** 0.431*** 

 (0.357) (0.0751) (0.372) (0.0783) (0.368) (0.0774) (0.373) (0.0783) 

D6569 3.570*** 0.596*** 3.591*** 0.598*** 3.597*** 0.600*** 3.606*** 0.600*** 

 (0.322) (0.0603) (0.327) (0.0610) (0.327) (0.0608) (0.328) (0.0610) 

D70 4.464*** 0.710*** 4.428*** 0.703*** 4.453*** 0.707*** 4.445*** 0.704*** 

 (0.317) (0.0458) (0.318) (0.0468) (0.319) (0.0464) (0.319) (0.0467) 

5564cohort 2.012*** 0.316*** 2.019*** 0.315*** 2.085*** 0.330*** 2.083*** 0.328*** 

 (0.327) (0.0701) (0.329) (0.0704) (0.330) (0.0713) (0.331) (0.0714) 

4554cohort 1.284*** 0.134*** 1.292*** 0.134*** 1.304*** 0.136*** 1.294*** 0.134*** 

 (0.187) (0.0221) (0.189) (0.0222) (0.188) (0.0222) (0.189) (0.0221) 

자영업자 -0.578*** -0.0560*** -0.585*** -0.0562*** -0.577*** -0.0555*** -0.578*** -0.0552*** 

 (0.106) (0.0107) (0.106) (0.0106) (0.106) (0.0106) (0.106) (0.0106) 

성별 -0.364*** -0.0335*** -0.345*** -0.0315*** -0.357*** -0.0327*** -0.344*** -0.0313*** 

 (0.112) (0.0103) (0.112) (0.0103) (0.112) (0.0103) (0.113) (0.0103) 

교육 년수 0.00454 0.000417 0.00356 0.000324 0.00422 0.000385 0.00382 0.000346 

 (0.00741) (0.000681) (0.00743) (0.000677) (0.00742) (0.000678) (0.00743) (0.000674) 

배우자 -0.0273 -0.00253 -0.0208 -0.00190 -0.0306 -0.00282 -0.00935 -0.000850 

 (0.127) (0.0119) (0.128) (0.0118) (0.128) (0.0119) (0.129) (0.0117) 

20세미만 자녀 -0.168* -0.0154* -0.166* -0.0151* -0.167* -0.0152* -0.171* -0.0155* 

 (0.0910) (0.00836) (0.0912) (0.00830) (0.0909) (0.00831) (0.0913) (0.00828) 

거주지역 -0.0816 -0.00750 -0.0843 -0.00767 -0.0930 -0.00849 -0.0938 -0.00850 

 (0.0676) (0.00622) (0.0678) (0.00618) (0.0678) (0.00620) (0.0679) (0.00616) 

가구 소득 -3.66e-06 -3.36e-07 -3.62e-06 -3.30e-07 -4.02e-06 -3.67e-07 -3.93e-06 -3.57e-07 

 (2.50e-06) (2.30e-07) (2.50e-06) (2.28e-07) (2.52e-06) (2.30e-07) (2.52e-06) (2.28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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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로 소득 -0.0913 -0.00831 -0.0829 -0.00748 -0.0835 -0.00756 -0.0815 -0.00733 

 (0.104) (0.00941) (0.105) (0.00936) (0.105) (0.00939) (0.105) (0.00933) 

부채 유무 -0.617*** -0.0534*** -0.628*** -0.0539*** -0.617*** -0.0531*** -0.626*** -0.0534*** 

 (0.111) (0.00905) (0.111) (0.00897) (0.111) (0.00901) (0.111) (0.00896) 

건강 상태 -0.305*** -0.0280*** -0.301*** -0.0275*** -0.300*** -0.0274*** -0.302*** -0.0274*** 

 (0.0553) (0.00509) (0.0553) (0.00506) (0.0554) (0.00507) (0.0554) (0.00504) 

경제적 만족도 0.202*** 0.0186*** 0.199*** 0.0182*** 0.203*** 0.0185*** 0.197*** 0.0179*** 

 (0.0604) (0.00553) (0.0605) (0.00550) (0.0605) (0.00551) (0.0606) (0.00548) 

Djoin -0.297* -0.0267* 0.249 0.0231 -0.303* -0.0271* 0.820 0.0799 

 (0.178) (0.0156) (0.323) (0.0306) (0.179) (0.0156) (0.653) (0.0689) 

Dright 0.585*** 0.0613*** 0.284 0.0276 0.781*** 0.0852** -0.327 -0.0276 

 (0.201) (0.0236) (0.276) (0.0285) (0.266) (0.0338) (0.672) (0.0529) 

D5054xDjoin   -0.831* -0.0563*   -1.401* -0.0782*** 

   (0.608) (0.0291)   (0.832) (0.0255) 

D5559xDjoin   -0.693* -0.0509**   -1.380** -0.0831*** 

   (0.395) (0.0230)   (0.701) (0.0266) 

D6064xDjoin   -0.456* -0.0361*   -0.810 -0.0575 

   (0.292) (0.0199)   (0.737) (0.0401) 

D6569xDjoin   -0.272 -0.0227   -0.984 -0.0653 

   (0.275) (0.0209)   (0.921) (0.0431) 

D5559xDright     0.957 0.126 2.212** 0.404* 

     (0.663) (0.116) (0.932) (0.232) 

D6064xDright     -0.515* -0.0397** 0.330 0.0334 

     (0.299) (0.0191) (0.757) (0.0850) 

D6569xDright     -0.209 -0.0178 0.762 0.0887 

     (0.281) (0.0223) (0.939) (0.136) 

Observations 6,379 6,379 6,379 6,379 6,379 6,379 6,379 6,379 

Number of pid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주:  괄호 안 숫 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 p< 0.01, ** p< 0.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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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는 취업형태별로 패널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몇몇의 변수들은 

취업형태에 따라 은퇴확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업형태에 따라 은퇴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취업형태별로 분석한 경우 그 효과는 임금근로자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로짓 분석한 모형1에서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권 획득 여부 변수의 추정치는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각 음과 양의 

추정치를 나타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2 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권 획득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 

근로자를 분석한 경우보다 더 크게 추정됐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 효과는 유의한 음의 효과가 발견됐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은퇴확률이 5.9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표 4] 분석 결과(2.6%)보다 두 배 큰 추정치이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은퇴확률은 14.2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표4]의 결과 (6.13%)보다 더 큰 추정치이다.  

 둘째, 주거 지역은 자영업자의 은퇴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보다는 광역시, 광역시보다는 도에 주거하는 중고령자 

자영업자일수록 은퇴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효과가 발견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다. 이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도 단위의 거주 지역에서 주거하는 것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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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50세 이상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은퇴결정요인  패널 로짓-확률효과 분석 결과 

 

변  수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모형1 모형2 

 계수 한계효과 계수 한계효과 

2007년 더미 0.414 0.0210 0.375 0.0500 

(0.353) (0.0153) (0.275) (0.0332) 

2009년 더미 -3.400*** -0.543*** -2.609*** -0.523*** 

 (0.256) (0.0567) (0.188) (0.0389) 

2011년 더미 -3.266*** -0.489*** -2.873*** -0.544*** 

 (0.169) (0.0356) (0.147) (0.0263) 

D5054 -0.477 -0.0241 0.333 0.0533 

 (0.769) (0.0321) (0.641) (0.111) 

D5559 2.653*** 0.346*** 1.579*** 0.293*** 

 (0.622) (0.129) (0.519) (0.112) 

D6064 3.096*** 0.414*** 1.730*** 0.328*** 

 (0.561) (0.115) (0.486) (0.107) 

D6569 4.125*** 0.596*** 2.645*** 0.526*** 

 (0.508) (0.0939) (0.443) (0.0900) 

D70 5.076*** 0.660*** 3.634*** 0.706*** 

 (0.495) (0.0731) (0.440) (0.0632) 

5564cohort 3.248*** 0.509*** 1.063** 0.193** 

 (0.491) (0.107) (0.438) (0.0922) 

4554cohort 1.545*** 0.117*** 1.076*** 0.166*** 

 (0.287) (0.0273) (0.251) (0.0397) 

성별 -0.395** -0.0235** -0.415*** -0.0623*** 

 (0.170) (0.0102) (0.152) (0.0230) 

교육 년수 0.00768 0.000460 0.00263 0.000390 

 (0.0100) (0.000601) (0.0117) (0.00173) 

배우자 -0.0444 -0.00270 0.0576 0.00846 

 (0.192) (0.0118) (0.175) (0.0254) 

미성년 자녀 -0.147 -0.00880 -0.222* -0.0330* 

(0.129) (0.00773) (0.131) (0.0194) 

거주지역 -0.221** -0.0133** 0.0373 0.00553 

 (0.110) (0.00662) (0.0852) (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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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3.64e-06 -2.18e-07 -4.47e-06 -6.62e-07 

 (4.20e-06) (2.51e-07) (3.20e-06) (4.75e-07) 

비근로 소득 -0.140 -0.00825 -0.0429 -0.00634 

(0.156) (0.00906) (0.143) (0.0211) 

부채 -0.594*** -0.0336*** -0.597*** -0.0839*** 

 (0.172) (0.00919) (0.148) (0.0197) 

건강 상태 -0.328*** -0.0196*** -0.315*** -0.0468*** 

(0.0838) (0.00504) (0.0748) (0.0111) 

경제적 만족도 0.0993 0.00595 0.344*** 0.0510*** 

(0.0864) (0.00517) (0.0865) (0.0128) 

Djoin -0.199 -0.0117 -0.403* -0.0591* 

 (0.281) (0.0161) (0.228) (0.0327) 

Dright 0.350 0.0229 0.835*** 0.142*** 

 (0.316) (0.0224) (0.261) (0.0491) 

Observations 3,841 3,841 2,538 2,538 

Number of pid 1,586 1,586 1,235 1,235 

 

주:  괄호 안 숫 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 p< 0.01, ** p< 0.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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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 차, 3 차, 4 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대별 가입자와 수급자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은퇴에 미치는 효과가 

근로자의 취업형태에 따라 상이한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50 세부터 65 세 연령의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비가입자보다 은퇴를 유의미하게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의 

가입자일수록 은퇴 확률이 유의한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국민연금을 

가입할수록 은퇴를 연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입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보혐료 대비 연금 수급시 받는 급여액의 수익비가 높은 

구조로 되어있는데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만우 외(2008)에서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의 평균 수익비를 비교한 결과, 노령연금만 고려한 경우 2007년 

이전 국민연금 제도의 수익비는 평균 1.84로 나타났으며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후의 수익비는 평균 1.7로 나타났다. 즉, 연금 수급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의 가입기간을 채우고 

급여액을 받기 위하여 은퇴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더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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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민연금 수급자일수록 은퇴를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수급자에 따른 은퇴 효과를 보면55~59세 연령대의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자 은퇴확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60~64 세 연령대의 수급자의 

은퇴확률은 감소하였다. 55~59세 연령대의 수급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뜻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찍 연금을 수급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감액률이 적용된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려는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 조기노령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조기노령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 남아있기보다는 은퇴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유의한 은퇴 결정요인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국민연금제도 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당연한 제도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제도나 이와 관련된 개정, 법등에 대한 민감성이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은 은퇴를 나이에 

맞추어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놓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고려한 

은퇴자들이 많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제도를 삶의 필수가 아닌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며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국민연금제도나 연금 관련 법의 변화 등에 민감하지 

않은 집단이다. 또 자영업자들의 은퇴는 이전에 계획되었다기보다는 경제적 

상황, 노동시장 상황, 개인적 상황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며 위 

실증분석 결과는 이런 근로자별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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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의 은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고 연령대별, 취업형태별로 국민연금제도에 따른 상이한 은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고령자는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 전까지 

은퇴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유인 측면에서 1998 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시행된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중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더 머물게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55~59세의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이며 이들은 은퇴 

가속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조기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축소시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근로 유인 방안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시 근로자의 취업 

형태별로 국민연금제도가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인지하고 취업 

형태를 고려한 개혁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각 년도 자료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각 연령대에서 어떤 종류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지, 연금 수급을 

연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에 따른 은퇴에 미치는 효과를 해석하는데 제약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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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National Pension System on 

retirement decision for people aged over 50. Using the panal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e logit 

model with random effect was used for estimation. 

First, the insured people aged 50 to 65 remain longer in 

the labor market than those who are not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Second, those who have pensionable right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retire between the ages of 55 and 

59.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retirement behaviors differ 

between the self-employed and the wage 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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