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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금 확대정책이 노인빈곤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 2005년부터 2013년의 8개년 자료를 이용해 빈곤전

환모형(poverty transition model)을 설계하고 빈곤탈피확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그 확률

을 이용하여 빈곤탈피자 수를 추계한 후, 이에 따른 재정지출 절감액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가구의 연 평균 연금소득 1백만 원의 증가는 부부가구의 빈곤탈피확률을 1.0%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지출 절감액은 연간 762.4억 원에서 827.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인 1인당 연금 소득 1백만 원을 높이기 위한 연평균 불입액 추정치의 13.2~13.4% 에 해당한

다. 본 분석 결과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 확대정책에 대한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해주며, 

연금불입액 지원 정책의 적정한 범위를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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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의 2014년 기준에 따르면, 48.8%로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1) 뿐만 아니라, 2015년 현재, 인구의 13.2%가 노인인구이며 점차 고

령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높은 노인 빈곤 위험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 2044년에는 재정이 적자로 전환

이 되고 2060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기획재정부, 2015), 공적 

연금의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연금 제도를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원적인 주체와 다양한 재정 방식에 의한 다층

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재편하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적 연금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혁 추진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특히 다중체계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

과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설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정창률･김진

수, 2013), 공적 연금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 등의 무갹출금연금제도로

서 빈곤계층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연금은 보다 활성화

하여 다층적 체계를 보완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김용하, 2005; 김봉환 외, 2015). 

이에 정부는 2014년 ‘사적 연금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사적 연금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실증적 논의들은 공적 연금 등 공적 부조 제도가 빈곤완

화를 야기하는지에 관한 연구(장현주, 2013; 임병인･강성호, 2005; 석재은, 2010; 정선

영･정익중, 2011; 김지훈 외, 2015; 박정수, 2016)가 중심이고, 사적 연금은 세제 지원과 

같은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류건식･김대환; 2011)로 구분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공사 연금체계의 틀을 아우르는 논의는 이론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학술적 연구를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

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주로 관심 있게 분석한 공적 연금 중심의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차별화하기 위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합산한 총 연금 소득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 

때, 일시금을 제외하고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금형태 소득의 영향만을 추정하였다. 따라

서 갹출금적 연금 제도가 확충됨으로 인해 무갹출금적인 공적부조수급 감소가 어느 정

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연금정책 논의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러 가정의 제약을 설정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연금 수

1) 검색, 2017년 4월 6일,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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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액의 증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재정지출절감액 추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

창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향후 사적 연금이 의무

적인 연금 제도로 공적 연금을 보완하여 점차 확충될 것이기 때문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다층적인 연금 제도의 효과에 대한 모색이 될 것이다. 둘째, 나아

가 연금 제도 확대가 미치는 빈곤완화 효과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재정 절감액의 효과를 제시해 볼 것이다. 이는 사적 연금 확대 정책도입 시 개인과 기업

의 저항이 있을 때, 정부가 세제감면 등을 통해서 추가적 재정 부담 없이 어느 정도 분담

을 시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Ⅱ. 이론적 논의 

한국은 다층적인 공사 연금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제도적 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하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수준은 미흡

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연금을 구성하는 연금으로 군인연금은 1953년, 공무원연금은 1960년, 사

학연금은 1975년에 도입되었지만 (Kwon & Kim, 2011),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연금의 경우, 1988년에야 비로서 도입되었다. 더욱이, 국민연금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정하여 적용되었고, 2006년에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전체

를 대상으로 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8.1년이다(기획재정부, 2014b).

둘째, 사적 연금의 경우, 도입 기간이 짧고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선, 개인연금

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구입하는 방식인데다가 1994년에 도입되어 경과된 지 20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퇴직 연금의 경우, 제도적으로 고용주가 개인의 노후생활안정에 관

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퇴직금제도로 시행되다가 2005년에야 본격적으

로 실시되었다. 특히, 당시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사외 

적립하는 제도적 성격이 강하여(김용하, 2005),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평균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16%에 불과하고, 영세 및 중

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하다(기획재정부, 2014b).

이에, 정부는 2014년 5월말부터 기획재정부를 주관으로 사적 연금활성화 TF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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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근로자 300인부

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2022년까지 근로자 10인 미만인 모든 기업에 확

대 적용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기획재정부, 2014b). 

실제로 국내 노인 가구의 소득 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봉환 외, 2015). 근로소득

은 개인의 건강에 따라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며,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책임주의가 완

화되면서 감소 될 여지가 있는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노인 개인들의 스스로 노력으로 

형성되는 이들 소득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이 장기간 지속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

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비약적 발전이 있어 왔지만(김지훈 외, 2015), 노인빈곤가구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 국내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인 빈곤의 현황 및 경향을 분석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다(김수완･조유미, 2006; 

민기채, 2010). 둘째, 공적보조제도의 수급으로 형성된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빈곤 감소

에 미치는 효과이다(정선영･정익중, 2011; 진재문 외 2014; 신혜리 외, 2014; 김지훈 외, 

2015; 박정수, 2016). 셋째, 공적 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연금 소득이 노인 빈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공적 연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책 목

적 상 소득안정화 효과(금현섭･백승주, 2014)를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노후소득의 증가 

또는 빈곤 완화를 야기하는지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다(강성호, 2011, 석재은, 2010). 그

리고 마지막으로, 사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퇴직 연금과 주택 연금 등의 사

적 연금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본 연구 등이다(강병창, 2010; 김홍대 외, 

2014). 

본 연구는 연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위 논의 중 후자에 속하지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살피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와 차이를 지닌다. 

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살피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총소득 자체에 영

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피는 방법과 공적 부조 수급 여부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박정수, 2016).

먼저, 공적 연금 소득이 노인 가구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살피기로 한

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은 외생적으로 1988년에 도입된 정책이지만, 도입 당시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부터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무작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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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ized experiment)이 된 것이 아니며, 연금의 가입 여부라는 개인 선택이 연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OLS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야기한다. 더욱

이, 가입 시기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편의성을 가진 연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 및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적 연금 비수급자와 수급자의 빈곤을 측정한 후 교

차 분석을 실시하고(석재은, 2010), 국민연금 수급가능세대와 수급불가능한 세대를 구분

하여 소득재배분배 효과를 분석한다거나(강병창, 2010), 국민연금의 수급기준인 60세 기

준으로 DID(Difference in Difference)분석을 이용해 노후빈곤 완화연구를 살핀 연구(장

현주, 2013), 매칭 기법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와 DID을 함께 이용하여 연

금수급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하여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의 수급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정화･문상호, 2014). 또한, 공적 연금 수급대상자가 확대된 시기가 자체는 외생변

수라는 점에 착안해 이 시기를 기준으로 연령 별 코호트를 설정하고, 이를 도구변수(IV)

로 이용하여 공적 연금 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Jung et al, 2016).

한편, 위와 같이 소득에 중심을 두는 접근과 달리, 수급 기간 및 여부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이 있다. 복지 정책의 수급기간이나 여부를 직접 정의하여 종속변수로 삼는 방법

으로, 소득 수준의 변화에서 나아가 빈곤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복지정책의 의존성 및 

탈출요인을 탐색하게 한다. 현재까지 국내 복지 수급기간에 관한 연구들은 노동 가능 

연령층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이 발생시키는 기간 의존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가 되었

고(Bane & Ellwood, 1994; Stevens, 1995; Jenkins, 2000; Cappellari & Jenkins, 2002),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정적인 상황이다(Engelhardt & Gruber, 2004; Jensen 

&　McLaughlin, 1997). 최근에 박정수(2016)는 노년층의 공적부조수급 탈출에 대한 결

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주

요 결정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연금 소득이 공적부조수급 탈출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살핀 점에서 이들 연구와 차이가 있다. 

Ⅲ.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단계를 거치기로 한다. 첫째, 빈곤전환모형을 이용해, 

연금 형태의 소득이 확대되었을 때 공적부조수급에서 탈피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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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빈곤탈피확률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그 빈곤 탈피확률을 통해 빈곤탈피자 

수 및 재정지출절감액을 추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방법

1) 빈곤전환모형

한국의 공사 연금 정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도입 시기는 외생적이었지만 가입여부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어 이를 반영한 연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고자 가구 별 그리고 시간 별로 변화

하는 정보를 포함시켜 그 효과들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패널 자료

에 기반을 둔 모형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동일 가구를 반복하여 관찰한 동적

(dynamic)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모형 설정을 시도하였다(Jenkins, 2000; 

Stevens, 1995; Bane & Ellwood, 1994).2) 이 방법은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어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완화시켜준다(Auten and Carroll, 

1999). 이 때, 분석 대상을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개년의 변화를 기준으로, 가구유형 그리고 소득유형 별로 나누어 모형을 

적용한다. 본 모형은 식(1)과 같이, 가구의 빈곤 상태(
 )는 직전 기 연금소득(  )의 

선형함수의 형태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식(2)과 같이, 빈곤 상태(
 )는 관

측되지 않는 잠재적인 변수(latent variable)이다. 다만, 직전 해에 공적 부조를 수급하는 

빈곤 상태에 있다가, 이번 해에는 수급 받지 않는 상태인 경우는 관측이 가능하므로, 이

를 빈곤탈피로 측정한다. 이러한 빈곤탈피는 연금소득 이외에도 직전 기 가구의 특징

(  )에 영향을 받는다. 이 때, 오차항   은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패널로짓모형(panel logit model)을 이용한다.


   

′         ,   ⋯     ⋯  ⋯식(1)

2) Jenkins(2002)의 Transition probability mode은 다음과 같이, Prob(person  is not poor in year 

|person  is poor in year  )로, 시점 와 시점 간의 변화에 대한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모형으로 표현함. 이 때,     시점마다 변하는 변수 (a vector of time- 

varying covariates)이고,  : 시간에 불변하는 변수(a vector of fixed covariate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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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경우

 
 ≤ 인경우   ⋯식(2)


 : 관측불가능한 빈곤 상태 수준(latent variable)

:  시점에 가구 가 빈곤 탈피 여부 

  :  시점에 가구 의 연금소득

  :  시점의 가구 의 특징

추정치는 설명변수 벡터들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가 일어날 확률 를 의미한다. 따

라서 는 조건부 확률형식인  ≡Pr        
′  로 정의되며, 이 때 

∙가 로지스틱 분포의 누적함수이다.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한계적인 효과(marginal effect)는 다음 식 (3)으로 표현된

다. 한계효과는 특정한 상태()에서 상이한 바, 평균인  ′ ′ 점에서 측정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Cameron & Trivedi, 2005; 467).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에서 보면, 

 ′ 이고 ′ ′ ′ 이므로, 추정될 한계효과는  와 같다. 

이를 통하여, 연금 형태의 소득이 증가할 때 공적 부조를 수급 받지 않게 될 확률인 빈곤

탈피확률을 도출한다. 

   

Pr    
  ′′   ⋯식(3)

2) 재정지출절감액 

다음에서는, 식(3)에서 도출된 빈곤탈피확률을 이용해, 일정액의 연금소득이 증가할 

때 예상되는 빈곤감소인원(이하‘빈곤탈피자 수’)을 추정한다. 그리고 빈곤탈피자의 발생

으로 인한 공적부조절감액을 추계하여 재정지출절감액으로 도출하기로 한다. 이 때, 공

적부조정책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추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계된 재정지출

절감액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불입액을 크기를 비교하여 연금정책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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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도 실현가능하며 타당한 방법인지를 알아본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1) 빈곤전환모형의 이용 자료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격년으로 조사 및 공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3) 이 자료는 50세 이상인자 또는 그의 배우자

인 개인과 그 개인이 포함된 가구를 조사하여, 가구 및 가구원 소득의 두 가지의 노후소

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적 연금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전후나(장현주, 2013; 

Jung et al, 2016), 65세 노인으로 분석(이정화･문상호, 2014)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수급시기가 상이한 공사연금소득 전체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50세 이상 노

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유형이 보다 상세히 나뉘어져있는 개인 소득 자료를 이용

하여 가구 소득을 다시 파악하고, 가구 유형 중 단독 및 부부가구에 한정하여 가구 소득 

자료를 새로 구축하였다. 가구 유형을 구분하고 한정한 이유는 다양한 가구 유형이 가진 

사적 이전 소득 행태 등 관측 불가능한 가구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함이

다(박정수･ 2015; 금현섭･백승주, 2014; 이정화･문상호, 2014). 

2) 변수의 측정

(1) 종속 변수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공적 부조의 수급여부로, 구체적으로는 전기에 이를 수급 받던 

가구가 다음 해에 수급을 탈피하였는지 여부이다. 공적 부조 항목은 앞서 논의했듯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지는 ① 기초생활보장의 현금급여, ② 경로연금의 제

수당, ③ 기초노령연금액, 그리고 ④ 장기요양보험의 현금급여의 네 가지 유형으로 측정

하였다. 다만, 빈곤 상태에 처해있더라도 공적 부조 소득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

각 지대에 처한 가구가 있다는 점에서 측정상의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네 가지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수급한 이력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빈곤 상태로 식별하기로 한다. 이

들 소득은 상호보완적으로 노년층의 소득보장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서 빈곤은 최저생계비 기준과 같은 절대적인 빈곤측정법, 중위소득 기준 또는 빈곤갭

3) 2017년 8월 2월 현재 노후보장패널자료는 2015년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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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gap)과 같은 상대적인 측정법, 그리고 이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란 개념을 사

용하기도 하는데(정선영･정익중, 2011), 본 연구의 경우, 소득 하위에 처해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빈곤측정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표 1>에서와 같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년차에 지속적으로 응답한 가구 중 

공적 부조를 수급 받다가 수급 받지 않게 된 경우인‘빈곤 탈피가구’와 빈곤 보조금을 지

속적으로 수급 받는 ‘빈곤 지속가구’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빈곤 탈피가구의 수는, 2005

년부터 2007년까지는 46가구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244가구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246가구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32가구로 나타난다. 그리고 빈곤 

상황 상태를 유지하는 가구는 각 년도 별로 1,188가구, 1,016가구, 1,073가구, 그리고 

1,085가구이다. 

<표 1>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단위: 수)

　 2005-2007 2007-2009 2009-2011 2011-2013

빈곤 탈피가구 46 244 246 32

빈곤 지속가구 1,188 1,016 1,073 1,085

총 수 4,930

주1; 빈곤여부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의 구성항목은 제외하고(공적보험), ① 기초생활보장의 현금급여, ② 
경로연금의 제수당, ③ 기초노령연금액, ④ 장기요양보험의 중 한 가지라도 수급 받았는지 여부(공적부조수급)
로 함.

주2: 50세 이하 가구주를 둔 가구와 조사년도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관측치는 제외하였음. 

(2) 독립 변수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공적 및 사적 연금 소득 중에서 연금 형태의 소득을 

총합산한 연금 수급액이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표 2>와 같다. 특히, 연금소득 중

에서도 일시금의 형태를 지닌 소득은 구분하여 제외하였다. 국민연금소득 중 반환일시

금과 사망일시금, 기업연금 중 퇴직금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연금형태의 정기소득, 주

택연금소득과 연금형태의 기타소득은 기타 연금으로 하여 추가로 포함하였다. 

국내에서는 실제로 연금의 수급자 층이 아직까지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되어(석재은･
임정기, 2007), 노인 가구 중 연금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의 연금만을 수급하

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더욱이, 아직 연금소득 간의 소득대체율이 

저조하여 그들 간의 대체효과를 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의(전승훈･임병인, 

2008)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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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 변수의 측정

구분 유형 

국민 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분할연금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 연금(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사학 연금(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군인 연금(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기업 연금 연금형태의 소득 

개인 연금 연금형태의 소득

기타 연금
연금형태의 정기소득 
현금형태의 주택연금소득(역모기지론)
연금형태의 기타소득

주: 1차 년도와 2차 년도 조사는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 연금형태소득, 기타소득은 부부단위 소득을 조사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소득을 가구소득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산 후 평균한 부부소득을 가구소득
으로 측정하였고, 그 외 근로소득, 사회보장급여는 단순 합산하여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음.

(3) 통제 변수

총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Cappellari &　Jenkins (2002)는 두 시점 사이의 빈곤 

변화에 초점을 둘 때, ① 초기 빈곤상태 ② 두 시점 모두에서 관측되는 소득결정요인 ③ 

다음 기 빈곤상태를 결정하는 요인 ④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 

간의 상관관계라는 4가지로, 빈곤전환(poverty tran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

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빈곤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직전 기의 빈곤 

상태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핵심으로 제시한다. Auten and Carroll(1999)

은 ①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② 시간에 따라 변하는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

고 Jenkins(2000: p. 546)는 ① 근로소득, 배우자소득, 그 외 근로 소득 등의 소득 사건

(income event)과 ② 출생, 사별, 출가 등의 인구학적 사건(demographic event)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도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 연수, 단독 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의 가구 유형, 

거주지가 도심인지에 따라 거주지 별 유형을 변수로 두어 우선, 인구학적 사건을 통제하

고, 가구의 각 소득원인 근로소득, 자산소득과 기타 소득 등을 소득 사건으로 통제하기

로 하였다. 이 외에도 각 연도 별 가변수를 두어 연도의 고유 효과를 통제하였다. 

<표 3>의 기술통계를 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빈곤 가구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45%이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72세이고, 학력의 평균수준은 초졸로 나타났다. 가구유

형은 부부가구가 54%정도이고 도심인 경우보다 비도심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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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표 3> 변수의 기초 통계
(기간: 연간)

구분 Mean Std.Dev. Min Max

종속 빈곤 탈피 여부 0.012 0.32 0 1

독립 연금소득(백만 원) 0.44 1.39 0 45.6

통제

연령 72.9 5.90 52 99

교육 년수 5.52 4.63 0 21

도심 여부 2.52 0.71 1 3

가구유형(1=단독가구) 0.46 0.50 0 1

성별(1=남성) 0.55 0.50 0 1

근로소득(백만 원) 3.01 6.42 0 140

자산소득(백만 원) 2.56 17.75 0 828.8

사적이전소득(백만 원) 2.71 4.06 0 105.5

기타소득(백만 원) 0.83 8.53 0 360

주1: 교육 변수는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무학=0, 초졸=6, 중학교=9, 고
등학교=12, 대학교=16, 대학원=21의 수학 년 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고, 도심 변수는 서울(1), 광역시(2), 도
(3)를 의미함.

주2: 음의 소득 값은 적자의 소득을 얻은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어,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적자가 났
다면, 근로 소득은 음의 값이 됨. 퇴직일시금을 수급 받은 가구는 100가구만 존재하였기에, 이를 기타소득에 
포함하였다.

2) 재정지출절감액 추계의 자료 

재정지출절감액 분석을 위해서는 재정 통계자료와 보건복지부 공표자료를 이용하였

다. 

우선,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의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 연금, 노인부문, 그리고 보훈부문의 5가지로 구분된다.4) 한국의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은 2014년 47.0% 에서, 2018년 51.8%수준까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전

망되고 있는데,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의무재정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를 주도하고 있

다.5)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의 증가세는 15%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4)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는 질병을 가진 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정됨. 정부 총지출 산정

방식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 등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 기금 간 거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 평형기금 사업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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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건･복지･고용 법정지출 전망
(단위: 억 원, 기간: 15년~18년)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연평균

증가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 83,743 86,398 89,172 91,540 4.0

건강보험 77,438 80,448 84,318 91,427 7.0

공적 연금(4대) 352,422 396,540 441,587 485,810 11.0

노인부문 81,796 86,566 91,867 97,660 14.0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75,824 80,378 85,449 90,993 15.0

       노인장기요양보험 5,972 6,188 6,418 6,667 3.3

보훈부문 의무지출 39,304 40,450 41,333 42,100 2.8

자료: 기획재정부(2014a: 10).
주: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변경됨.

이들 지출항목 중 노인 빈곤의 위험에 대비한 재정지출 항목은 기초연금(이전‘기초노

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2008년 2014년까지 지급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개편된 것으로, 기존의 제도보다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기도 하다(손윤석, 2014).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 대상자는 2015년 현재 만 65

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인‘선정 기준액’보다 작

은 가구가 된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되고,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비가입자도 상

당히 존재하고,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 도입된 것을 명

확히 표명하고 있다. 6)

이들 복지 분야 법정지출 중에서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자

세히 살피면 <표 5>과 같이, 기초연금수급자는 2015년은 448만 명이고 2016년은 480만 

명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의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은 각 연

도 별 202.6천원/월과 205.23천원/월인 바, 이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

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

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시민권적 소득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의 현금급여와 경로연금의 제수당도 

노후 빈곤위험에 직면한 국민을 보호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법정지출은 공적 

연금과 달리, 무기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득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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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준연금액

2015년 2016년

기초연금수급자 (연간, 만 명) 448 480

기준연금액 (월, 천원) 202.6 205.23

자료1: 재정통계(검색, 2017년 5월 1일, http://stat.nabo.go.kr/fn03-99.jsp).
자료2: 보건복지부(검색, 2017년  5월 1일,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3.jsp).

Ⅳ. 분석 결과

1. 연금 소득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을 하기에 앞서, 연금 소득과 공적부조수급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림 1>은 노후보장패널자료 1차년(2005년)자료에서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50대, 60대, 

70대와 80대 코호트를 만들고, 해당 코호트(cohort)별로 연금소득과 공적부조소득의 크

기를 5차년(2013년)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림 1>의 (1)은 총 소득금액으로, <그림 1>의 

(2)는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연금소득과 공적부조소득과의 관계 
(기간: 연간)

(1) 금액 (백만 원)

(2) 총소득에서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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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2005년)부터 5차년(2013년)자료 
주: 각 연령 층 별로 50대, 60대, 70대와 80대로 구분하고, 해당 연령층 코호트가 다음 각 년도 조사에서 응답한 평

균소득금액 및 총소득비중을 나타냄.

흥미롭게도, (1)와 (2) 그래프 모두에서 코호트 내에서는 두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호트 간으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증감방향이 상쇄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금소득의 경우, 60대(1~5차년)의 소득보다 70대(1~5차년)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적고, 70대의 소득보다는 80대의 소득이 더 적으며, 80대 소득보다

는 90대의 소득이 더 적어지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공적부조소득의 경우에는 60

대(1~5차년)의 소득보다 70대(1~5차년)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고, 70대의 소득보다는 

80대의 소득이 더 높으며, 80대의 소득보다는 90대가 더 높아지는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두 소득이 서로 대체관계로 연동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연금소득 증가가 다음해 빈곤탈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가구 유형 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의 

모형 (1)이고, 소득구간 별 나누어 도출해 살펴본 결과는 모형 (2)이다. 소득 구간의 구분 

기준은, 분석 대상 전체 노인들의 중위 소득 값을 구해, 이를 기준으로 고소득층과 저소

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모형 (1)에 따르면, 연금 소득 연 1백만 원이 증가하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

은 부부가구에서 1.0%로 나타났으나, 단독가구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둘째, 모형 (2)에 따르면, 연금 소득 연 1백만 원이 증가하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

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1.0%로 나타났으나, 고소득층 가구에 대한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 노인 가구에 대해 연금 소득의 증가가 빈곤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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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연금형태 

소득이 확대가 공공부조를 수급하지 않을 확률을 1.0%로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정지

출절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표 6> 연금소득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 원, 기간: 연간)

*p<0.1 **p<0.05 ***p<0.01
주1: -은 관측치가 부재한 경우이며, 절편과 각 년도 별 연도 효과는 보고를 생략함
주2: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기준은 본 자료의 노인 가구 연간 총소득의 중위 값을 이용하여 구분하였고, 도심1은 

시, 도심2는 광역시로 광역자치단체 ‘도’를 대안 가변수로 분석한 추정치이며, 성별의 대안 가변수는 ‘여성’임.

모형1(가구 유형) 모형2(소득 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고소득층 저소득층

한계
효과

Coef
(S.E)

한계
효과

Coef
(S.E)

한계
효과

Coef
(S.E)

한계
효과

Coef
(S.E)

연금소득 0.01
0.15

0.01
0.11***

-0.01
-0.10

0.01
0.11***

(0.10) (0.04) (0.12) (0.03)

연령 -0.01
-0.07***

-0.004
-0.05***

-0.004
-0.06***

-0.01
-0.05***

(0.02) (0.02) (0.01) (0.02)

교육 년수 0.002
0.03

0.01
0.10***

0.002
0.03*

0.01
0.09***

(0.03) (0.02) (0.02) (0.02)

가구유형 -
-

-
-

0.01
0.18

0.01
0.12

- - (0.24) (0.25)

도심1 -0.06
-0.66**

-0.03
-0.24

-0.06
-0.68***

-0.03
-0.19

(0.26) (0.23) (0.23) (0.22)

도심2 -0.07
-0.86***

-0.05
-0.53***

-0.06
-0.75***

-0.07
-0.60***

(0.25) (0.20) (0.20) (0.19)

성별 0.013
0.18

-0.01
-0.12

0.01
0.18

-0.02
-0.19

(0.25) (0.28) (0.24) (0.25)

근로소득 -0.001
0.17

0.001
0.01

0.002
0.03

-0.000
-0.001

(0.25) (0.01) (0.05) (0.01)

자산소득 0.0001
0.01

0.0005
0.005

0.02
0.30***

0.000
0.003

(0.01) (0.003) (0.05) (0.003)

사적이전
소득 

-0.00 
-0.004

-0.002
-0.02

-0.003
-0.05

-0.003
-0.03*

(0.02) (0.02) (0.04) (0.02)

기타소득 0.00 
0.002

0.0001
0.001

0.005
0.08

-0.000
-0.002

(0.01) (0.01) 0.13 (0.01)

Log 
likelihood 

-571.1 -796.0 -687.6 -654.9

관측치 2,136 2,460 2,835 1,761

그룹 수 845 1,018 1,214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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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공적 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낮추진 

않는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정선영･정익중, 2011), 본 연구는 연금 소득증가가 빈곤탈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적 공적 부조 형태보다는 

연금 형태의 소득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연금소득 자체를 증가시키

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과 같은 계층을 넓혀 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강성호, 2011)는 논의도 지지한다. 

2. 재정지출절감액 추계

앞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연금 소득 연 1백만 원이 증가는 부부 가구 1.0%를 빈곤

에서 탈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본 절에서는 위 연금소득 증가로 야

기되는 빈곤탈피확률을 이용해 공적 부조 수급 감소인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재정

지출의 감소효과를 추계하기로 한다. 우선, 불충분한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빈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노인인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빈곤탈

피자와 재정지출절감액을 살피기로 한다.

앞서 제시된 <표 5>에서 보듯이, 연간 기초연금수급자는 2015년에는 448만 명 2016

년에는 480만 명, 기준연금액은 각 연도 별 202.6천원/월과 205.23천원/월이다. 

우선, 빈곤탈피확률은 앞서 가구 수준에서 도출된 값이므로, 개인 수준으로 환산하기 

위해 환산가중치를 도출한다. 단독가구는 1인으로 부부가구는 2인이므로, 본 연구 자료

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중과 그 가구원 수를 곱해 환산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러

면, <표 7>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빈곤탈피자 수는 2015년에 3.14만 명

이 그리고 2016년에 3.36만 명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추계된 빈곤탈피자는 공적 부조를 수급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만큼 재

정지출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앞에서 도출한 빈곤탈피자 수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곱하여 연간 재정지출절감액을 구하면, <표 7>과 같이, 연간 약 762.4억 원에서 827.5억 

원으로 도출된다. 다만, 재정지출절감액을 기초연금절감액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현금급여 등을 포함한 기존의 공적 부조를 포함하거나, 기초연금제도 상 기준

연금액이 증가하거나 연금수급자의 규모가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추계되는 재정지출

절감액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7) 

7) 다만, 기초연금제도가 현재와 같이 하위 70% 노인에게 준다는 기준이 유지된다면, 재정지출절

감액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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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정지출절감액 추계
(기간: 연간)

2015년 2016년

빈곤 탈피자 수 (만 명) 3.14 3.36

재정지출절감액 (억 원) 762.4 827.5

주1: 재정지출절감액은 앞 <5>의 수급자와 수급액을 통해 추계하였음.
주2: 빈곤 탈피자= 기초연금수급자*빈곤탈피확률(1.0%)*개인수준 환산가중치(w)(0.7), 본 자료의 구성인 단독가

구845가구와 부부가구 1,018가구로 w를 도출함. w=1,018*2/(856*1+1,018*2).
주3: 재정지출절감액=빈곤 탈피자 수*월 기준연금액*12개월

그렇다면, 도출된 재정지출절감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로 한

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유인하는 정책을 취한다거나 재정적 분담

을 어느 정도 할 수 것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환 외(2015)는 1인당 연금 소

득을 1백만 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간 불입액을 129천원으로 도출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 수치를 이용하기로 한다.8) 이에 따르면, 2015년의 448만 명과 2016년의 480

만 명의 기초연금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연간불입액은 각 5,779억 원과 6,192억 원

으로 추계된다. 이렇게 계산된 총 연간불입액과 재정지출절감액과 비교해 보면, 재정지

출절감액 비중이 총 연간불입액 추정치의 13.2~13.4%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부가 

총 불입액 중 위 비중을 분담한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이도 연금 정책의 확대를 

견인하고 이를 통해 노후소득 확대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적연금

의 가입률이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법정 가입대상자의 4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사적연금액의 확대가 공적 부조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 공적 부조 대

상자의 일부에만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본 분석의 한계라는 것을 밝혀둔다. 

퇴직연금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와 동아시아 국가(개인보장저축의 경우)는 근로자가 100% 부담

하고, 일본은 우리와 같이 고용주가 100% 부담하며, 영국과 캐나다는 고용주와 근로자

가 공동 기여하는 방식이다(김원식･방하남, 2005). 퇴직연금의 재원을 고용주가 부담하

는 경우라도, 정부가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분담할 수도 있다. 예

를 들면, 국내 법인세 하 사내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추계 액의 40%를 손비로 

인정하는 방법이 그 예이다(김용하, 2005). 따라서 정부가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재정절감

액 수준에서 기업에게 손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다면,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8) 1인당 연금소득 연간 1백만 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간 연금 불입액은 김봉환 외(2015)를 참조하였

다. 이는 개인이 30세부터 연금 납부를 개시하고 그 불입액이 7.0%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한다고 가정

한 후 도출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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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적 연금 확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적 부조

제도와 달리, 사적 연금 제도의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의 확보 방안은 수급자의 자기성취

감 증가와 근로의욕 고취 등 공적 부조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적 연금 확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손비인정에 따른 조세지

출과 공적부조수급 감소에 따른 재정지출절감이 가져오는 부수적인 정부예산에 대한 효

과는 후속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Ⅴ. 결 론

한국은 현재 노인빈곤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반면에, 국민의 노후 준

비 수준과 준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소득 보장

을 위해 연금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연금 확대 정책이 재정적으로도 타당성

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연금 소득자체가 빈곤 탈피에 유

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정도 그리고 공적부조절감으로 인한 재정적인 지출의 정도

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빈곤 상황에 처해있는 노인 가구에게 연간 연금 소득 1백만 원의 증가는 

부부가구의 빈곤탈피확률을 1.0%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반 해 추계된 

재정지출절감액은 762.4억 원에서 827.5억 원으로 나타난다. 위 재정지출 절감액을 연

금 소득 1인당 1백만 원 높이기 위한 총 연금 불입액과 비교해 본다면, 총연금 불입액의 

13.2~13.4% 정도에 해당하여, 정부가 향후 사적 퇴직 연금 확대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위 범위 내에서 불입액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 이로써, 기

업주의 연금 불입액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제도 확대를 위한 

강한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금 불입액 지원

을 통한 강한 유인을 제시하더라도,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 부조 재정지출 부담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것을 고려한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의 2005년부터 2013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동태적 빈

곤전환모형 분석 통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공적 연금제도의 빈곤효과에 한ㅎ여 연금 정

책의 효과를 논하였던 접근에서 나아가, 사적 연금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연금 제도를 

고려하여, 빈곤탈피 효과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정적 절감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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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공사연금의 전반적인 연금 수급액을 높이

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은 정책 개선인지를 검증하고 있다. 더욱이, 연금 

불입액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기여

한다면, 연금 제도의 확대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적 연금 확대 정책이 야기하는 추가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경로와 재정지원 규모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의 상향 

조정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정부에게 구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연금 정책의 대상자를 넓혀 보장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공적 부조

의 수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 또한 공적 부조 수급대상자의 일부에만 

미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사적 연금의 적용을 받는 계층의 폭을 넓히는 확대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가구 수준을 이용한 미시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거시적인 변수인 정부

의 재정지출절감액을 추정하고 있는 바, 분석 수준의 상이함에 따른 강한 가정을 둔다는 

점에서 추정 상의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의 분석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도 자료 상 한계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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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the Impact of Expanding Pension Reform on Curtailing 
Welfare Expenditures 

Bong-Hwan Kim & Jaebok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whether or how increased pension income will 

curtail welfare expenditures for elderly citizens in Korea. This provides a sense of the 

persuasiveness of the argument that expanding pension reform could be a solution to the 

insecurity of the Korean pension system without increasing fiscal burdens. First, the extent 

to which an increase in an individual’s pension income is associated with alleviating poverty 

is examined by using the poverty transition model with panel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from 2005 to 2013. Second, the extent to which public 

assistance would be reduced is simulated by employing the poverty rates from the first 

model. The findings reveal that 1.0% of married households are forecast escaping poverty 

when their pension income increases by one million won/year. Next, welfare expenditure is 

projected to diminish by 76,240 to 82,750 million won/year, which is approximately 13.2%–
13.4% of the payments required for the additional one million won/year in pension incomes. 

These findings imply that expanding pension reform will contribute towards alleviating 

poverty and reducing welfare expenditures for elderly citizens.

【Keywords: Pension Reform, Welfare Expenditures, Poverty Trans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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