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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자 노동공급 결정의 특징적 요인으로서 주택자산

가격과 가구 내 미혼 성인자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한다. 주택

자산가치의 변화가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고령층의 높

은 실물자산 비중과 높은 빈곤율로 인하여 노동참여 의지가 높은 사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독립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상과 자

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높은 부담은 고령자 가구주의 근로결정에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령층 노동공급에 주택가격과 미

혼성인자녀의 수는 모두 음의 효과를 냈으며 그 크기는 가구 별 특성에

의존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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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에서 주택은 거처인 동시에 투자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물자산(부동산)은 한국에서 가구 내 자산가치 중

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자산가치 대비 실물자산가치의 비중은 가

구주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에 실물자산의 의미는 가

구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중요해진다. 가계금융복지조사(<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실물자산은 전 연령대에서는 가구별 전체 자산의 약

75%이지만, 50대 가구에서는 약 76%,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약 83%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소위 ‘부동산 불패’ 현상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은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

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 잠시 보합시기를 거

쳐 2013년부터는 다시 전국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서

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례 없이 빠르

게 상승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안전자산이라는 지배적

인식 속에서 내집 마련과 이를 통한 차익추구가 유행하며 가구당 전체자

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앞서 데이터에서 나왔듯이, 경제활동을 통한 추가적 소득을 얻기 어려

운 고령층의 실물자산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실물자산(부동산)이 고령자

의 경제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최근

몇 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나

자녀의 독립 이후 점차 집의 크기를 줄이며 그 차익으로 생활비를 마련

하는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고령자 가구가 많다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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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구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2016

또한 최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이후로 전체연령의 경제활동 참가율

은 약 63%에서 정체하는 반면, 5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55～59세 연령에서 2000년 64.3%에서 2016년

72.8%로 16년 만에 8.5% 증가라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인한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감소는 기존의 피라

미드형 인구구조에서 중・장년층이 많은 인구구조로의 변화를 가져와 향

후 고령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와 노동시장에서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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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종합주택유형 매매가격지수 (계절조정)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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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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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특징에서도 최근 고령노동자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7년 발표된 KB골든라이

프보고서(<그림 4>)는 국내 고령노동자의 완전은퇴1) 연령을 보여주는데

74세까지 전체 노동자의 절반(49.5%)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존 노동경제학 문헌에서도 한국의 노동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은퇴연령에 도달하여 기존의 직장에서 은퇴한다고 하여도 상당수가 자영

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잔류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그림 5>)에서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고령자(55세 이상)의 64.1%가 지속적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 또한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근로지속희망 이유도 일하는 즐거움 등의 취미나

자기계발적 성격보다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생계유지형의 이유

가 약 60%에 달했다. 이러한 고령자의 높은 지속적 근로의사의 원인으

로는 최근 지속되는 청년실업난으로 인해 자녀의 취업과 독립이 늦어지

며 가구 내의 생활비 와 자녀 독립 비용에 대한 걱정이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고령층의 낮은 연금수급비율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통계연보(<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대 이후에 비하여 2000년대 이전까지는 40～50대 이상의 연금가입자 수

가 절반 이하이며 이는 현재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며 나아가 고령층의 높은 근로의사로 나타날 수 있다.

1) 완전은퇴는 노동자가 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잔류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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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로자 완전은퇴연령

출처: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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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령자 근로의사 및 근로동기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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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앞서 언급된 것들을 종합하면 한국의 고령층 가구 내 자산의 상당부분

은 실물(주택)자산이며 동시에 고령가구의 상당수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주택자산가격의 변동이 고

령층의 근로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

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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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자산이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특히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으로 “소비의 자산효과”라는 이름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위

연구들은 자산의 실질가치와 소비의 관계를 설명하는 피구효과와 생애주

기가설, 항상소득가설에 기초하여 분석되었다.

그 중 비교적 최근의 연구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acoviello(2011)는 자산가치와 소비량은 상당한 정도의 동조성을 지니며

특히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거나 사람들의 자금 유동성이 많

이 제한되어 있을수록 그 동조성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Cho(2011)는 자산가치가 증가할수록 고소득가구에서는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 이현정

(2015)은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의 소비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최

근 십년간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에서 소비탄력성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자산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어떠한 자산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상당부분의 합의가 존재한다. 그 예로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Hurd et

al.(1984), Burtless(1986), Krueger et al.(1992)), 상속(Holtz-Eakin et

al.(1993), Goodstein(2008)), 주식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수익(Hurd et

al.(2001), Sevak(2002), Coronado et al.(2003), Coile et al.(2011)) 등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가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타자산

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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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주택자산이 고령인력의 노동공급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자산이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공급을 부(-)의 여가의 소비라 본다면 자산가치의 변동이 여가의 소

비(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노동공급의 자산효과’ 분석에 더 적

합한 대상일 수 있는데 이는 청년・중년층에 비하여 고령자의 노동공급

은 당장의 경제적 유인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외, 2010). 반면 청년・중년층에게 있어서 노동공급은 보유자산

등의 당장의 경제적 여건변화 뿐만 아니라 커리어, 평판 및 사회적 인식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클 것이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선행 논문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Goodstein(2008)은 주택자산이 $20,000 증가할 경우 고령자 남자의 노동

참여율이 약 1%p 하락함을 보였다. 또한 Ondrich et al.(2014)은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에의 주택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령남성의 은퇴

시기가 늦추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Farnham et al.(2016)

은 주택가격의 10% 증가는 고령자의 은퇴를 3.2개월, 예상치 못한 주택

가격의 10% 증가는 고령자의 은퇴를 약 4개월 정도 앞당긴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주택가격이 고령자의 은퇴시기를 유의미하게 변화시켰음을 보

여주는 앞의 논문들과는 다르게 Coile et al.(2011)은 미국 CPS데이터를

사용하여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 주택가격의 변화는 은퇴결정

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보였다.

기존의 주택가격변화와 고령자노동공급에 관한 논문들과는 달리 Zhao

et al.(2017)은 주택가격의 변화에 더불어 재산세의 존재를 함께 고려하

였다. 주택가격의 증가는 고령자 가구의 노동참여를 감소시키지만 동시

에 그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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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가격의 증가와 재산세의 증가로 인한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외국에서 최근 이러한 주택자산과 고령층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주택가격이 고령자

의 노동공급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다. 다만, 국내에

서 주택가격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앞서 이현정(2015)의 연구와 같이

주로 소비의 자산효과, 여성의 노동활동, 결혼, 출산(서미숙(2013)), 가계

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있다. 고령자의 노동공급결정에

관한 논문으로는 Chang(2002)이 있지만 1개년도의 횡단면자료만을 이용

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고령자의 노동공급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성인자녀의 효

과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흔히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할 때 미취

학 자녀(박효진 외(2012))나 미성년자녀(김대일(2008))의 존재를 고려하

기도 하나 이때도 성인자녀의 존재는 주요 관심 외의 변수였다. 그러나

이에스더(2013)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자녀의 학업기간과 청년

실업의 증가는 중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주요 원인이다. 즉 자녀

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고령자의 노동공급결정에서 성인자녀의 존

재도 주요 고려대상일 수 있다. 특히 결혼 등으로 인한 향후 자녀의 독

립비용에서 상당부분(약 70% 이상)이 주택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가격과 성인자녀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자 노동공급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과 기존에 노동공급을 분석할 때에는 잘 고려되지 않았던 가구 내 성

인자녀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 그리고 성인자녀와 고령층 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택가격이 고령층 근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다각도로 추정한

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문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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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및 분석방법

1. 데이터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노동패

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6차～19차(2003년～2016

년) 데이터를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내 가구

원을 대표하는 표본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과 자산변동, 교육, 혼인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1998년 최초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

국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 및 가구관련 패널조사이며 전국 5,000여 가구

의 가구주 및 가구원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자산가격

및 가구특성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종단면자료이자 가구

별 주택가격이 자가보고되어 있는 한국노동패널을 분석 데이터로 삼았

다.

주요 분석대상으로는 50세 이상 85세 이하의 자가소유 주택이 있는 가

구주로 하였으며 이는 관습적으로 50세 이상부터 장년(長年)층으로 분류

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도 50세 이상부터 준고령자로 분류하기 때문

이다. 또한 85세 이하로 한정한 것은 75세가 지난 이후에야 대부분이 은

퇴하는 한국의 노동형태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나이가 많은 근로

자를 제외하여 연구에 보다 신뢰성을 더하기 위함이다.

몇몇 선행논문에서는 주택가격 변동을 지역단위의 집값 지수 데이터

(미국의 경우 county별)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의 집값이 급등/급락하여도 임차인(renter)의 경제행위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기에 이들을 통제집단으로 두고 자가주택소유자(owner)를

처지집단으로 하여 집값이 급변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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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값지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가구에서 직접 보고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미국과는 달리 아직 한국의 데이터에서는 기초자치단체(미국의

county)별 집값변동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있지 못하며

장기적인 데이터는 광역단위로 수집되어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

에서는 각 구별 주택가격 데이터는 구축되어있지 못하며 강북/강남 정도

로만 구별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강남이라 할지라도 강남3구(서초, 강

남, 송파)와 서울 서남부권의 부동산시장의 양상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집값변동의 차가 크므로 지역단위로 수집된 집값 데

이터를 각 가구별 경제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인 Ferreira et al.(2012)에서는 미국 전역에서의 주택가

격의 급등/급락이 존재할 때 각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실제 변동양

상은 지역 간에 매우 상이해졌음을 보였다.

둘째, 개인이 직접 보고한 집값을 사용할 경우 이 분석결과는 실제 사

람들이 자각하는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의 경우 과거부터 집값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기에 각 가구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자산의 가치에 대한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물론 직접 보고한 주택가격을 사용할 경우

관측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 계량 이론적으로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지

만, 실제 노동패널조사에서 각 가구가 주택가격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체

계적으로 과소 및 과대 보고한다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자가주택보유

비율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2013～2016년의 전 연령대의 평균

자가주택 보유율은 60%정도이지만 본 분석의 대상인 50대 이상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이보다 높다. 특히 60대 이상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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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기에 본 연구와 같이 고령자에 초점을 둔 분석에서는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로만 한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2013 2014 2015 2016

전체연령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그림 7> 연령별 자가주택보유 비율

출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 조사

분석 시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주당 노동공급시간이며 이는

각 가구원이 스스로 보고한 값을 사용하였다. 노동시장 참여여부는 조사

당시 노동공급여부에 대한 답변을 사용하였으며 주당 노동공급시간은 정

규직의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추가근로시간을 더한 값이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각각의 노동공급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는 주택자산가격과 가구 내 미혼성인자녀의 수이다. 주

택자산가격은 조사 당시 각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보고한

것이기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자가주택이 있는 가구주로 한정된다.

가구 내 미혼성인자녀는 혼인경력이 없으며 가구주 부모와 동거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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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 만 19세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였다. 동거하는 자녀로 한정한 이유

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의 특성 상 분가한 자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

려운 문제가 있다.

사용한 데이터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1>과 같고

변수 당 최대 관측개수는 29,800개이다. 우선 노동지표를 살펴보면 표본

의 약 6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63.2%이고 남성의 경우 74.1%인 것

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분석의 표본이 전체 연령이 아닌 50세

이상 85세 이하이라는 것, 평균 연령이 64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합당한

수준이다. 평균 주당노동공급시간은 약 26시간 12분으로 이 또한 표본의

나이에 비추어 본다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당 근로시

간은 매일 16시간씩 일한다고 했을 때 7일(일주일)을 곱하여 112시간 이

하로 한정하였는데 이를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로 보았으며 이보다

큰 경우는 가구에서 잘못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략하였다.

가구당 주택가격은 평균 1억 9,311만원이고 미혼성인자녀수는 가구당

평균 0.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들이 0.29명, 딸이 0.21명으

로 동거하는 아들이 조금 더 많으며 직장이 있는 자녀가 0.26명, 직장이

없는 자녀가 0.24명으로 근소하게나마 직장이 있는 성인자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본인의 특성으로는 전체 가구주의 78%가 남성이고 평균적으로

보통 정도의 건강2)상태이며 학력3)은 평균적으로 중졸과 고졸 사이정도

로 나타났다. 가구 내의 미성년자 자녀는 평균 0.05명으로 평균 연령이

65세인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상대로 매우 적은 수만 존재했다.

가구주의 배우자는 평균 31%정도 노동에 참여했으며 평균 주당노동시

간은 13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의 금융자산은 평균 2,791만원,

2) 1부터 5까지의 5단계 척도이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건강함

3) 1은 중졸이하, 2는 고졸, 3은 전문대졸, 4는 대졸, 5는 대학원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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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3,884만원이며 약 34%의 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추

가적인 주택을 소유했다. 거주지역은 전체 가구 중 서울에 16%, 서울 강

남지역에 서울거주 가구주 중 38%(전체 가구주의 6%), 수도권지역에

34%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한국의 지역별 인구분포와 크게

괴리되지 않은 표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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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노동여부 29796 0.60 0.49 0 1

근로시간 29800 26.22 27.40 0 112

로그 근로시간 29800 2.06 1.94 0 4.73

주택가격(만) 29800 19311.8 24616.7 0 800000

로그 주택가격 29800 9.39 1.03 0 13.59

미혼성인자녀수 29800 0.50 0.75 0 5

미혼성인아들수 29800 0.29 0.53 0 3

미혼성인딸수 29800 0.21 0.50 0 4

有직장 미혼성인자녀수 29800 0.26 0.54 0 4

無직장 미혼성인자녀수 29800 0.24 0.52 0 3

나이 29800 64.17 9.18 50 85

성별(더미) 29800 0.78 0.42 0 1

건강 29800 2.90 0.90 1 5

교육수준 29800 1.80 1.10 1 5

미성년자녀수 29800 0.05 0.23 0 2

배우자 노동여부 29799 0.31 0.46 0 1

배우자 노동시간 29800 13.50 23.38 0 168

로그 배우자 노동시간 29800 1.08 1.73 0 5.13

금융자산(만) 29795 2791.6 8744.4 0 520000

로그 금융자산 29795 4.78 3.74 0 13.16

부채(만) 29800 3884.0 14898.0 0 750000

로그 부채 29800 3.62 4.18 0 13.53

다주택 소유여부 29800 0.34 0.47 0 1

거주지역 29800 23.9 34.6 2 102

서울지역(더미) 29800 0.16 0.37 0 1

서울강남지역(더미) 4908 0.38 0.49 0 1

수도권지역(더미) 29800 0.34 0.47 0 1

<표 1> 기초통계량



- 16 -

2. 분석방법

관측대상 별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

여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을 사용한다. 고정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개체별 특수성이 존재할 때 그 관찰되지 않는 특수성()이 관찰되

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본 데이터의 LM검

정과 Hausman검정 결과 의 분산과  이 모두 0이라는 것이

기각되므로 개체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노동시간에 관하여는 패널토빗(Tobit)모형을 설정한다. 이는 노동시간

은 0미만으로 관측될 수 없기에 아래로 중도 절단된 회귀모형

(Left-censored Regression Model)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 … [1]

첫 번째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로 참여 시 1, 불참 시 0의 값

을 지니는 이진변수이며 두 번째 종속변수는 로그주당근로시간이다. 독

립변수는 로그주택가격(), 미혼성인자녀수(), 그리고 둘의 교차항

이며 교차항을 넣는 이유는 다음 Ⅳ장의 분석결과에서 결과 해석 시 설

명하도록 한다. 통제변수는 가구주의 나이, 나이, 학력, 건강상태, 미성

년자자녀수, 조사당해년도의 로그금융자산과 로그부채, 다주택소유여부더

미, 배우자의 노동공급4)이다. 또한 연도더미()와 지역더미()를 포함하

여 연도와 거주지에 따른 관측되지 않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4)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관한 분석 시,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여부를 사용하며 주당근

로시간에 관한 분석 시, 배우자의 주당근로시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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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5)

1. 기초 결과

계수값 (1) (2) (3) (4)

t-값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주택가격
-0.0094** -0.0075 -0.0090** -0.0033
-2.02 -1.3 -2 -0.6

미혼성인자녀수
-0.0023 -0.0912* 0.0071* 0.0082
-0.06 -1.86 1.67 1.54

교차항
0.001 0.0103**

0.24 2.05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48742 29791 48742 29791
R2 0.0638 0.0817 0.0638 0.0813

* p<0.1, ** p<0.05, *** p<0.01

<표 2> Baseline Result (노동여부)

계수값 (1) (2) (3) (4)

z-값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주택가격
-0.0706*** -0.0402** -0.0610*** -0.0161

-5.36 -2.22 -4.92 -0.95

미혼성인자녀수
-0.1756* -0.4560*** 0.0184* 0.0075
-1.92 -3.65 1.80 0.55

교차항
0.0201** 0.0481***
2.14 3.74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48754 29794 48754 29794
* p<0.1, ** p<0.05, *** p<0.01

<표 3> Baseline Result (노동시간)

5) 분석결과는 가구주 표본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며 전체 표본은 참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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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표 3>은 Ⅲ장의 식 [1]을 데이터 내 모든 표본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이다. 각 표의 회귀분석 (1), (2)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 ⋯

 



 ⋯

… [2]




 

 … [3]





 

 … [4]

[2]식의 첫 번째 식은 교차항을 포함한 경우이고 두 번째 식은 교차항

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두 식을 각각 로그주택가격과 자녀수로 편

미분하면 [3]과 [4]가 도출된다. 교차항을 넣지 않았을 때 주택자산가격

변화의 효과는 
임에 반해 교차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과 ‘×성인미

혼자녀수’로 분리된다. 따라서 은 동거하는 성인자녀수가 0인 가구주가

주택가격이 변동할 때 노동공급의 변화량이다. 또한 미혼성인자녀수에

관해서도 교차항을 넣지 않았을 때 자녀수의 변화의 효과가 
임에 반해

교차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와 ‘×로그주택가격’으로 분리된다. 따라

서 는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로그주택가격이 0인 가구주가

미혼성인자녀수가 변동할 때 노동공급의 변화량이다.

<표 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없는 가구주의)주

택가격이 100% 증가하였을 때 노동참여율은 약 0.75% 감소하며 (소유하

고 있는 집의 로그주택가격이 0인 가구주의)자녀의 수가 1명 증가했을

때 노동참여율은 약 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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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비교하면, 노동여부에서 교차항을 넣지 않았을 때에는 주택가

격과 자녀수 변화에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계수가 거의 0에 가까운 반면

교차항을 넣었을 경우 계수값의 크기가 증가하며 더 유의하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표 3>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없는

가구주의)주택자산가치가 100% 증가하였을 때 주당근로시간은 약 4%,

즉 평균값 26.2시간에 비추어보면 약 1시간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집의 로그주택가격이 0인 가구주의)자녀가 1명

증가했을 때 주당 근로시간은 45%, 즉 평균값 26.2시간에 비추어보면 약

11.79시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2), (4)의 결과를 비

교하면, 노동여부의 분석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교차항을 넣을 경우 대체로 분석결과가 유의해지는 편이며

그 부호는       의 모습을 띈다. 반면 교차항을 넣지 않

을 경우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편이며 그 부호는 
  

  의 모습

을 띈다. 위에서 나타난 Baseline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여

러 가지 분석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의 함의를 해석해보면 주택가격의 상승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없

는 고령자 가구주의 노동공급을 분명히 감소시킨다. 그리고 가구 내 미

혼성인자녀수의 증가는 소유하고 있는 집의 로그주택가격이 0인 고령자

가구주의 노동공급을 분명히 감소시킨다. 그러나 의 값이 양수이므로

가구 내 성인자녀수가 많을수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높아질수

록 노동공급의 감소효과는 약해진다.6)

비록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는 엄밀하게 논증할 수 없지만 교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고 추측된다. 첫째로,

6) <표 2>의 회귀분석 (2), (4)의 결과를 한 예로 계산해보면, 기초통계량에서 미혼성인

자녀수()는 평균 0.5명이므로 –0.0075+(0.0103×0.5)=-0.0024≈-0.0033 으로 계산된

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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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상승은 그 자체로 가구주가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그러나 아직 독립하지 못한 미혼성인자녀의 향후 독립비용(결혼비

용, 집값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고령자 부모가 쉽사리 노동을 감소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로, 동거하는 미혼성인자녀는 노동을 통해 가구소득

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령자 부모는 미혼성인자녀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으나 동시에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노동공급을 쉽사리 줄이지 못한다. 이는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주택자산가치가 높다는 것

은 그에 따르는 각종 비용(재산세, 관리비, 감가상각 등)도 높기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더 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강한 가정

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만약 고령자 부모가 자신의 주거수준만큼 자녀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여 및 상속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고령자 부모가 쉽사리 노동을 줄이지 못할 수도 있다.

2. 자녀의 특성

Baseline 분석에서 나아가 자녀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반영하여 분석해

보았다. 자녀의 취업여부 및 성별, 또한 자녀가 취업자일 경우에 한정하

여 성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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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녀의 취업여부

계수값 (1) (2) (3) (4)

t-값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주택가격
-0.0110** -0.0081 -0.0074 -0.0021

-2.43 -1.46 -1.62 -0.37

有직업자녀수
-0.0863* -0.2151***
-1.77 -3.54

교차항1
0.0096* 0.0231***
1.91 3.69

無직업자녀수
0.0875* 0.0628

1.9 1.15

교차항2
-0.0087* -0.0059

-1.84 -1.06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48742 29791 48742 29791

R2 0.0639 0.0822 0.0638 0.0813
* p<0.1, ** p<0.05, *** p<0.01

<표 4> 자녀의 취업여부에 따른 비교 (노동여부)

<표 4>와 <표 5>의 회귀분석 (2), (4)는 취업한 미혼성인자녀로 인하

여 고령자 부모(가구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선택을 하지만 아직 취업

하지 못한 미혼성인자녀는 고령자 부모가 오히려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미성년

자녀 또한 고령자 부모의 노동공급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즉 고령자

부모의 노동공급 결정에 있어서 미취업 성인자녀는 미성년자녀와 비슷하

게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에스더(2013)의 결과7)와 함의하는 바

가 유사하다.

7)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 교육년수의 증가, 20대 청년의 실업문제는 성인자녀

를 둔 중년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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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선 <표 2>와 <표 3>에서 미혼성인자녀 전체에 대한 분석에

서보다 위의 분석에서의 취업한 자녀에 대한 효과의 계수()의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보아 취업한 자녀는 부모의 노동공급 선택에 있어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추측의 가정을 받아들인다

면 교차항의 계수()의 크기도 커진 것은 한국에서는 보통 성인자녀가

취업 후에 결혼 및 독립을 하게 되므로 취업을 한 것 자체가 부모의 노

동공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주택가격은 노동공급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계수값 (1) (2) (3) (4)

z-값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주택가격
-0.0729*** -0.0398** -0.0577*** -0.0138
-5.71 -2.28 -4.54 -0.79

有직업자녀수
-0.4694*** -0.9338***
-3.91 -5.65

교차항1
0.0490*** 0.0947***

3.95 5.53

無직업자녀수
0.1702 0.1628

1.38 0.98

교차항2
-0.0149 -0.0131

-1.18 -0.77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48754 29794 48754 29794

* p<0.1, ** p<0.05, *** p<0.01

<표 5> 자녀의 취업여부에 따른 비교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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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녀의 성별

<표 6>과 <표 7>에 따르면 동거하는 미혼성인아들은 고령자 부모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동거하는 미혼성인딸은 부모의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들과

딸의 변수를 따로 넣어 분석했을 때와 같이 넣어 분석했을 때 모두 동일

하게 나타났다.

계수값 (1) (2) (3) (4) (5) (6)

t-값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주택가격
-0.0082* -0.0042 -0.0100** -0.0068 -0.0092** -0.0073

-1.77 -0.74 -2.21 -1.2 -1.97 -1.27

미혼성인아들수
0.0278 -0.0415 0.0377 -0.0219

0.52 -0.63 0.7 -0.33

교차항1
-0.0029 0.0045 -0.004 0.0023
-0.53 0.66 -0.72 0.34

미혼성인딸수
-0.047 -0.1812** -0.0515 -0.1787**

-0.74 -2.29 -0.81 -2.26

교차항2
0.0066 0.0207** 0.0071 0.0205**

1 2.54 1.07 2.5
통제변수 Y Y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Y Y

N 48742 29791 48742 29791 48742 29791
R2 0.0638 0.0816 0.0638 0.0818 0.0639 0.0822

* p<0.1, ** p<0.05, *** p<0.01

<표 6> 자녀의 성별에 따른 비교 (노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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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1) (2) (3) (4) (5) (6)

z-값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주택가격
-0.0628*** -0.0229 -0.0689*** -0.0347** -0.0699*** -0.0395**

-4.85 -1.29 -5.41 -1.98 -5.30 -2.18

미혼성인아들수
-0.0895 -0.2531 -0.0456 -0.1885

-0.70 -1.45 -0.36 -1.08

교차항1
0.0088 0.0254 0.0041 0.0185

0.67 1.41 0.31 1.02

미혼성인딸수
-0.3316** -0.7863*** -0.3291** -0.7738***

-2.31 -4.08 -2.28 -4.00

교차항2
0.0394*** 0.0847*** 0.0391*** 0.0833***

2.65 4.25 2.62 4.16

통제변수 Y Y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Y Y

N 48754 29794 48754 29794 48754 29794
* p<0.1, ** p<0.05, *** p<0.01

<표 7> 자녀의 성별에 따른 비교 (노동시간)

2-3. 자녀의 취업여부와 성별

<표 8>과 <표 9>는 앞선 <표 6>과 <표 7>와 비교하여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만약 자녀를 모두 취업자로 한정한다면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고령자 부모의 노동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8>과 <표 9>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아들인 경우에도 그 효과가

유의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는 여전히 자녀가 딸인 경우가 더 크다.

위 분석에 따르면 취업 후에도 고령자 부모는 아들보다 딸에게 부양부담

을 더 많이 지우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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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1) (2) (3) (4) (5) (6)

t-값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주택가격
-0.0101** -0.0058 -0.0099** -0.0057 -0.0110** -0.0081

-2.25 -1.04 -2.18 -1.03 -2.42 -1.46

미혼성인아들수

(有직업)

-0.0886 -0.1948** -0.0833 -0.1844**

-1.39 -2.42 -1.31 -2.31

교차항1
0.0096 0.0209** 0.009 0.0198**

1.45 2.52 1.37 2.4

미혼성인딸수

(有직업)

-0.0934 -0.2647*** -0.0883 -0.2547***

-1.18 -2.76 -1.12 -2.65

교차항2
0.0107 0.0283*** 0.0102 0.0273***

1.31 2.86 1.24 2.74
통제변수 Y Y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Y Y

N 48742 29791 48742 29791 48742 29791

R2 0.0638 0.0816 0.0638 0.0818 0.0639 0.0822
* p<0.1, ** p<0.05, *** p<0.01

<표 8> 자녀의 성별에 따른 비교 _ 취업자녀 (노동여부)

계수값 (1) (2) (3) (4) (5) (6)
z-값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주택가격
-0.0680*** -0.0284 -0.0657*** -0.0280 -0.0727*** -0.0397**

-5.38 -1.64 -5.23 -1.63 -5.69 -2.27

미혼성인아들수

(有직업)

-0.5239*** -0.8827*** -0.5020*** -0.8478***

-3.16 -3.86 -3.03 -3.70

교차항1
0.0528*** 0.0887*** 0.0504*** 0.0849***

3.06 3.73 2.92 3.57
미혼성인딸수

(有직업)

-0.4385** -1.0579*** -0.4178** -1.0295***

-2.40 -4.26 -2.28 -4.14

교차항2
0.0480** 0.1086*** 0.0458** 0.1055***

2.54 4.23 2.42 4.10

통제변수 Y Y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Y Y

N 48754 29794 48754 29794 48754 29794
* p<0.1, ** p<0.05, *** p<0.01

<표 9> 자녀의 성별에 따른 비교 _ 취업자녀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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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주의 연령

<표 10>과 <표 11>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60대 부모는 자녀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내에 미혼성인

자녀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50대

부모는 자녀가 취업하게 된다면 노동공급을 줄일 의향이 있지만 자녀가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노동공급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70대 부모는 자녀수에 의한 효과가 거의 미미하거나 오히려 자녀수가 취

업한 미혼성인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해서, 50대 고령자는 자녀가 취업하여 자리를 잡지 않는 한

노동공급을 줄이지 않으나 60대 고령자는 그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줄

이기 시작한다. 반면 70대가 넘어서 동거하는 미혼성인자녀가 있을 경우

에는 오히려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변동의 효과에 있어서는 50대 부모와 70대 부모는 가격이 증

가할수록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60대 부모는 오히려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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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1) (2) (3) (4) (5) (6)

t-값 50대 50대 60대 60대 70이상 70이상

주택가격
-0.0123 -0.0175* 0.0028 0.004 -0.0069 -0.0058

-1.22 -1.83 0.31 0.45 -0.89 -0.76

미혼성인자녀수
0.01 -0.2552*** 0.0171

0.21 -2.74 0.12

교차항1
-0.0008 0.0267*** 0.0035
-0.17 2.79 0.24

미혼성인자녀수

(有직업)

-0.1046* -0.3403*** 0.3175*

-1.75 -3.15 1.83

교차항2
0.0107* 0.0351*** -0.0286

1.76 3.16 -1.59
통제변수 Y Y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Y Y
N 10882 10882 9930 9930 8979 8979

R2 0.0513 0.0517 0.0615 0.0619 0.1008 0.1008
* p<0.1, ** p<0.05, *** p<0.01

<표 10> 가구주에 연령에 따른 비교 (노동여부, 가구주)

계수값 (1) (2) (3) (4) (5) (6)

z-값 50대 50대 60대 60대 70이상 70이상

주택가격
0.0740** 0.0462* -0.0276 -0.0256 -0.0255 -0.0244

1.94 1.33 -0.88 -0.83 -1.49 -1.43

미혼성인자녀수
0.0675 -0.7908** 0.3198

0.31 -2.81 1.19

교차항1
-0.0057 0.0796** -0.0267

-0.25 2.72 -0.94

미혼성인자녀수

(有직업)

-0.6861** -1.1130*** 0.7512**

-2.40 -3.36 2.18

교차항2
0.0645** 0.1113*** -0.0710*

2.19 3.24 -1.95
통제변수 Y Y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Y Y

N 10885 10885 9930 9930 8979 8979
* p<0.1, ** p<0.05, *** p<0.01

<표 11> 가구주에 연령에 따른 비교 (노동시간,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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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조사시점

<표 12>와 <표 13>은 기간에 따라 샘플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자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주택가격 변동을

비롯한 어떠한 주요 변수들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호와 유의도를 나타내주며 특히 주택가격변동 효과의 크기는

전체기간에 비하여 약 2배정도 증가(주택가격 100% 증가 시 노동참여율

1.8% 하락)하였다.

계수값 (1) (2) (3) (4)
t-값 ‘03∼’08 ‘09∼’16 ‘03∼’08 ‘09∼’16

주택가격
0.0036 -0.0164* 0.0019 -0.0172*
0.57 -1.7 0.31 -1.79

미혼성인자녀수
0.0042 -0.1042*

0.08 -1.83

교차항1
-0.0012 0.0113**

-0.23 1.96

미혼성인자녀수

(有직업)

-0.0652 -0.2535***

-0.98 -3.07

교차항2
0.0054 0.0270***

0.78 3.21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9519 20272 9519 20272

r2 0.0552 0.06 0.0557 0.0607
* p<0.1, ** p<0.05, *** p<0.01

<표 12> 기간에 따른 비교 (노동여부,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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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1) (2) (3) (4)

z-값 ‘03∼’08 ‘09∼’16 ‘03∼’08 ‘09∼’16

주택가격
-0.0014 -0.0768*** 0.0035 -0.0800***

-0.06 -2.91 0.14 -3.11

미혼성인자녀수
-0.1975 -0.4016**

-1.02 -2.08

교차항1
0.0197 0.0422**
0.97 2.15

미혼성인자녀수

(有직업)

-0.2904 -1.0193***

-1.23 -3.92

교차항2
0.0226 0.1055***

0.91 3.99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9522 20272 9522 20272

* p<0.1, ** p<0.05, *** p<0.01

<표 13> 기간에 따른 비교 (노동시간, 가구주)

5. 가구주 거주지

거주지에 따라 서브샘플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표본(Baseline

분석)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계수의 부호의 양상은 모두 일치하였다. 그

러나 주택가격변화의 효과에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은 유의도가 지방에

비하여 매우 떨어졌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은 지방에 비하여 직업이 있

는 미혼성인자녀수에 대한 노동공급 감소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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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1) (2) (3) (4)

t-값 전국 전국 서울 서울

주택가격
-0.0075 -0.0081 -0.0107 -0.005

-1.3 -1.46 -0.51 -0.25

미혼성인자녀수
-0.0912* -0.2288

-1.86 -1.56

교차항1
0.0103** 0.0247*
2.05 1.74

미혼성인자녀수

(有직업)

-0.2151*** -0.2911*

-3.54 -1.81

교차항2
0.0231*** 0.0311**

3.69 1.98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29791 29791 4907 4907

r2 0.0817 0.0822 0.0983 0.0982
계수값 (5) (6) (7) (8)

t-값 수도권 수도권 지방 지방

주택가격
-0.0075 -0.005 -0.0074 -0.0095

-0.55 -0.37 -1.14 -1.53

미혼성인자녀수
-0.1938** -0.0383
-2.16 -0.58

교차항1
0.0201** 0.0049
2.3 0.7

미혼성인자녀수

(有직업)

-0.2665** -0.2149***

-2.33 -2.61

교차항2
0.0279** 0.0233***

2.49 2.65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10186 10186 19605 19605

r2 0.08 0.0805 0.0818 0.0823
* p<0.1, ** p<0.05, *** p<0.01

<표 14> 거주지에 따른 비교 (노동여부,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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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1) (2) (3) (4)

z-값 전국 전국 서울 서울

주택가격
-0.0402** -0.0398** -0.0512 -0.0116

-2.22 -2.28 -0.99 -0.24

미혼성인자녀수
-0.4560*** -1.1031***

-3.65 -3.47

교차항1
0.0481*** 0.1088***
3.74 3.54

미혼성인자녀수

(有직업)

-0.9338*** -1.1982***

-5.65 -2.95

교차항2
0.0947*** 0.1166***

5.53 2.97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29794 29794 4907 4907

계수값 (5) (6) (7) (8)
z-값 수도권 수도권 지방 지방

주택가격
-0.0605* -0.0478 -0.0212 -0.0276
-1.68 -1.40 -0.97 -1.32

미혼성인자녀수
-0.9020*** -0.2910

-3.99 -1.62

교차항1
0.0887*** 0.0322*

4.02 1.67
미혼성인자녀수

(有직업)

-1.3309*** -0.9848***

-4.67 -4.06

교차항2
0.1295*** 0.1030***
4.61 3.95

통제변수 Y Y Y Y

연도효과 Y Y Y Y
지역효과 Y Y Y Y

N 10187 10187 19607 19607
* p<0.1, ** p<0.05, *** p<0.01

<표 15> 거주지에 따른 비교 (노동시간,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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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가구 내 동거자녀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자산가격이 고령

층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전의 논문과는 달리

주택가격변화와 미혼성인자녀의 존재가 고령층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분석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증가는 고령자 가구주의 노

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동거하는 미혼성인자녀의 존재

는 고령자 가구주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미혼성인자녀가 취업자일수록, 아들보다는 딸일수록 그 효과가 더 분명

하고 강하게 나타났다. 가구주에 따른 특성도 일정부분 발견할 수 있었

는데 고령층 가구주가 젊을수록 노동공급결정에 동거하는 자녀의 취업여

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택가격, 가구 내 성인자녀, 고령자 노동공급의 관

계를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

하여 그 효과가 실현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차후 연구에서 발전시켜야 할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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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ing Wealth and Labor

Supply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each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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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how housing wealth and single adult children

effect on the labor supply of the elderly parents in Korea.

Considering high ratio of household assets among total assets and

high willing to work due to high poverty rate, the rise and fall of

housing prices could change the labor supply of the elderly. Also,

children's belated separation age from parents and high cost of

children's future marriage could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working decisions of the elderly parents. The result shows that both

housing price and the number of unmarried children have negative

effects on working decisions of the elderly workers, and the scale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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