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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은퇴자가 노후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거주주택을 유동화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현상에 주목하였고, 현상에 대한 예

측을 위해 거주주택 외에는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어 거주주택을 유동화해

야만 노후생활이 가능한 은퇴자를 선택의 주체로 가정한 뒤,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주택 유동화방안을 주택연금, 부분임대, 부분매각, 전세임차 네 가

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주택가격상승

률·이자율을, 은퇴자 개인 특성 변수는 주택가격·기대여명을, 은퇴자의 선택 변

수는 임대지분비율, 매각지분비율, 매매가대비전세가율로 두고 이 변수들을 토

대로 각 방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효용과 주거효용에 관한 수리모형을 구성

한 뒤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택지분이 남아있는 부분임대와 부분

매각의 노후자산가치가 크게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연금과 

전세의 노후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일시

에 주택지분이 유동화되는 부분매각과 전세의 노후자산가치가 주택연금과 부분

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노

후생활비 발생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치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은퇴자가 기대여명을 짧게 예상한다면 부분매각과 전세

가, 길게 예상한다면 주택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퇴자의 선택은 각 방안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의 크기를 

충분조건으로 하는데, 부분임대의 경우 모든 지분을 임대하여도 노후생활비가 

주택연금에 비해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부분매각이나 전세임차의 경우 은퇴자

의 기대여명이 연장될수록 주택연금의 노후생활비와 동일한 수준의 노후생활비

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지분비율을 증가시키거나 매매가대비전세가율이 더 낮

은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임대지분비율과 매각지

분비율을 증가시킬수록 노후생활비는 더 확보되지만, 줄어드는 주거면적에 대



한 주거효용을 고려할 경우 주택연금과 전세임차의 노후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최근과 같이 매매가대비전세가율이 전국적으로 상승하

고 있는 추세라면 전세임차의 경우 노후생활비가 전세금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기대여명의 연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은퇴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주택연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택연금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주택가격이 저평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주택가격 변동이 장기 안정세거나 하

락세일 경우 기대여명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액만으로도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

로 조달하면서 다른 방안의 유동화하지 않은 주택지분에 상당하는 자산을 축

적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선택한 경우 노후생활비의 

크기와 노후자산가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은퇴자 개인의 특성과 주어진 조건은 각기 다르므로 은퇴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선택에 대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

하지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개인의 기

대여명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이자율이 더 이상 상

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은퇴계층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의 선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은퇴자가 주택연금을 차후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써 선택한다면 현재 거

주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의 유동화를 위한 주거이

동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거주주택의 유동화가 필요한 은퇴계층 

중에서 주택연금을 선호하는 은퇴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은퇴계층의 주거이동 

확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주요어 : 은퇴, 노후소득, 거주주택, 유동화

학  번 : 2012-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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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국민의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은퇴계층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적연금이 있지만 수급자가 한정적이며 소득대체율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별다른 노후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여생의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개인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은퇴계층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주택이므로, 은퇴자는 거주주택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은퇴계층의 거주주택 유동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

어 왔는데, 이는 크게 주택지분(housing equity)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거

나 투자하는 방안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주택지분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은퇴

자의 역모기지 이용에 관한 연구와 은퇴 이후의 주거규모·점유형태 변화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택지분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임대사업 수요 전망, 세

대구분형 아파트 프로그램 마련 등의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는 이 방안들을 함께 다루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떤 방안이 다수의 거주

주택 유동화가 필요한 은퇴자에게 선호될지 불확실하여, 은퇴효과로 인한 주

택·부동산시장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자가 기대여명 동안 노후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주주택의 유동화방안에 대한 은퇴자의 선택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은퇴 이후 모든 자산을 소비로 소모하여 거주주택을 유동화해야만 노후

생활이 가능한 은퇴자를 가정한다면, 은퇴자가 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생계비 

조달 여부는 충분조건이며, 기대여명 동안의 생계비가 확보된 다음 유산으로 

남길 자산의 크기가 그 이후의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방안별로 발생하는 금전가치에 대한 수리모형을 구성한 뒤, 모형을 구성하

는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은퇴자의 선택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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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거주주택 유동화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택지분 전부를 서서히 처분하는 주택연금이다. 은퇴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거주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주택지분 일부를 투자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부분임대이다. 주택

지분을 주거면적으로 전환하여 바라보면 거주주택의 일부 면적을 임대하는 방

식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세대

내 공간을 분할하여 임대하는 세대구분형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주택지분 일부를 일시에 처분하는 부분매각이다. 거주주택의 규

모를 축소하여 더 낮은 가격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가격의 차익을 노후생

활비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는 주택지분 전부를 일시에 처분하는 전세임차이다. 거주주택을 매

각하고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매각한 주택지분 

중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노후생활비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이상 네 가지 방안은 남아있는 주택지분의 크기와 유동화되는 지분의 크

기가 서로 다르다. 주택지분은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을 받으며, 유동화된 지분

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기대여명에 따라 노후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유동화 지분의 비율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주거면적이 변화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위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각 방안의 효용 변화에 초점을 맞

추어 각 방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와 기대여명의 마지막 시점에 남아

있는 노후자산가치를 비교한다. 

이어서 II장에서는 거주주택의 유동화에 관한 논의와 이론을 검토하고 이

를 토대로 III장에서 구성한 모형을 IV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택조건을 

분석한 후 V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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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은퇴와 거주주택 유동화

은퇴계층의 거주주택 유동화에 관한 문제인식은 그들의 은퇴 이후 소득과 

자산구성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 은퇴 이후의 정기적인 소득은 은퇴자가 새로

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안전망인 공적연금으로부터 조달해야하

는데 현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율은 31%에 그치고(김훈, 2013), 실

질소득대체율은 18% 수준에 불과(국민일보, 2013.10.30.)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노후소득 부족과 더불어 노후대비 정도도 부족하여, 50대 이후 은퇴

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한 중고령자가계의 80%는 노후대비가 불충분하다고 

자가 판단하였다(정운영·이희숙, 2010).

이렇게 정기적인 소득은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준비는 불충분한 것에 반해 

은퇴계층의 자산구성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순자산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

는 비중은 42%이며, 60대 이상에서는 4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인식아래 은퇴계층이 노후에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주택을 축소, 처분

하는 등 유동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거주주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주거이동 후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주택을 처분한다는 것은 거주주택

을 매각하고 주택점유를 자가에서 임차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은퇴를 경험한 

고령계층에서의 거주주택 축소 및 처분은 각각 거주주택으로부터 유동화된 소

득을 발생시키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은퇴 이후에 활용 가능한 노후생활비

를 조달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접근해 왔다. 이들 연구는 주로 은퇴계층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또는 자산구성 특징, 주택가격상승과 같은 환경적 특징에 

따른 거주주택 유동화 조건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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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외(2009)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생애주기상 1인당 60대 이상 

단계는 은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며 가구원 수의 감소 등 가족 구성원의 변

화를 겪는데 반해, 주거면적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넓으며 주택소유를 계속 선

호하여 주거면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수요에 대한 소득·

주거비용의 민감도가 큰 이들 계층은 주택을 과소비 하고 있으며 경기변화에 

따라 주거수준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철·이경애(2013)에서 고연령 소유가구의 주거이동은 주로 가구주의 교

육수준, 건강상태, 건강상태의 변화 및 가구원 수의 변화와 같은 인구학적 요

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주택자산비율과 같은 유형별 자산구성 비율도 주거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유에

서 임차로 주택점유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총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연령의 가구일수록 주택을 매각하고 임차

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거이동의 시기는 가구주가 높은 연

령에 도달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고진수·최막중(2012)에서는 생애주기상 장년의 유자녀가구에서 건강한 노

년 부부가구로 이행하는 연령효과의 단계에서는 자가비율 및 주택소비면적이 

증가하지만, 노년가구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배우자와의 사별로 독거상태가 되

면 자가비율과 주택소비면적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형·김경환(2011)은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 

주택을 보유한 가구 등 주택시장의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집

단으로 표본을 한정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은퇴 이후 10년 상당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거면적을 줄일 가능성은 

크지만 주택의 소유 측면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계속 보유(자가유

지율)하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주택보유율)를 유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반면 신지호·최막중(2013)은 김준형·김경환(2011)에서 은퇴의 기준으로 연

령만을 정의한 것과 달리 정기적인 소득이 단절된 ‘은퇴’를 분별하기 위해 은

퇴자의 기준을 주당 노동시간을 30시간미만으로 제한하여 김준형·김경환(2011)



- 5 -

과 같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김준형·김경

환(2011)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은퇴 이후 소득이 낮거나 자산수준이 높은 

은퇴계층과, 부동산가격 상승이 적었던 지역에서 부동산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것을 관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은

퇴계층의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처분이 보다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산수준이 높은 은퇴계층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거주주택의 규모 축소 또는 매각 후 임차를 통한 거주주

택 유동화는 은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총 자산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은퇴자의 

건강과 배우자와의 사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은퇴자는 주거이동을 통해 거주주택을 유동화하는 방식과 다르게 역

모기지를 이용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면서도 주택지분 전

체를 유동화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노후대비 불충분 가계의 경우 부채가 

적을수록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노후대비가 필요한 

불충분가계가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부채부담이 적어 역모기지 효율성이 높

을 것이다(정운영·이희숙, 2010). 따라서 은퇴계층은 스스로 노후소득을 보장하

기 위해서 역모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역모기지의 수요는 확

대될 것으로 박광준(1997), 전인수·민규식(2011), 삼성경제연구소(2010)은 전망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의 역모기지제도인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7월 

이후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은 500건이 약간 넘는 수준의 가입 실적을 보였으

나, 2012년에는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3,000건이 넘는 가입자가 발생하는 등 

역모기지 이용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주, 2013). 

그러나 주택연금의 이용에는 자녀의 동의와 유산상속의향을 고려해야하며(이선

형·김영훈, 2009), 주택가치에 비해 연금액이 적을 것이라는 이용자의 우려도 

주택연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박근수·김영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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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주택을 축소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거주주택 내의 

공간 혹은 거주주택의 지분 일부를 노후 생활비의 확보를 위해 임대하는 방안

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1기 신도시의 45세 이상 인구와 이들의 

자녀인 20세 초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출가시 1-2인 노령 가구의 비율

이 급속증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하여 기존 주택을 부분 임대형 주택으로 개

조한다거나(전인수, 2012), 1-2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고 고령가구의 소득향상

을 위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장

윤배외, 2012), 대형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붐세대의 향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존주택을 부분임대형 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의 증가를 

전망하기도 하였다(설동필외, 2013).

이상의 논의는 모두 은퇴계층이 노후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들에 관한 것이지만, 이 방안들을 함께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아 실제로 어떤 방안이 다수의 은퇴자에게 선호될지 불확실하다. 즉 은퇴계

층이 은퇴 이후에 거주주택을 축소할 것인지, 처분하여 점유형태를 임차로 변

경 또는 역모기지를 이용할 것인지 또는 유지하면서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할 것인지에 대한 경향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은퇴효과로 인

한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게 나타난다.



- 7 -

제 2 절 은퇴와 주택·부동산시장

본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이 은퇴계층의 거주주택 유동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였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게 될 경우 주택·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

대 이후 미국 주가의 급등세는 베이비 붐 세대(1946~1964년생)가 본격적인 재

산 형성기(40~64세)에 진입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월스트리트 증권가

들의 추정으로부터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드는 2006~2010년 이후에 

이 세대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대거 

처분함으로써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이철용·윤상

하, 2006). 국내에서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주택·부동산시장의 변화

와 전망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1)와 정호성(2010)은 주택·부동산가격의 하락세

를 예상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1)는 은퇴계층의 부동산자산 및 부채 

등의 자산구성과 은퇴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택·부

동산시장을 전망했는데, 은퇴계층의 높은 부동산관련 부채 부담, 자녀세대에 대

한 높은 책임감 및 노후대책마련이 미미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보유 자산의 

매각 압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은퇴 세대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중장

기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세를 예상하였다. 정호성(2010)은 한국과 일본

의 베이비부머를 비교하여 주택·부동산시장을 전망하였는데, 베이비부머는 일

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구성이 넓게 퍼져 있으며 은퇴도 일본에 비해 순차

적으로 진행되어 대량퇴직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내 베

이비붐세대의 자산은 일본 단카이 세대에 비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

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고, 급격한 충격은 없지만 주택·

부동산가격의 하락세 지속 가능성을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 조주현(2011), 백은영·정순희(2012)는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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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 중의 일

부에서 주택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60대 초반까지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은퇴 직후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베이

비 붐 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가까워지면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주

택 처분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금제도 확충, 역모기지론과 같은 주택금융

상품 활성화 등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주현

(2011)에서도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는 장기적

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전체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득이

나 자본의 이동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당장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능성

은 낮을 것을 예상하였다. 백은영·정순희(2012) 또한 전통적 생애주기가설이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택을 대체가능한 총자산의 일부로 여기고 있기 보

다는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의 심리계정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은퇴준비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오히려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은

퇴에 따른 급격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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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련 이론 및 변수

1. 주택자산 소비 이론 및 기본 가정

어떤 한 가계에서 자체의 여건변화나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주택소비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계는 주택소비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주어진 주택정보와 경제적 능력을 감안한 후 주거이동을 할 것이다(Goodman, 

1976). 여기서 주거이동의 목적은, 자가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임차로 전환하거

나 주거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형태를 통한 주택지분의 소모이며, 주택지분의 

소모로 인해 주택소비는 감소한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가족구성원의 감소와 

소득의 단절로 인해 주택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주거이동 등을 통해 주

택자산을 소모할 것이다.

은퇴 이전의 주택자산 축적과 은퇴 이후의 주택자산 소모는 모딜리아니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 1963)로도 설명할 수 있

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개별가계나 개인은 여생동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

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고려하여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을 일생동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의 소비지

출을 결정하게 된다.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한 가계의 소비행태가 생애주기가

설을 따른다면 대체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노동소득으로부터 부가 축적되고 

은퇴 이후의 노년기간 동안 축적된 부가 소모되어야 한다. 노동소득은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형태로 축적될 수 있는데, 자가를 점유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 가계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

주주택이므로 거주주택의 주택지분(Housing Equity)도 마찬가지로 근로기간 

기간 동안에 축적되었다가 노년기에 소모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애주기가설에 어긋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를테면 

고령자들은 주택자산을 노후소득원으로써 소비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들의 집

에 가능한 오래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거나(Feinstein·McFadden, 1989),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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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가 불확실한 여명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생애주기가설에서와 같

이 그동안 축적했던 자산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아 주택지분의 감소가 미미

하게 일어난다(Davies, 1981)는 견해가 존재한다. 또한 생애주기가설에서는 개

인이 이상적 소비 계획을 세워 실천으로 행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자제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들며 미래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간

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주장(Thaler, 1990)이 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자가 

및 주거소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가구는 주택지분을 유동화시키기를 기피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여 주택지분을 남겨두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Skinner, 1996)는 해석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지분을 유지하는 이유를 유산상속동기로 들고 있다

(Venti and Wise, 1990; Hurd, 1987; Bernheim, 1985). 국내에서도 김용진

(2013)은 주택다운사이징(Housing Downsizing)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주

택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이유를 유산상속동기로 들고 있다. 그

리고 마강래·권오규(2013)는 국내 주택자산의 세대간 전이현상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은퇴계층의 거주주택 유동화를 다루기에 앞서 전

제해야할 가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는 예비적 동기로 인해 거주주택의 주택지분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유동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둘째, 주거효용은 주거면적에 대한 효용만이 존재하여 은퇴자는 관성에 의

해 거주중인 주택에 머무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은퇴자의 거주주택 유동화 방안 선택은 유산상속동기 이전에 은퇴자 

개인의 편익이 우선한다. 

넷째, 은퇴자가 억제할 수 있는 소비수준은 제한적이어서 각 방안별 노후

생활비 발생액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네 가지 가정을 통해 수리모형 기본 구성의 토대를 마

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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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 관련 이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이자율, 세금, 자본이득, 거주기간 등이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중에서 모기지 이자율과 대출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이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Johnson, 1981). 즉 주택을 

구입하여 유지하는 데 드는 모기지 이자비용과 세금보다, 주택가격상승으로 인

해 발생한 자본이득이 크다면 자가를 택할 것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거주

주택을 처분하여 주택지분을 유동화하고 임차로 전환할지, 주택지분을 유동화

하지 않고 자가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역모기지 대출금을 결정

하는 이자율과, 거주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했을 경우 기대되는 자본이득이

다. 그러므로 거주주택 유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이자율과 주택가

격상승률이다. 이 두 가지 변수는 주택연금, 부분임대, 부분매각, 전세임차 네 

가지 방안의 노후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 그리고 그 영

향의 정도는 각 방안별로 남아있는 주택지분의 크기와 유동화된 지분의 크기

에 따라 달라진다.

김정주(2013)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았던 시기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높

게 지급받으려는 가입자들의 전략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지

호·최막중(2013)에서는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

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처분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 두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루어볼 때,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

았던 시기에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고령자들이 앞으

로도 높은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택가격 상승시기

를 판단하여 주택지분을 처분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고령자들이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했다면 자본이득을 위해 주택을 처분하지 않

고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예비적 동기에 의해 자산을 축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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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 현황 및 전망

여기서는 은퇴자의 기대여명,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등 거주주택 유동화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그림1은 우리나라 국민평균수명과 65세의 평균사망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사망확률은 1970년도에 0.19에서 2010년도에 0.05로 4분의 1 가까이 감소했

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평균수명도 꾸준히 연장되어 2060년에

는 전체 평균수명이 88세에 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명연장에 따라 은퇴계층

의 기대여명도 꾸준히 증가해 그림2와 같이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20

년을 내다보고 있다.

그림1. 우리나라 65세 사망확률(왼쪽), 국민 평균 수명(오른쪽)        (자료 : 통계청)

그림2. 우리나라 65세 평균 기대여명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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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완만한 하락세였으며, 2014

년 주택가격은 수도권 외부로의 인구유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해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망하였다. 지

방시장은 정점에 도달했거나 약보합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2014년에도 하

락세의 지속을 전망하였다. 전세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2014년에도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년
2014
년

1/4분
기

2/4분
기

3/4분
기

4/4분
기

연간

주
택

매
매

수도권 0.5 -30 -0.6 -0.5 -0.4 0.2 -1.3 1.0
지방 14.0 3.1 0.3 0.5 0.5 -0.1 1.2 -1.0

전세(전국) 12.3 3.5 0.9 0.8 1.8 0.4 4.0 3.0

표1. 2014년 주택가격 전망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시중 금리는 그림3과 같이 2011년 이후 그 변화폭이 미미한 수준으로 유

지되고 있다. 

그림3. 기준금리 추이

  (자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



- 14 -

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모형 기본구성

1. 주택연금 기본모형

은퇴자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여 조달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월지급금이

다. 월지급금은 표1과 같이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며(2013.8.1.기

준), 가입 시에 월지급금이 결정되면 불변하는 특징이 있다. 월지급금을 주택가

격으로 나눈 값을 월지급금전환율( )이라고 한다면, 월지급금전환율은 은퇴자

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주택가격()과 은퇴자의 현재나이()에 관한 함수라고 

할 수 있다.(식1) 다시 현재주택가격에 월지급금전환율을 곱하면 은퇴자가 노

후생활비로 수령하는 월지급금( )에 관한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식2)

    (식1)

    (식2)

은퇴자의 기대여명 마지막 시점인 최종시점()까지 주택연금을 이용했을 

때 남아있는 자산은 대출잔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잔액은 초기보증료

와 연보증료, 연금지급액 그리고 여기에 가산된 대출이자로 구성된다. 최종시점

에 상환되는 대출금은 최종시점의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 클 경우 대출잔액 

전부가 되며, 대출잔액을 상환하고 주택지분의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준

다. 반대로 최종시점의 대출잔액이 주택가격보다 클 경우 주택가격만이 상환되

며, 대출잔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별도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퇴자가 최종시점까지 주택연금을 이용하여 생계비를 지출하고 남은 자산

의 크기를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치()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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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식6)과 같이 연금가입 이후부터 받았던 총연금액(: 식3)과 같은 기간 

지출한 총생계비(: 식4)의 차에, 최종시점 주택가격(: 식5)과 대출금()

의 차 또는 0중에 큰 값을 더한 값이다. (식6)의 대출금()의 계산식과 도출

과정은 [부록1]에 기술하였다.

  




 (식3) 

  




 (식4)

  
 (식5)

  (: 이자율, :기대여명, : 생계비, : 주택가격상승률)

     max      (식6)  

         주택가격
가입연령

3억 원 4억 원 5억 원 6억 원 7억 원 8억 원

60세 69 92 115 138 161 185

65세 83 110 138 166 193 221

70세 101 134 168 201 235 268

75세 124 166 207 249 290 321

80세 157 209 262 314 353 353

85세 204 272 340 408 408 408

표2.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테이블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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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임대 기본모형

부분임대를 통하여 조달되는 노후생활비는 전체 주택지분 중 임대한 지분

으로부터 발생하는 월임대료( )이다. 은퇴자가 임대지분비율()을 자유롭게 조

정하여 임대면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월임대료는 주택가격( )에 

임대지분비율()을 곱하여 임대지분을 구하고, 여기에 임대수익률()를 곱한 

값으로 볼 수 있다. 임대지분비율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식7)

   (식7)

은퇴자가 임대보증금을 모두 월임대료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택지

분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월임대료가 전부이다. 이 때 최종시

점까지 생계비를 지출하고 남아있는 자산의 크기를 부분임대의 노후자산가치

()라고 한다면, 부분임대의 노후자산가치는 (식9)와 같이 최종시점 주택가격

과 그동안에 발생한 총임대료수익(: 식8)에서 같은 기간 지출한 총생계비를 

제외한 값이 된다. (식8)의 도출과정은 [부록2]에 기술하였다.

  




     (식8)

       (식9)



- 17 -

3. 부분매각 기본모형

부분매각을 통하여 조달되는 노후생활비는 전체 주택지분 중 일부를 매각

하여 유동화한 지분인 부분매각지분( )이다. 은퇴자가 매각지분비율( )을 자

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부분매각지분은 (식10)과 같이 현재주택가

격에 매각지분비율을 곱한 값이 된다. 여기서 매각지분비율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식10)

최종시점까지 생계비를 지출하고 남아있는 자산의 크기를 부분매각의 노후

자산가치()라고 한다면, 부분매각의 노후자산가치는 (식12)와 같이 축소하여 

거주한 주택의 최종시점 가격()과, 부분매각지분에 이자수익이 가산된 

매각지분수익(: 식11)의 합에서 그동안에 지출한 총생계비를 제외한 값이 

된다.

   (식11)

       (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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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임차 기본모형

은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하고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통

해 거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전세금차익()

을 전세임차의 노후생활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주택가격()에 매매가대

비전세가율()을 곱하여 전세금()을 구하고 주택가격에서 이 전세금을 제

외하여 도출할 수 있다.(식13)

     (식13)

최종시점까지 연속적인 전세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의 크기인 전세임차의 노후자산가치()는 (식17)과 같다. 먼저 

최종시점에 돌려받을 전세금(: 식14)과 이자수익이 가산된 전세금차익(식15)

을 더하고 여기에 매번의 전세계약마다 변화되는 전세금변화분(: 식16)을 

더해주어 전세금의 변화를 반영한다. 전세금변화분은 전세금이 오를 경우 전세

금차익으로부터 전세금으로 유출되는 자금이 되고, 전세금이 내릴 경우 전세금

으로부터 전세금차익으로 편입되는 자금이 된다. 끝으로 식에서 그동안에 지출

한 총생계비를 제외하면 전세임차의 노후자산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식16)의 

도출과정을 [부록3]에 기술하였다.

  
   (식14)

  
 (식15)

  


  

       (식16)

         (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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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후생활비 균형식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어 거주주택 유동화를 통해 전적으로 노후생활비

를 마련해야만 하는 은퇴자라면, 위 네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절대

적인 기준을 기대여명 동안의 노후생활비 확보여부로 둘 것이다. 그런데 주택

연금의 노후생활비는 은퇴자의 현재나이와 거주주택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어 

고정값인 반면에 부분임대와 부분매각, 전세임차의 노후생활비는 각각 임대지

분비율과 매각지분비율,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에 따라 은퇴자가 임의로 결정하

는 변동값이다. 이에 각 방안별로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고정값인 주택연금의 노후생활비를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방안의 노후

생활비가 주택연금의 노후생활비와 동일하게 발생하도록 조정해야할 임대지분

비율과 매각지분비율,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에 관한 노후생활비 균형식을 도출

한다.  

먼저 (식18)과 같이 총연금액과 총임대료수익을 같게 두면 주택연금과 부

분임대의 노후생활비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임대지분비율에 관한 균형식을 도출

할 수 있다.(식19)

   (식18)

 

  
×






    








(식19)  

다음으로 (식20)과 같이 총연금액과 매각지분수익을 같게 두면 주택연금과 

부분매각의 노후생활비가 기대여명 동안 동일하게 발생하는 매각지분비율에 관

한 균형식을 도출할 수 있다.(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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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0)


  

  





(식21) 

한편 매매가대비전세가율은 지역 부동산시장 별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은

퇴자에게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있다. 따라서 (식22)와 같이 총연금액과 최종

시점의 전세금차익(  )을 같게 두면 주택연금과 부분매각의 노후생활

비가 기대여명 동안 동일하게 발생하는 매매가대비전세가율()에 관한 균형식

을 도출할 수 있다.(식23) 

    (식22)


  





      

  




  

(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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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거효용식

은퇴자가 주택연금이나 전세임차를 선택할 경우 주거면적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부분임대나 부분매각을 선택할 경우 임대지분비율과 매각지분비율에 따라 

주거면적이 줄어든다. 여기서는 이러한 각 방안의 주거면적 차이에 대한 보정

을 할 수 있는 주거효용식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주거면적에 

대한 효용을 금전가치로 환산한 값을 주거효용이라 정의하자. 주거면적이 증가

함에 따라 주거효용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선형관계라고 가정한다면, (식24)와 

같이 주거면적이 X인 주택의 주거효용()은 단위면적당 주거효용을 금전가치

로 환산한 주거효용계수(α)를 주거면적에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식 24)

 

은퇴 후 가족구성원의 감소 또는 노쇠에 따른 기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은퇴자의 주거면적에 대한 효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부분임대나 부분매

각을 선택하여 줄어드는 주거면적에 대한 효용은 은퇴자 여생의 노후생활비와 

맞바꾼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방안을 형평성 있게 비교하

기 위해서는 부분임대와 부분매각의 줄어드는 주거면적에 대한 효용을 금전가

치로 환산하여 주거면적이 유지되는 주택연금과 전세임차의 노후자산가치 수식

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주택연금이나 전세임차를 부분임대와 비교할 경우에는 

(식25)와 같이 θ주거효용()을, 부분매각과 비교할 경우 (식26)과 같이 주거

효용()을 노후자산가치 수식에 포함하여야 한다. 

   (식25)

   (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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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7), (식28)은 각각 주택연금과 부분임대, 주택연금과 부분매각을 비교

하는 노후자산가치 수식이며, (식29), (식30)는 각각 전세임차와 부분임대, 전세

임차와 부분매각을 비교하는 노후자산가치 수식이다. 

     (식27)

     (식28)

     (식29)

     (식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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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거주주택 유동화방안별 선택조건

본 절에서는 앞서 구성한 노후자산가치 수식과 노후생활비 균형식에 적절

한 변수 값을 대입하여 시뮬레이션한 후 은퇴자의 거주주택 유동화방안 선택

조건을 알아본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준 변수 값은 표3과 같이 은퇴자의 현

재나이를 65세로, 거주주택가격을 서울 평균 아파트매매가 수준인 5억 원으로, 

기대여명은 1개월~480개월의 범위로 개인개별특성변수 값을 설정하였다. 다음

으로 연이자율은 3%,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은 0%, 임대수익률은 시장이 균형상태에 있어 이자율과 동일하게 형성

된다 보아 3%, 거시변수 값을 설정하였다. 생계비는 2013년 2인 가구를 기준

으로 한 최저생계비인 98만 원을 대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각지분비율은 

50%, 임대지분비율을 70%로, 매매가대비전세가율은 60%로 은퇴자의 선택변수 

값을 설정하였다.

변 수 명 값 변 수 명 값

현재나이() 65세 임대수익률( ) 3%

주택가격( ) 5억 원 매매가대비전세가율() 55%

주택가격상승률( ) 0% 임대지분비율( ) 70%

이자율( ) 3% 매각지분비율( ) 50%

최대 기대여명( ) 480개월 (40년) 생계비() 98만원

표3. 시뮬레이션 참조기준 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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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

제 1 절 주요변수 영향

1. 주택가격상승률

주택가격상승률이 각 방안의 노후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값은 고정시킨 채 주택가격상승률을 –2%, 0%, 2%로 노후자산가치 수식

에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상승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대비전세가율, 임대수익률, 물가변동으로 인한 생계비 변화, 주

택금융시장 변화로 인한 이자율의 영향 등은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먼저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면, 노후생활비인 월

지급금의 크기는 주택가격상승률의 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담보로 맡긴 주택

의 지분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월지급금과 대출

금은 변하지 않는 반면 계약종료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주택지분은 증가

(감소)한다. 그림4의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구간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주택지

분이 감소하는 구간이며, 우상향하는 구간은 대출금으로 인해 주택지분이 모두 

감소한 후 월지급금과 생계비의 차익이 누적되는 구간이다. 즉 주택가격상승률

의 변화는 주택지분이 모두 감소하는 시기를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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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임대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면, 주택지분과 이를 

투자하여 얻는 총임대료수익 모두 주택가격상승률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할 경우 총임대료수익과 주택지분이 증가(감소)한

다. 그림5를 통해 주택가격상승률의 변화에 따른 노후자산가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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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부분임대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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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매각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축소된 주택지분

()이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을 받고, 주택지분이 유동화된 매각지분수

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림6과 같이 주택가격상승률의 변화에 따

른 노후자산가치 변화는 축소된 주택지분의 변화에 한정되고 노후생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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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부분매각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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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세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매매가대비전세

가율이 일정할 경우 (식14)과 같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금도 함께 상승하

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금도 함께 하락한다. 여기서 매 개월마다 전세금

을 갱신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림7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노후생활비로부터 전세금으로 자금 유출이 이루어져 기대여명 150개월 근방에

서 노후생활비가 0이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전세금도 함께 하락

하여 전세금으로부터 노후생활비로의 자금 편입이 이루어져 480개월 부근에서 

노후생활비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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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전세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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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율의 영향

이자율이 노후소득보장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참조기준에서 

다른 값은 고정시킨 채 이자율을 1%, 3%, 5%로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

하였다. 이를 위해 이자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익률, 통화량 변화로 인

한 소비자물가 영향, 주택금융시장 변화로 인한 매매가대비전세가율의 영향 등

은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먼저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노후생활비인 월

지급금의 크기는 이자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출금이 영향을 받는다. 

그림8과 같이 이자율이 상승(하락)하면 월지급금은 일정하고 대출금리는 상승

(하락)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증가(감소)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주택의 지분이 그만큼 빠르게(느리게) 감소한다. 반면에 수령한 월지급금에 대

해서는 예금이자가 상승(하락)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제외하고 누적되는 노후생

활비는 증가(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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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이자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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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임대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총임대료수익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이 상승(하락)하면 총임대료수익과 생계비의 차

이에 대한 이자가 증가(감소)한다. 그림9의 결과는 총임대료수익과 생계비의 

차이가 음(-)으로 나타난 것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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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부분매각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이자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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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매각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주택지분을 유동

화한 노후생활비인 매각지분수익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 노후생활비가 일

시에 발생하므로 그림10과 같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장기간 노후생

활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 노후생활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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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부분매각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이자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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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세임차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노후생활비

인 전세금차익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 부분매각과 마찬가지로 노후생활비

가 일시에 발생하는데, 그림11과 같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장기간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 노후생

활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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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전세의 노후자산가치에 대한 이자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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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후생활비 비교

1. 주택연금 대비 부분임대

주택연금의 노후생활비와 부분임대의 노후생활비가 기대여명 동안 동일하

게 발생하는 균형임대지분비율을 조사하기 위해 (식19)에 기준변수 값을 대입

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1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12). 그러나 임대지분비율은 

1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현실 가능한 임대지분비율은 은퇴자의 거주지분

을 남겨 둔 그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분임대를 통해 주택연금과 동

일한 수준의 노후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대료수익은 월지급금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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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주택연금 대비 부분임대 노후생활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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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 대비 부분매각

주택연금의 노후생활비와 부분매각의 노후생활비가 기대여명 동안 동일하

게 발생하는 균형매각지분비율을 조사하기 위해 (식21)에 기준변수 값을 대입

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13과 같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택연금의 노후생활비는 월지급금이 반복해서 누적되는 반면 부분매각의 

노후생활비는 매각지분에 대한 이자수익만이 가산되므로 기대여명이 연장될수

록 균형매각지분비율은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자의 거주

지분을 고려한다면 매각지분비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은퇴자가 기대여명을 

길게 예상한다면 주택연금을, 짧게 예상한다면 부분매각을 선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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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주택연금 대비 부분매각 노후생활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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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 대비 전세임차

주택연금의 노후생활비와 전세임차의 노후생활비가 기대여명 동안 동일하

게 발생하는 균형매매가대비전세가율을 조사하기 위해 (식23)에 기준변수 값을 

대입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14와 같이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분매각과 마찬가지로 전세임차의 노후생활비는 전세금차익에 대한 이

자수익만이 가산되므로 기대여명이 연장될수록 균형매매가대비전세가율은 감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은퇴자가 기대여명을 길게 예상한다면 주택연

금과 같은 수준의 노후생활비를 전세임차를 통해 조달하기 위해 매매가대비전

세가율이 낮은 지역으로 주거를 이동해 전세금차익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매매가대비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전세임차의 노후생활

비가 전세금으로 유출되므로 은퇴자가 기대여명을 길게 예상한다면 주택연금을 

선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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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주택연금 대비 전세임차 노후생활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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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노후자산가치 비교

1. 주거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퇴계층의 평균 기대여명이 점차 연장되는 추세라면 

은퇴자는 기대여명 동안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조달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수·김영훈(2010)에서는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요인으로 주택가치가 저평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택연금 이용을 기피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택가격 변동이 장기안정세로 들어서

는 국면에서도 주택연금을 선택할 경우 주택자산가치가 다른 방안에 비해 뒤

떨어지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종시점까지 생계비를 지출하고 남아있는 각 방안의 노후자산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식6), (식9), (식12), (식17)에 기준변수 값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그림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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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참조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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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 동안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생계비를 일정하게 지

출한다면,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치는 기대여명 360개월 수준에서 부분매각과 

전세임차, 480개월 수준에서 부분임대의 노후자산가치를 넘어서게 된다. 이는 

은퇴자가 기대여명을 충분히 길게 예상할 경우에 주택연금을 선택한다면 다른 

방안을 선택했을 경우와 같은 소비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방안의 유

동화하지 않은 주택지분만큼을 축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가격변

동이 장기안정세로 들어서는 국면이라면, 주택연금을 이용한다고 해서 주택가

치가 저평가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주거효용을 고려한 경우

전술하였듯이 부분매각과 부분임대는 주거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연

금과 전세임차와 비교했을 때 주거효용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주거효용은 실제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은퇴자의 여생에 걸쳐 누리는 가치이므로 

노후자산가치 비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 방안 노후

자산가치의 금전가치에 주거효용을 더하여 비교한다. 이를 위해 (식12), (식17), 

(식27), (식28), (식29), (식30)에 기준변수 값을 대입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주

거효용()을 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변수 값은 주

거효용계수로 250만 원1), 단위면적당 주택가격은 470만 원2)으로 하여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면적을 약 106㎡로 산출하였다.

1) 주택가격에 대한 헤도닉함수(Hedonic price model)로부터 주거효용계수를 도출하였는데, 헤도

닉함수는 주택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변수가 주택의 가격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관련연구로부터 주거면적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

향력을 파악하면 본 논문에 적용가능한 주거효용계수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참고연구는 정성

훈, 강준모(2002) - ‘아파트 전세 가격 결정요인 연구 : 수원시를 사례로’ 이다.

  위 연구는 종속변수를 주택가격 대신에 전세가로 설정하여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배

제하고 주거에 대한 가치만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의 참고 지표로 선택하게 

되었다. 위 연구에서 주거면적에 대한 효용은 단위면적(㎡)당 2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 KB부동산(2013년 10월 기준) - 서울 아파트 평균 단위면적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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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주택연금과 전세임차의 노후자산가치가 부

분임대와 부분매각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은퇴자의 편익은 

거주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임대나 부분매각을 선택했을 경우에 비해 거주면적이 

유지되는 주택연금과 전세임차를 선택한 경우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노후생활비가 조달되고 같은 크기의 자산이 최종시점에 남는 경

우라면, 은퇴자는 주거면적이 유지되는 주택연금과 전세임차를 선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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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참조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주거효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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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은퇴자가 노후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거주주택을 유동화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현상에 주목하였고, 현상에 대한 예

측을 위해 거주주택 외에는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는 은퇴자를 선택의 주체

로 가정한 뒤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주택 유동화방안을 구성하였다. 그

리고 이들 방안을 통한 거주주택의 유동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조건을 

알아보고자 금전가치와 주거효용에 관한 수리모형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하였다.

거주주택 유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과 이자율에 

대한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택지분이 남아있는 부분임대와 부

분매각의 노후자산가치가 크게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연금

과 전세의 노후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일시에 주택지분이 유동화되는 부분매각과 전세의 노후자산가치가 주택연금과 

부분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노후생

활비 발생에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연금의 노후자산가치가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났다. 은퇴자가 기대여명을 짧게 예상한다면 부분매각과 전세가, 

길게 예상한다면 주택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퇴자의 선택은 각 방안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의 크기를 

충분조건으로 하는데, 부분임대의 경우 모든 지분을 임대하여도 노후생활비가 

주택연금에 비해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부분매각이나 전세임차의 경우 은퇴자

의 기대여명이 연장될수록 주택연금의 노후생활비와 동일한 수준의 노후생활비

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지분비율을 증가시키거나 매매가대비전세가율이 더 낮

은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임대지분비율과 매각지

분비율을 증가시킬수록 노후생활비는 더 확보되지만, 줄어드는 주거면적에 대

한 주거효용을 고려할 경우 주택연금과 전세임차의 노후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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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최근과 같이 매매가대비전세가율이 전국적으로 상승하

고 있는 추세라면 전세임차의 경우 노후생활비가 전세금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기대여명의 연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은퇴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주택연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택연금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주택가격이 저평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변동이 장기 안정세거나 

하락세일 경우 기대여명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액만으로도 노후생활비를 안정적

으로 조달하면서 다른 방안의 유동화하지 않은 주택지분에 상당하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선택한 경우 노후생활비

의 크기와 노후자산가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은퇴자 개인의 특성과 주어진 조건은 각기 다르므로 은퇴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선택에 대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

하지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개인의 기

대여명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이자율이 더 이상 상

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은퇴계층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의 선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은퇴계층이 주택연금을 차후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써 선택한다면 현재 

거주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의 유동화를 위한 주거

이동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거주주택의 유동화가 필요한 은퇴계층 

중에서 주택연금을 선호하는 은퇴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은퇴계층의 주거이동 

확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은퇴자가 거주주택 유동화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녀

세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자녀세대에 대한 상속은 은퇴자가 

최종시점의 노후자산가치를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이는 주택지분을 주택

연금 등을 통해 유동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자녀세대를 고려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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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주택연금 대출금 계산식과 도출과정

주택연금의 대출금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연금지급액 그리고 여기에 가

산되는 대출이자로 구성된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최초 연금지급

일에 대출잔액에 포함하며, 연보증료는 대출잔액의 연0.5%를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한다. 대출이자(′ )는 3개월 CD에 1.1% 가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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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  ln′)



- 45 -

[부록2] 총임대료수익 계산식 도출과정

 

  
  

  
  

 

  
  



  

위 식을 연속복리로 전환하면 아래와 같다. 

∴  





    

  (단,   ln)

[부록3] 전세금변화분 계산식 도출과정

  

    

    
     

    
     

 
  

  

    

위 식을 연속복리로 전환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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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Extended average life expectancy and rapid entry 

to aging society, the income after retire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study, by comparing conditions of selecting options on 

Housing liquidation, the measurement of its utility could be clarified. 

First, if house prices rise, the effects of retirement income of 

Partial-lease and Partial-disposals increase. On the other hand, when 

house prices fall, the effects of retirement income of reverse mortgage 

increase. Second, if interest rates rise, the effects of retirement income 

of Partial-disposals and Jeon-se increase when they compared relatively 

with the Partial-disposals and reverse mortgage. In contrast, when 

interest rate fall, the effects of retirement income of reverse mortgage 

relatively increase among all options. Third, if the retirees expect their 

lifetime longer, reverse mortgage is beneficial to retirees, and they 

anticipate their lifetime shorter, Partial-disposals and Jeon-se are 

advantageous for them.

As a result, some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se result. As 

average life expectancy is extending gradually, and the expectation that 

housing prices will increase is low and the belief that interest rates 

would not rise more than expected is prevalent, the reverse mortgage 

can be selected for retirees to purvey after retiremen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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