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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국민경제 측면

에서는 고령층 소득부족과 소비(내수)침체 문제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의 보유주택을 유동화 할 수 있는 공적보증

역모기지인 주택연금 제도를 2007년 도입하고 소득보장 및 소비(내수)진작을

위해 최근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연구는 제도 활성화, 모형 개선 및 효과 분석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이었다. 특히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득

보장과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최종적인 생활

수준 변화를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존재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하여

주택연금이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택

연금의 최종적인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를 일종의 준실험

설계인 사전사후측정 통제집단설계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자료를 투입하였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단(실험집단)과 가입하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에 발생하는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 및 차이를 비교하여

주택연금의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때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으로 양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고 이중차이분석

(DID)과 삼중차이분석(DDD)으로 주택연금의 정책효과를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도출해낸 일련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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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령층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택

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변화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특히 가입집단이 비가입집단보다 소비수준이 모두 더

크게 증가했다. 그밖에 주택연금 가입으로 의료비지출·비중은 증가하고

기타소비지출·비중은 감소하는 결과가 유의수준 내에서 도출되었다

둘째, 고령층 가구와 관련된 속성에 따라서 주택연금의 소비수준 변화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연령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즉,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도출하지 못했다.

셋째, 고령층의 소득과 관련된 특성에 따라 주택연금의 소비수준 변화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총소득, 근로·사업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에서

일부 채택되었다. 다만, 개인연금소득,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서만 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비수준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주택연금 제도가 고령층의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책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소득 보장은 물론 소비(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고령층의 삶의 질 변화를 소득 수준이

아닌 소비 수준에서 동태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소비 수준의 변화

효과를 측정하여 고령층의 생활 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주택연금의 최종적인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주택연금, 역모기지, 소비지출, 소비성향, 이중차이, 삼중차이

학 번 : 2016-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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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과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은 소비지출 및 소비

성향1)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특히,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이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거나 소비성향이 더 높은가? 더 나아가

가구특성(연령,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 및 소득

특성(총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따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우선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은 소비의 세부

지출항목인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및 기타소비(경조사비 등)로도 구분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구의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부부 중 어린 연령 기준)의 높고

낮음,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단독가구인 경우),

수도권인지 지방권인지, 아파트인지 기타주택인지, 그리고 주택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총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수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소비

지출과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는지가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이다.

1) 소득은 지출 면에서 소비와 저축으로 나뉜다. 소비지출은 소득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소비액), 소비성향은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소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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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더불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난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을 지나가면서 14% 이상의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3).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미국, 유럽은 물론 대표적인 고령

사회인 일본보다도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노후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령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보유 주택을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실효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변준석, 2015)

한편,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소득 부족(높은 빈곤율)과 소비

침체(내수 부진) 문제가 주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급속한 고령화와 결합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17년에
14.0%, 2026년에 20.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장례인구추계)

3) UN의 분류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4)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이라는 우려 때문에 수급
개시연령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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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근로 사업소득의

비중도 매우 높다5). 고령층 소득의 주요 원천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비정규직의 근로소득의 경우 매우 취약한 구조와 불확실성으로 소비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는 기대여명의 증가,

경기침체의 지속 등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져와 저축

성향을 증가시키고 소비성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제헌, 2015)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 침체는 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에도 디플레이션 등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 침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소득 안정

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이 78% 이상이며,

그 중 주택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구조 하에서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의 현금화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와 종신 연금을 지급한다.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는 만큼

실효성이 매우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와 소득의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해줄 수 있는 주택연금을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고령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빈곤율이 47.2%로 OECD 국가(평균 12.8%) 중 가장 높고,
전체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63.0%로 OECD 국가(평균
23.9%) 중 가장 높다.(OECD, 2014)

6) 2014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주의 보유자산(가격) 중 부동산(가격)이 78.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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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부족, 높은 빈곤율 유지, 소비 침체 및 내수 부진 등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재정부담

증가, 퇴직연금의 도입 부진, 개인연금의 저조한 가입률 등 우리나라 노후

보장체계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7).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중의 하나이다.(김경록, 2011)

지금까지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 활성화, 모형 개선 및 효과

분석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진경, 2014) 그간의 연구는

주로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현재도 가장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주택연금 리스크 요인과 관련한 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다. 최근에는

주택연금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과 소비 침체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

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고제헌, 2015)

7)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의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이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활용도가 낮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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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장, 빈곤 완화 등 주택연금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여 최종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생활 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조하면 곧바로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생활 수준이 나아졌는지를 실질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비라는 보다 직접적인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8).(박혜석 외, 2015)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고령층의 생활 수준 변화를 소득이 아닌

소비의 수준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적 측면에서의 소비지출(금액)과, 질적 측면에서의 소비성향(비율)을

모두 지표로 삼았다. 아울러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은 각각 세부 항목인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및 기타소비(경조사비 등)로도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한다.

주택연금은 소득 이전의 방식이므로 연금을 수령하면 고령층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소득 변화를 측정

하는 방식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 변화를 측정하여 생활 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주택연금의 최종적인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8) Ringen(1988, 1997)은 복지 측정의 방식을 유형화한 연구에서 소득(income)을
지표로 하는 간접적 방식과 소비(consumption)나 지출(expenditure)을 지표로
하는 직접적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실제로 소비하는 것 등의 우리 삶의 질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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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주택연금(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7월 한국주택

금융공사를 보증기관으로 하는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대출))을 도입하였다.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비를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이다. 역모기지 제도를 금융상품 측면에서 접근한 미국, 홍콩

등과 달리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사회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도입된 한국형 역모기지 제도이다.

해외의 역모기지 제도의 경우 대출한도9) 전체 금액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고령층이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장기적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시금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도록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주택연금은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기간 내내 연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보장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9)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이 평생 지급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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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장기 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유사하지만 대출의 목적, 시점 및 현금흐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일시에 받은 대출금을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채(대출금)는 감소하고 순자산(주택가치–대출금)은

증가하는 한편, 주택연금은 분할하여 매월 받는 대출금을 사망 시 일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부채는 증가하고 순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즉,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자산을 유동화(Liquidation)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중장년층의 주택구입이 목적인 반면, 주택연금은

노년층의 생활자금 충당이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 표 2-1 :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의 차이점 >

구분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목    적 주택구입자금 마련 노후생활자금 마련

대출시점 계약 시점에 일시 발생 계약 시부터 매월 발생

대출기간 확정 미확정(사망 시까지)

상    환 대출기간 중 상환의무 있음 대출기간 중 상환의무 없음

대출종료 원리금 전액상환 시 주택소유 사망 등 대출종료 시 주택처분

대출금액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2017)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를 위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한다10).

10)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 “주택연금 상품소개” 중
‘주택연금이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8 -

< 그림 2-1 : 주택연금의 기본 개념 >

⑦대출실행(월지급금)
⑥대출약정
②대출신청

                                      ①보증신청
                         ⑤보증서발급
     ⑦대출실행(보증료),                          ④보증약정
       출연금납부                                  (근저당권설정)

③ 보증심사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업무설명자료’(2016)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ⅰ)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ⅱ) 1주택 소유자 또는 합산가격 9억원 이하의 다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ⅲ)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ⅳ)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ⅴ) 주택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보유(성년후견제도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11).

주택연금 도입 이후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 변화를 꾀해 왔다. 연령요건은

제도 도입 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요건도 최초 6억원 이하 1주택에서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가입요건 외에도

인출한도 상향 조정, 보증료율 체계 조정 등의 제도 변화가 이뤄졌다12).

1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 “주택연금 상품소개” 중
‘가입요건’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2) 2012년 7월 인출한도(의료비 등 지출용)를 대출한도(100세까지 지급받을 주택
연금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30%에서 50%로 확대, 2015년 2월
초기보증료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연보증료율을 0.5%에서 0.75%로 조정
하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일어났다.

금융기관 이용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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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 주택연금 가입요건 변화 >

구분 연 령 주 택

2007년  7월 부부 모두 65세 이상 6억원 이하 1주택

2009년  4월 부부 모두 60세 이상 9억원 이하 1주택

2013년  8월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2014년  3월 -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포함

2014년 11월 - 합산 9억원 이하 다주택 포함

2016년  3월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업무설명자료’(2016)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생존·사망확률 등 주요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된다. 이들 주요 변수는 매년 그 적정성을 연구 검토

하여 재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2012년 이후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수준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13).

참고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생존·사망확률, 주택가격의 변동률,

대출의 이자율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연금의 예상 주택처분손실을 예상 보증료수입으로 모두

충당하도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리에 의해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설계한다14).

즉, 가입자의 사망시점의 대출잔액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현재시점에서 지급 가능한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13)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2012년 2월 3.1%, 2013년 2월 2.8%, 2014년 1월 0.59%,
2015년 2월 1.5%, 2016년 2월 1.9%가 기존 대비 각각 하락했다.

14) 수지상등의 원리는 기대손실의 현재가치 합과 기대수입의 현재가치의 합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손실의 현재가치는 사망시점의 대출잔액에서
주택가격을 차감한 금액의 현재가치이며, 기대수입의 현재가치는 보증료수입
(주택가격의 1.5%와 매월 보증잔액의 연 0.75%)의 현재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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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결정원리 >

월지급금

 수지상등기대수입의 현재가치 = = 기대손실의 현재가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율 연금산정이자율 기타 변수

보증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업무설명자료’(2016)

특히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대비 및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연령별 자산

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인 내집연금 3종세트를 2016년 4월 출시하였다15).

내집연금 3종세트는 ①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② 노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짐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③ 장년층의 내집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

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안세륭 외, 2016)

이러한 가입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집마련 3종세트 등 신상품 출시와

더불어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인식 변화 등으로 가입자 및 공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 “주택연금 상품소개” 중
‘내집연금 3종세트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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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가입자 수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16년말까지 3만 9,429명이며,

연도별 가입자 수도 2014년에 5,039명, 2015년에 6,486명, 2016년에 10,309명

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누적 연금지급액은 2016년말까지

2조 2,930억원이며, 연도별 지급액도 2014년에 3,708억원, 2015년에 4,112억원,

2016년에 6,1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 2-3 : 주택연금 연도별 실적 >
 (단위 : 명,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누계
(07~16년)

신규가입자 2,936 5,013 5,296 5,039 6,486 10,309 39,429

연금지급액 1,401 2,392 3,423 3,708 4,112 6,176 22,930

보증공급액 41,000 69,006 62,950 55,293 71,392 107,728 469,862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업무설명자료’(2016)

주택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16년말 현재까지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의 부부 중 연소자 기준 평균연령은 만 72세였다. 또한

가입자들은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 8천만원으로 매월 평균 약 98만원을

월지급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6).

< 표 2-4 : 주택연금 이용 현황 >

평균주택가격
(백만원) 283

수도권 : 322
주택규모 85㎡ 이하 : 78.9%

85㎡ 초과 : 21.1%지  방 : 180

평균월지급금
(천원) 984

수도권 : 1,103 평균연령(세) 71.9
[연령분포] [부부 70.2, 독신남 74.5, 

독신녀 74.4] 지  방 :  677

주택유형 아파트 : 84.0%
기  타 : 16.0% 지역별 수도권 : 72.1%

지  방 : 27.9%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업무설명자료’(2016)

16)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 “주택연금 한눈에 보기”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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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공급 활성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주택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촉진으로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주택연금을 10만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1.2조원,

100만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12조원의 정기적 안정적 소득17)을 창출하여

내수를 촉진할 수 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산유발효과 16.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3조원, 고용유발효과 12만명, 취업유발효과 24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강종만 외, 2006)

둘째, 주거안정 보장과 주택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시장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을

정산하는 구조로서 고령층의 주거안정 보장은 물론, 노후대비가 부족한

베이비부머가 주택매물을 집중 방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붕과를 방지할 수 있다18).

셋째,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주택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보유주택을 유동화(현금화)

하여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으로서 정부의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및 소비

(내수) 활성화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17) 3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가입자가 매월 100만원 수령할 경우의 추정액이다.

18)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자산구조를 보면 78%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본격화 되어 주택매물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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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행태)이론19)

본 연구는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함에 따른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소비자행태이론이 이론적 출발점이다. 소비(행태)

이론은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피셔의 복수기간모형, 모딜리아니의 생애

소득가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홀의 확률보행가설 등이 있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한계소비성향이 0과 1사이에서 존재하고 평균

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이 개인의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추론한다. 다만, 단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확인하였으나,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경우 평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셔의 복수기간모형은 케인즈와 대조적으로 소비는 생애 동안 기대하는

총소득에 기초하며 이자율을 소비의 중요 변수로 포함한다. 이 모형에서

사람들은 기간 간 예산 제약에 따라 평생의 만족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해 현재와 장래의 소비를 선택해야 하며 저축하고 차입할 수 있는

한 소비는 사람들의 평생 동안의 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모딜리아니의 생애소득가설은 소득이 평생 동안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

하게 변화한다는 점과 사람들은 평생 동안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축 또는 차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생애 동안

소비를 평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은 저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반면에 노년층은 저축으로 축적된 부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즉, 소비는

소득과 부(자산)에 의존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19) 소비(행태)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은 멘큐의 “거시경제학(제9판)” ‘소비자 행태의
이해’ 부분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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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은 사람들이 소득의 영구적인 변동과 일시적인

변동을 모두 경험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저축 및 차용할 수 있고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소비는 일시적인 소득에 크게 의존

하지 않고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의 평생 동안

소득이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생애소득가설과 달리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무작위적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홀의 확률보행가설은 사람들이 항상소득가설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할 경우, 오직 기대하지 않는 변화만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소득에 관해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에만 소비를 변화시키므로 소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밖에 레입슨은 심리학을 소비에 관한 연구에 접목시켰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선호가

시간적으로 불일치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자신이 바라는

수준보다 더 적게 저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기간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장래의 재원과 부족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케인즈가 앞서 제시한 주장20)보다 더 복잡한 소비함수의 존재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부(자산), 장래소득, 이자율을

소비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아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를 제시할 수 있다.

소비 = f(현재소득, 부(자산), 기대장래소득, 이자율)

20) 케인즈의 경우 소비는 주로 현재의 소득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소비
함수를 “소비=f(현재소득)”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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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으로 모딜리아니의 생애소득가설을

선택하였다. 이 가설의 가정은 소비는 사람들의 전 생애를 통한 총소득의

현재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득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과 소비의 패턴은 개인의 인생에서 청년기와 노년기에

소득과 소비가 낮고 중년기에는 소득과 소비가 높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은 가변적이지만 전 생애를 통해서는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 수준은 근로소득(소득)과 자산소득(부)의 함수가 된다.

(이춘섭 외, 2007) 그 내용을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 소비함수와 같다.

  ∙부  ∙소득21)

축적된 부로부터의 자금화는 저축의 인출이나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서 가능하다.(Chen 외, 1985)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유동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상당한 화폐

비용과 심리적 비용이 투입되므로 고령층이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일 수

있다.(Salandro 외, 1997) 따라서 주택연금을 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조달

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설은 보유자산 중 주택의 소유 비중이 높지만 은퇴 이후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유동화를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가설이다.(이춘섭 외,

2007) 따라서 이 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하는 것은 주택연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모수 α는 부의 한계소비성향이며 β는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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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주제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역모기지 제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1990년대 중반 시중

은행의 역모기지 상품으로부터 시작되어 2007년 공적보증 역모기지인 주택

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2007년 이전까지는 주로 역모기지 제도의 시행 필요성과 도입 후 활성화

방안, 국내 역모기지 상품의 문제 진단, 외국의 역모기지 제도 소개 등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2007년 공적보증 역모기지인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연구들은 제도 활성화, 모형 개선 및 효과 분석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진경, 2014)

첫 번째 분야는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

들이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주택연금 선택

요인, 수요 분석, 이용 의향, 제도 개선, 이용 실태 등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연구들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 하고 있다.22)

두 번째 분야는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 모형의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다.

주택연금의 리스크 산정, 총대출비용률 평가, 가치 평가, 모형 적정성, 주요

변수 적정성 등 주택연금의 리스크 분석, 가치 평가 및 모형 개선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23)

22) 이선형 외(2009), 박근수 외(2010), 김상현 외(2011), 유선종 외(2013), 안상모
외(2013), 김정주(2013), 이충기 외(2014), 최현지(2014), 이달님 외(2015), 변준석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23) 이상엽 외(2010), 이종의(2011), 장운욱 외(2011), 류근옥 외(2012), 신승우
외(2013), 김경선 외(2014), 김선주(2015)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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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분야는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다.

주택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소득보장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에 관련한 연구

들이며 본 연구가 여기에 포함되므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의 빈곤완화 및 소득불평등 완화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김안나(2007), 이진경(2014), 김홍대 외(2014),

김재호(2015), 전성주 외(2015) 등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김안나(2007)는 노인가구의 주택연금 수급 전과 후의 가구소득을 산정

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빈곤율24)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75세 이상일 경우 빈곤율의 감소효과를 가져오며 주택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빈곤율의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빈곤율 감소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연금과 공공부조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진경(2014)은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에 주택연금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노인가구 실태와 주택연금 효과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연금을 활용할 경우 상대빈곤율은 25%에서 13%로 12%p, 절대

빈곤율은 19%에서 5%로 14%p의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25). 아울러 주택연금을 65세에 개시할 경우는 주택가격 3억원 이상

에서 75세에 개시할 경우는 주택가격 2억원 이상에서 소득보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24) 절대빈곤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대조적으로 상대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

25) 상대빈곤율은 주택가격 1억원～4억원, 절대빈곤율은 주택가격 1억원～3억원
사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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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대 외(2014)는 한국노동패널(2001년～2008년)을 이용하여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연금 적용 전과 후의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26)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60세 이상,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상대빈곤율은 적용 전 36.22%에서 적용 후 33.33%로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과 지니계수의 경우 적용 전 0.492에서 적용 후 0.479로

소득불평등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27).

김재호(2015)는 한국복지패널(2013년)을 이용하여 주택연금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빈곤율은 41.8%에서 36.1%로 5.7%p만큼의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지니계수는 0.37에서 0.365로 0.005p만큼의 불평등도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연금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현재도 매우 높은 빈곤

율을 보이고 있다. 즉 주택연금이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상태 개선효과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성주 외(2015)는 한국재정패널(2012년)을 이용하여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주택연금을 통한 빈곤완화 효과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빈곤가구

비율이 절대소득빈곤 기준으로는 30.4%에서 18.8%로 11.6%p, 상대소득빈곤

기준으로는 45.6%에서 36.3%로 9.3%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절대소득빈곤 가구 중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가 모두 가입한다면 연평균

455.4만원의 총소득 증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26)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근접
할수록 불평등도가 높고 0에 근접할수록 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7) 고령가구 전체로 분석을 확대할 경우 상대빈곤율은 30.69%에서 27.96%로
줄이고 지니계수의 경우 0.517에서 0.443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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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의 소비대체율 등 소득보장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다. 여윤경(2006), 강성호 외(2008), 유지연(2009), 김경록(2011),

함상문 외(2013) 등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여윤경(2006)은 가구소비실태조사(2001년)를 이용하여 은퇴 노인가계에

대한 역모기지 소비대체율28)을 추정하고 그 비율이 50%를 초과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독신가계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 중 거주

주택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가계일수록 소비대체율이

높게 나타나 역모기지가 효율적인 노후의 소득원임을 제시하였다.

강성호 외(2008)는 거주주택과 가구순자산을 역모기지로 전환할 경우

가구유형별 소비대체율을 살펴본 결과, 부부가구는 31.5%～52.6%, 독신남성

가구는 24.4%～28.4%, 독신여성가구는 32.7%～54.5%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가구가 보유자산을 역모기지로 전환한다면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30% 전후의 소비대체율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빈곤완화에도 효과

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무자산 혹은 저자산 고령

가구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지연(2009)은 한국복지패널(2007년)에 기초하여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특히

주택은 있으나 생활비가 없어 생계유지가 힘든 고령자에게는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효과가 미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하지만, 보유자산

등으로 국가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

부조와 연계를 통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8) 역모기지 소득이 현재 소비를 대체하는 정도(Consumption Replacement Rati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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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2011)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월지급 연금액의 경우 주택

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대체율 및 소비대체율29)이 모두 30%

이상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에도 월지급액이 높아짐

으로 대체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

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함상문 외(2013)는 보유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와 주택매각

전세전환 차액을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부족한 노후생활비의 차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확률분포 분석으로 행한 결과,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주택매각 전세전환 차액을 투자하는 경우보다 노후생활비 부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족액의 확률분포가 더 집중된 형태로 나타나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가 안정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보인다고 제시했다.

그 밖에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련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마승렬(2011), 조병도 외(2011), 여윤경(2013)

등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마승렬(2011)은 역모기지(주택연금과 농지연금)와 즉시연금(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의 수익비30)를 평가하고 확률분포도를 이용하여 상호 비교한

결과, 소비자 측면에서 역모기지의 수익비는 1.0을 현저히 초과하여 즉시

연금에 비해 현저히 더 높은 수익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역모기지의 사회 보장적 효과를

수치로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9)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액(소득)이 주택연금 가입 이전의 전체 경상소득
및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30) 수익비는 연금상품의 보험료(일시납)가 1원인 경우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의
기대현가를 의미한다. 수익비가 1.0인 경우 공정하게 가격결정이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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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도 외(2011)는 산업연관표(2007년～2009년)를 이용하여 역모기지 지급

액이 소비를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생산,

부가가치, 수입 등의 유발액과 고용의 유발인원은 역모기지 금액이 커질수록

증가함을 제시하였다31). 이는 급격한 고령화를 보이는 경우 역모기지가

고령층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과 안정의 역할과 함께 생산, 부가가치, 수입,

고용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윤경(2013)은 은퇴자의 기대효용 측면에서 주택연금의 가치를 생애

주기모형에 기반을 둔 기대효용의 최적화 모형을 사용하여 평가 분석한

결과, 은퇴 시점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택가격이 낮을

수록 주택연금의 효용이 상승하였으며, 은퇴 초기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은퇴 이후 주거비용이 은퇴 시점 순자산의 30%를 넘는 경우 주택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역모기지 시장의 발전과 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빈곤완화, 소득보장 및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Venti 외(1987, 1991, 2000)는 미국의 고령화와 고령층의 소득 및 소비

와의 관계, 고령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역모기지 활용 효과에

대하여 가구특성별로 비교분석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1987년에는

미국의 전형적인 고령층 가구가 대부분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거주주택 자산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1991년에도 전체

결과는 이전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연령이 높은 고령층 가구와 독신 가구의

경우 역모기지를 활용한 소득보장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31) 2009년에 531억원의 역모기지를 공급하여 국민경제에 861.3억원(1.62배)의
생산, 363.3억원(0.68배)의 부가가치, 167.7억원(0.32배)의 수입, 933.4명(고용
유발계수 : 1.76명/억원)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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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고령층 가구와 독신 가구의 경우 역모기지에 의한 소득보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Kutty(1998)는 미국의 주택조사(1991년) 자료와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인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의 월지급금 조견표를 이용

하여 직접적인 편익으로서의 소득증가 효과 또는 금전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 고령층인 주택 소유자들의 빈곤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Ahlstrom 외(2004)는 미국 HECM 프로그램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많은 미국의 고령층이 역모기지를 활용하여

확보한 소득을 장기 치료 및 부양에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Apgar

외(2005)는 거주주택 자산 측면에서는 부유하지만 현금조달 능력 측면에서는

가난한 미국의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선종(2002)은 일본의 산업연관표(1995년)를 활용하여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가 일본 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국규모로 2,766억

5,500만엔의 역모기지를 공급할 경우 6,289억 9,500만엔(공급액의 2.27배)의

생산, 3,432억 6,200만엔(공급액의 1.24배)의 부가가치, 35,619명(고용유발

계수 : 0.13명/백만엔)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2).

주택연금의 효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빈곤완화 등에 관한

연구들로서 이용자들의 최종적인 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32)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역모기지의 파급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유선종(2002)의
연구 이후 유선종 외(2005), 강종만 외(2006), 이종의(2009), 조병도 외(2011)
등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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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관련 선행연구

본 논문의 연구가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차이분석(DDD)

등33)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김재호(2011)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 기준의 52세

이상 58세 미만 개인들에 대해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추가적인

노후소득 대안으로서 개인연금을 마련하게 유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으로 국민연금 가입집단을 실험집단, 비가입집단을 비교집단으로 구분

하고, 선택편의 문제의 통제를 위해 성향점수매칭으로 양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였다. 두 집단 구분 후 2005년과 2007년에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한

이후 2009년에 개인연금보험료의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

하였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개인연금의 가입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소득계층별(4분위)로도 개인연금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정화 외(2014)는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하여 기초연금의 시행 이전(t=0)과 이후(t=1)에 기초연금의 수급

집단(실험집단)과 비수급집단(비교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의 변화 차이를

비교함으로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비교대상이 되는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이중차이분석과

삼중차이분석을 적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DID)을 통해 노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기초연금의 영향을 분석하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수급

효과와의 연관성이 검증된 선험적 속성변수들을 선정하여 삼중차이분석

(DDD)을 시도하였다.

33)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분석(DID) 삼중차이분석(DDD) 등의 분석방법은
이후 언급될 연구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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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석 외(2015)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이중차이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장애인연금 도입이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준실험설계로서 사전사후측정

통제집단설계인 이중차이모형을 채택하고 장애인연금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수급집단을 실험

집단으로 비수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장애인연금 도입 전인

2009년도와 도입 후인 2011년도의 결과변수 차이를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각각에 대해 구하고 그 차이를 정책효과로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지표를 통한 측정 방식이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대안으로 소비지출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이 삶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34)

Ringen(1988, 1997)은 복지 측정의 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을 지표로

하는 간접방식과 소비나 지출을 지표로 하는 직접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실제로

소비하는 것, 건강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 사회관계가 원활한 것

등이 우리 삶의 질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의 지표로 전화의 존재 여부, 휴가, 친척이나 친구

와의 교류, 주거 상태(방의 수, 추가 방 여부, 부엌, 수도, 화장실, 중앙난방,

냉장고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론을 참고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고령층의 생활수준 변화를 소득이 아닌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수준을 중심으로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차이분석(DDD) 등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주택연금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34) Ringen(1988, 1997)이 제기한 소득이 아닌 소비지출처럼 삶의 수준을 직접
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복지를 측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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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와 관련한 분석의 틀은 사업성과와 효과성 및 이들의 인과관계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활용한 준실험적 방법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업성과에 있어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그림 3-1 : 연구의 분석틀 >

사 업 투입자원
(Inputs)

사업활동
(Activities)

사업결과
(Outputs)

효과성
∥
(-)

Counterfactual
Outcome

사업성과
(Outcome)

통제집단의 성과 실헙집단의 성과

본 연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과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이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특히 가입한 고령층이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보다 소비지출이나 소비성향이 더 높은지 알아보는 것이다35)36).

35)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은 소비의 세부적인 항목인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및
기타소비(경조사비 등)로도 구분하여 분석한다.



- 26 -

더 나아가서는 가구특성(연령,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 및 소득특성(총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따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들로부터 주택연금(독립변수),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종속변수), 연령,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과 같은

가구특성 및 총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과 같은 소득특성(조절변수/통제변수)이라는 개념

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그림 3-2 : 연구 관련 개념들의 관계도 >

 (가구특성) 연령 / 가구구성(부부∙단독) / 성별(단독가구) / 거주지역

            / 주택유형 / 주택가격

                       M1

X
주택연금

H2

⇩
     H1

⇧
H3

Y
소비지출

생활비지출

의료비지출

여가비지출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

생활비비중

의료비비중

여가비비중

기타소비비중

 

                        M2
 (소득특성) 총소득 / 근로․사업소득 / 공적연금소득 / 개인연금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금융소득

36) 소비지출·성향은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 중 저축 투자, 대출상환비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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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본 연구의 주된 연구가설은 “주택연금 가입집단과 비가입집단은 소비

지출과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다. 특히 가입집단이 비가입집단보다 소비

지출과 소비성향이 더 높다”이며, 이중차이분석(DID)을 통해 검증한다37).

부수적인 연구가설로는 “가구특성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집단과 비가입

집단은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다.”와 “소득특성에 따라 주택

연금 가입집단과 비가입집단은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다”이며,

이는 삼중차이분석(DDD)을 통해 검증한다.

부수적인 연구가설 중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으로 세분화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소득

특성과 관련해서는 총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 표 3-1 :　연구가설 및 방법>

구 분 연구가설 연구방법

주된
가설

(H1) 주택연금 가입집단과 비가입집단은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다. 특히 가입집단이 비가입
집단보다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이 더 높다.

이중차이분석
(DID)

부수
가설

(H2) 가구특성인 연령,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
유형 및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집단과 
비가입집단은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다.

삼중차이분석
(DDD)(H3) 소득특성인 총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집단과 비가입집단은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다.

37) 연구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정하는 귀무가설(영가설)은 각각 “주택
연금 가입집단과 비가입집단은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에 있어 차이가 없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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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일종의 준실험설계로서 사전사후측정 통제집단설계인 이중

차이분석(DID) 등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하여 소비진작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38)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2개년 자료를 활용

한다. 이 조사는 매년 일반 노년층(주택연금 비가입자) 3,000명 및 주택연금

이용자(가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 노년층(주택연금 비가입자) 표본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역별 연령별 2단 층화를 통해 모집단 구성비율에 따라

할당하였으며, 전국 만 60세～84세의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1: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입자) 표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2년차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사전전화 접촉을 통한 일대일(1: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비가입자는 2014년 자료를 이전 시기(t=0) 자료로, 2015년

자료를 이후 시기(t=1) 자료로 활용한다. 가입자는 2015년 자료로부터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 자료를 확보한다. 2개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이중차이분석(DID) 등 모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8) 주택연금 잠재고객인 일반노년층과 현재고객인 주택연금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는 2년마다 시행되었고 2012년부터는 매년 시행되어 온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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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집된 가입자 집단의 자료로부터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

(t=1)의 자료를 구분하여 추출한다. 다음, 선택편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개체의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를 투입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산출

하여 해당 점수가 특정 범위 내 분포하는 개체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입

자와 비가입자를 매칭(matching)39)하여 비가입자 집단의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의 자료를 구분하여 추출한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가입자)과

통제집단(비가입자) 및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에 따른 네 종류의

표본집단을 구성한다.

이후, 이중차이분석(DID) 방법으로 두 집단의 소비지출 변화를 비교함

으로써 주택연금(독립변수) 가입에 따른 집단 간 소비지출과 소비성향

(종속변수)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확장하여 주택연금과 관련한 주요

속성인 가구특성과 소득특성(조절변수/통제변수)에 따른 소비지출과 소비

성향의 차이는 삼중차이분석(DDD)을 수행하여 보다 설명력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 그림 3-3 :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 >

⇨

[표본 추출] [표본 분석]
{성향점수매칭}

실험집단(t=0/t=1)
통제집단(t=0/t=1)

이중차이분석
(DID)

⇑ ⇓
{최초 표본}

가입자/비가입자
2014년/2015년

삼중차이분석
(DDD)

조절변수/통제변수 : 가구특성 및 소득특성

39)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동질성(또는 유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Heckman 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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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

분석방법으로 채택한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차이분석(DDD)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 겸 통제변수가 사용된다.

독립변수는 시기더미, 집단더미 및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

(interaction)이 된다. 시기더미는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로 구분

하고, 집단더미는 통제집단(Gc)과 실험집단(Gt)로 구분한다. 두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은 시기더미(t=0 또는 t=1)와 집단더미(Gc 또는 Gt)의 곱이다.

종속변수는 가구소비지출과 가구소비성향을 주된 변수로 하고, 부수적인

변수로는 생활비지출·비중, 의료비지출·비중, 여가비지출·비중 및 경조사비

등 기타소비지출·비중이 있다. 각 변수는 정규성 충족을 위해 가구소비

지출은 로그 변환[ln(소비지출)]하고 가구소비성향은 루트 변환[sqrt(소비

성향)]하여 사용된다40). 소비성향은 소비지출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조절변수 겸 통제변수는 고령층의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연령(부부 중 어린 연령), 가구구성(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성별(단독가구인 경우), 거주지역(수도권 또는 기타지역), 주택유형(아파트

또는 기타주택) 및 주택가격 등 가구특성과 관련한 변수와 총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소득

특성과 관련한 변수를 포함했다. 이 때 소득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분석에 활용한 통계 패키지는 SPSS 22.0 및 R 2.15.3 등이며,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명칭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40) 소비지출은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지므로 자연
로그를 취하고, 소비성향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지므로 제곱근을 취해 변환(정규분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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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 변수의 정의 >

구 분 변수명 비고

종속변수41)

소비지출

가구소비지출(금액)
= ln(소비지출)

(생활비지출)
(의료비지출)
(여가비지출)

(기타소비지출)
소비성향

가구소비성향(비중)
= sqrt(소비성향)

(생활비비중)
(의료비비중)
(여가비비중)

(기타소비비중)

독립변수
시기더미 이전시기=0. 이후시기=1
집단더미 통제집단=0, 실험집단=1

시기더미와 집단더미 상호작용항 시기더미 × 집단더미

조절변수
(통제변수)

가구특성

연령 (세)
가구구성 단독가구=0, 부부가구=1

성별(단독가구) 여자=0, 남자=1
거주지역 수도권=0, 기타지역=1
주택유형 아파트=0, 기타주택=1
주택가격 (만원)

소득특성

총소득 (만원)
근로‧사업소득 (만원)
공적연금소득 (만원)
개인연금소득 (만원)

부동산임대소득 (만원)
금융소득 (만원)

41)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경조사비 등 기타소비는 포함하되, 저축 투자 및 대출
상환비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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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차이분석

(DDD)을 혼합하여 수행한다42).

먼저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추출한다. 이는 공통

변수로 속성이 비슷한 개체끼리 짝을 짓는 방법으로 실험연구에서 무작위

선택에 근접한 표본을 추출하는 준실험적 통계기법이다.(Rosenbaum 외, 1983)

이는 성향점수43)가 유사한 통제집단의 개체를 실험집단의 개체와 짝지어

비교할 경우, 두 집단의 관찰 가능한 속성들은 동일한 분포를 갖고 무작위

실험처럼 선택편의가 없이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석원, 2003)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가입자 집단)의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를

구성한 후, 비가입자 집단의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에서 실험집단

(가입자 집단)과 성향점수가 근접한 개체를 수집하여 통제집단을 구성한다.

< 그림 3-4 : 성향점수매칭의 구조 >

[실험집단(가입자)]

이전 시기 (t=0) 이후 시기 (t=1)

⇕ 개체 특성을 대표하는 공변수로 성향점수를 산출하여, 
양 집단에서 근접한 성향점수를 가진 개체들끼리 매칭 ⇕

 

   

이전 시기 (t=0) 이후 시기 (t=1)

[통제집단(비가입자)]

42)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등의 방법은 이정화 외(2014)를 참고하였다.

43)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는 실험집단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이 주어졌을 때
통제집단의 개체가 실험집단에 포함될 조건부 확률을 말한다.(Rosenbaum 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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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이분석은 가상으로 설정한 이전 시기(t=0)에서 이후 시기(t=1)로

시간의 경과 시 발생하는 실험집단(가입자 집단)과 통제집단(비가입자

집단)의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의 차이를 산출한다.

< 표 3-3 : 이중차이분석 방법(틀)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통제집단(Gc) Yc0
(주택연금 비가입)

Yc1
(주택연금 비가입) ΔYc= Yc1 - Yc0

실험집단(Gt) Yt0
(주택연금 비가입)

Yt1
(주택연금 가입) ΔYt= Yt1 - Yt0

차이(D) ΔY0= Yt0 - Yc0 ΔY1= Yt1 - Yc1 ΔΔY= Yt - Yc

* ΔΔY(이중차이) : 정책효과, Y(종속변수) : 가구소비지출 및 가구소비성향

여기에 주택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소비지출과 소비성향 변화의 순수한

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중차이 추정량

(β3)을 구한다44). 다만, 이미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통제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Y = α + β1Treat + β2Period + β3(Treat ⅹ Period) + β4Control + ε
 * Treat(집단더미) : 통제집단=0, 실험집단1
 * Period(시기더미) : 이전시기=0, 이후시기=1
 * TreatⅹPeriod : 집단더미와 시기더미의 상호작용항

삼중차이분석은 개별 대상들의 특성별로 이전 시기(t=0)에서 이후 시기

(t=1)로 시간의 경과 시 발생하는 실험집단(가입자 집단)과 통제집단(비

가입자 집단)의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의 차이를 산출한다.

44) 회귀분석으로 구해진 이중차이(DID) 추정치는 시간변수와 처리변수의 상호작용
(interaction)으로서 개체특성과 시간특성을 감안한 정책의 순수한 한계효과이다.
(만인식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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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 삼중차이분석 방법(틀)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특성A
(1)

통제집단
(Gc)

Yc0
(주택연금 비가입)

Yc1
(주택연금 비가입) ΔYc= Yc1 - Yc0

실험집단
(Gt)

Yt0
(주택연금 비가입)

Yt1
(주택연금 가입) ΔYt= Yt1 - Yt0

차이(D) ΔY0= Yt0 - Yc0 ΔY1= Yt1 - Yc1 ΔΔYA1= Yt - Yc

특성A
(2)

통제집단
(Gc)

Yc0
(주택연금 비가입)

Yc1
(주택연금 비가입) ΔYc= Yc1 - Yc0

실험집단
(Gt)

Yt0
(주택연금 비가입)

Yt1
(주택연금 가입) ΔYt= Yt1 - Yt0

차이(D) ΔY0= Yt0 - Yc0 ΔY1= Yt1 - Yc1 ΔΔYA2= Yt - Yc

삼중차이(DDD) ΔΔYA2 – ΔΔYA1

한편, 이중차이분석이 여전히 해당 분석에서 통제하는 변수들의 내생적

관계를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상호 영향을 미쳐

개별 대상의 속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책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소비지출과 소비성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험적 속성을

추가로 투입하는 삼중차이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개체의 속성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여부가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에 작용하는 체계적 차이를 식별

한다45). 즉, 주택연금의 순수한 효과인 삼중차이 추정량(β7)을 산출한다.

Y = α + β1Treat + β2Period + β3Control + β4(TreatⅹPeriod) + β5(Period
ⅹControl) + β6(TreatⅹControl) + β7(TreatⅹPeriodⅹControl) + ε

 * TreatⅹPeriodⅹControl : 집단더미, 시기더미 및 통제변수의 상호작용항

45) 이 때 속성을 대표하는 변수를 더미변수의 형태로 투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된 속성 중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중간값(median)을 구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 아래를 구분하여 더미(0 또는 1)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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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성향점수 매칭

1. 성향점수매칭(PSM)의 절차 및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최초 수집한 표본은 2014년 및 2015년에 주택연금 수요

실태조사에 참여한 일반 노년층 각 3,000명과 주택연금 이용자 각 600명

이다. 일반 노년층은 만 60세 이상 84세 이하의 주택 보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이며, 주택연금 이용자는 최근 1년 이내 주택연금 가입자이다.

이 중 주택연금 비가입자 집단(일반 노년층)은 2014년의 조사 결과를

이전 시기(t=0), 2015년의 조사 결과를 이후 시기(t=0)의 데이터로 활용

하였으며, 주택연금 가입자 집단은 2015년의 조사 결과에서 가입 이전

시기(t=0)와 가입 이후 시기(t=1)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이변량

변수를 이용하여 연령 등 개체 특성을 대표하는 공변량(covariates)46)을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성향점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매칭의 실행

방식으로 개체 사이에 허용할 수 있는 성향점수의 거리를 제한하는 캘리퍼

(caliper) 매칭47) 및 가입자 표본 대비 비가입자 표본이 매우 많은 점과

매칭 시 표본크기의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일대다(one-to-many) 매칭을

적용하면서, 공통 영역(common support)에서 벗어나는 개체를 제외시켰다.

46) 두 집단에서 속성이 비슷한 개체끼리 매칭시키기 위해 연령,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 등 가구특성을 투입했다.

47) 캘리퍼 범위(caliper range) 0.25 내에서 매칭을 실시하였다.(Stuart 외(2007)
“A caliper of 0.25 standard deviations of the logit transformation of the
propensity score can also work well to reduce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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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체 표본 중 총 3,314명이 최종적인 표본으로 선별되었으며

나머지는 최종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선별된 표본은 통제집단인 주택

연금 비가입자가 2,257명이며 실험집단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1,057명이다.

< 표 4-1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표본추출 결과 >

구 분 통제집단(t=0/t=1) 실험집단(t=0/t=1)
최초 표본 6,000명 (3,000명/3,000명) 1,200명 (600명/600명)
최종 표본 2,257명 (1,149명/1,108명) 1,057명 (513명/544명)
매칭 제외 3,264명   143명

공통영역 이외   479명     0명

또한, 성향점수매칭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균형(balance)을 맞추는

과정에서 투입된 모든 공변량에 있어 적절한 균형48)을 이루었으며, 성향

점수에 있어서도 통제집단의 매칭 이전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가

매칭 이후에 조정되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포가 유사해졌다.

< 그림 4-1 : 성향점수의 히스토그램 >

[매칭 이전] [매칭 이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4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 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의
절대값이 0.25 이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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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향점수매칭(PSM) 전후의 기술통계

성향점수매칭 전후의 기술통계량은 가구특성, 소득특성, 소비지출(금액),

소비성향(비율) 및 각 특성의 세부항목별로 매칭 이전과 이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각 비교하는 형식으로 비중,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성향점수매칭 적용 시 공변량으로 투입한 변수인 연령 등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가입자)이 통제집단(비가입자)에 비하여 연령이 많고,

단독가구, 수도권 및 아파트 비중이 높아 표본의 속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칭 이전과 비교하여 매칭 이후 양 집단의 가구특성이

다소 근접해졌으며, 특히 거주지역과 주택유형의 비중이 많이 유사해졌다.

소득특성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총소득이 높았으며,

세부항목별로도 근로 사업소득 등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았으나 금융

소득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매칭 이후 전반적으로 통제집단의 소득은

다소 증가했으나, 실험집단의 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다.

소비지출(금액)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의료비지출은

많았지만 생활비지출 등 나머지 소비지출은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매칭

이후 통제집단의 소비지출이 다소 증가했으나, 실험집단의 소비지출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는 다르게 소비성향(비율)에서는 전반적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세부항목별로는 생활비비중과 의료비비중에서

실헙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았지만 나머지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매칭 이전과 매칭 이후 양 집단의 소비성향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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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 성향점수매칭 전후의 기술통계량 비교 >

구 분
매칭 이전 매칭 이후

통제집단
(N=6,000)

실험집단
(N=1,200)

통제집단
(N=2,257)

실험집단
(N=1,057)

가구
특성

연령
(세)

평균 67.8 73.1 68.6 72.5
표준편차 7.1 6.1 6.8 6.1

가구구성
(%)

단독가구 24.6 36.5 26.0 34.7
부부가구 75.4 63.5 74.0 65.3

성별
(%)

여자 50.0 50.5 51.0 48.2
남자 50.0 49.5 49.0 51.8

거주지역
(%)

수도권 39.7 69.8 55.4 66.2
기타 60.3 30.2 44.6 33.8

주택유형
(%)

아파트 43.1 98.8 94.6 98.7
기타 56.9 1.2 5.4 1.3

주택가격
(만원)

평균 23,591 25,670 27,248 25,486
표준편차 22,580 11,842 21,108 11,806

소득49)

특성
(만원)

총소득
평균 182.5 154.6 189.3 155.5

표준편차 138.5 99.9 136.1 101.8

근로사업
소득

평균 98.6 19.1 92.1 19.1
표준편차 124.9 33.9 123.9 33.7

공적연금
소득

평균 38.7 19.9 46.6 20.2
표준편차 60.1 20.4 70.9 20.3

개인연금
소득

평균 5.6 2.4 8.5 2.3
표준편차 28.3 10.4 37.6 9.9

부동산
임대소득

평균 16.6 2.9 13.1 3.3
표준편차 57.5 13.3 55.1 14.1

금융소득
평균 10.1 10.2 13.0 9.5

표준편차 25.6 23.1 29.6 22.0

49) 소득은 모두 월평균금액이며, 자녀용돈 등 기타소득은 세부항목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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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50)
매칭 이전 매칭 이후

통제집단
(N=6,000)

실험집단
(N=1,200)

통제집단
(N=2,257)

실험집단
(N=1,057)

소비
지출

(만원)

생활비
지출

평균 97.6 93.5 100.7 93.9
표준편차 63.7 51.9 64.7 52.2

의료비
지출

평균 17.5 23.2 18.3 22.5
표준편차 17.3 22.5 17.4 21.5

여가비
지출

평균 14.7 8.6 16.0 9.0
표준편차 19.7 17.8 20.6 18.5

기타소비
지출

평균 27.8 19.8 28.7 20.0
표준편차 34.9 29.9 34.0 30.7

소계
평균 157.6 145.1 163.6 145.4

표준편차 106.3 85.1 106.1 85.6

소비
성향
(%)

생활비
비중

평균 58.6 64.1 57.8 64.1
표준편차 17.3 17.2 17.3 17.1

의료비
비중

평균 11.5 16.3 11.5 16.0
표준편차 10.1 12.6 10.1 12.6

여가비
비중

평균 7.1 4.5 7.6 4.7
표준편차 6.9 6.8 7.0 7.0

기타소비
비중

평균 13.6 11.0 13.6 11.0
표준편차 10.0 11.0 10.0 10.9

소계
평균 90.8 95.9 90.5 95.7

표준편차 12.3 9.7 12.1 9.9

이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의 절차와 결과를 살펴보았고, 이후 매칭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가지고 주택연금의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의 변화

차이(정책효과)를 이중차이모형(DID)과 삼중차이모형(DDD)으로 분석하였다.

50) 소비지출은 왜도가 2.090로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지고 있고,
소비성향은 왜도가 –2.022로서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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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택연금의 소비진작 효과

1. 소비지출 변화효과에 관한 이중차이분석(DID)

이중차이(DID) 추정량은 이중차이 회귀분석으로 도출되었으며, 시간의

경과와 제도의 적용이 모두 반영된 정책효과를 의미한다.

주택연금의 소비지출 변화효과에 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중차이

분석 결과 값은 <표 4-3>으로 나타난다. 이 때 이전 시기(t=0)는 주택연금

가입 이전이며 이후 시기(t=1)는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 해당한다.

가구소비지출51)은 시기와 관계없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낮은 수준

이며, 두 집단 모두 이전 시기보다 이후 시기에 증가하였다. 이 때 시기

변화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한 실험집단의 증가 폭이 가입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증가 폭보다 다소 컸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으로 인하여

0.08220*(10.34만원)52)의 소비지출 증가라는 이중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의수준(5%)은 약간 벗어났지만 통계적인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4-3 : 소비지출 변화의 이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통제집단(Gc) 4.89936 4.91332 0.01397
실험집단(Gt) 4.79686 4.89303 0.09617

차이(D) -0.10249 -0.02029 0.08220(0.066)*

51) 정규성 충족을 위해 비대칭 분포(양의 왜도, positive skewness)를 보이는
소비지출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52) 위 첨자 * = p<0.1, ** = p<0.05, *** = p<0.01을 각각 의미하며, 괄호 ( ) 안은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환원하여 계산된 값이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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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비지출의 세부항목별로 이중차이분석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비지출과 의료비지출은 증가라고 하는 변화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여가비

지출과 기타소비지출은 반대로 감소라고 하는 변화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의료비지출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생활비

지출과 여가비지출의 경우에는 유의수준의 밖에 있었다.

먼저 생활비지출은 시간 경과에 따라 집단과 무관하게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은 실험집단이 컸다. 또한 이전 시기에는 실험집단의 지출이 적었으나

이후 시기에는 더 커졌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하여 생활비지출 증가라는

이중차이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은 벗어난 것이었다.

의료비지출의 경우 실험집단은 이후 시기에 특히 지출이 매우 많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제집단은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실험집단은 지출이

반대로 증가하여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0.27874***(4.67만원)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

여가비지출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이전 시기에 지출이 많았으나 이후

시기에는 오히려 지출이 적어졌고, 이전 시기보다 이후 시기에 지출이

감소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여가비지출의 감소라는 이중차이가 발생

하였으나,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밖에서 산출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 등 기타소비지출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통제집단보다 지출이 적고, 시간의 경과로 실험집단의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통제집단의 지출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으로 인한 0.14454*(2.48만원)의 기타소비지출 감소가 발생하였고, 일반적인

유의수준(5%)은 약간 벗어났지만 통계적인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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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 세부 소비지출 변화의 이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생활비
지출

통제집단(Gc) 4.40996 4.43443 0.02447
실험집단(Gt) 4.38118 4.45572 0.07454

차이(D) -0.02878 0.02129 0.05007(0.275)

의료비
지출

통제집단(Gc) 2.69427 2.61172 -0.08256
실험집단(Gt) 2.78236 2.97855 0.19618

차이(D) 0.08809 0.36683 0.27874(0.000)***

여가비
지출

통제집단(Gc) 2.61805 2.66687 0.04882
실험집단(Gt) 2.66485 2.58837 -0.07647

차이(D) 0.04680 -0.07850 -0.12529(0.174)

기타소비
지출

통제집단(Gc) 2.98705 2.99902 0.01198
실험집단(Gt) 2.89304 2.76048 -0.13256

차이(D) -0.09401 -0.23855 -0.14454(0.070)*

2. 소비성향 변화효과에 관한 이중차이분석(DID)

<표 4-5>는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이전 시기(t=0)에서 이후 시기

(t=1)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성향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중차이분석의 결과 값을 나타낸다.

가구소비성향53)은 집단에 따라서는 실험집단의 값이 통제집단의 결과

값보다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높았다. 이와 달리 시기에 따라서는 이전

시기보다 이후 시기에 실험집단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하여 결과

값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경우 시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험집단과

반대로 결과 값이 감소하였다.

53) 정규성 충족을 위해 비대칭 분포(음의 왜도, negative skewness)를 보이는
소비성향에 제곱근을 취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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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하여 0.11122**(2.14%)54)의 가구소비성향

증가라는 이중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정되는 유의

수준(5%)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4-5 : 소비성향 변화의 이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통제집단(Gc) 9.51660 9.46259 -0.05401
실험집단(Gt) 9.73007 9.78728 0.05721

차이(D) 0.21347 0.32468 0.11122(0.027)**

가구소비성향의 세부 구성요소별로 이중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가구소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생활비비중과 의료비비중은 증가, 반대로 여가비비중과

기타소비비중은 감소라고 하는 변화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의료비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유의수준 밖이었다.

먼저 생활비비중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시기와 무관하게 높고,

시기의 경과에 따라 실험집단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하여 생활비비중 증가라는 이중차이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인 유의수준 밖의 값이었다.

의료비비중의 경우 실험집단은 이후 시기에 특히 지출비중이 높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제집단의 지출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실험집단의 경우

반대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해 0.55381***(3.85%)의

의료비비중 증가가 발생하였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이었다.

54) 위 첨자 * = p<0.1, ** = p<0.05, *** = p<0.01을 각각 의미하며, 괄호 ( ) 안은
제곱근을 취하지 않은 원래 백분율로 환원하여 계산된 값이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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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비비중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시기에 관계없이 지출비중이

낮고 시기의 경과에 따라 지출비중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보다 상대적

으로 증가 폭이 적었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 여가비비중 감소라는 이중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 등 기타소비비중에 있어서 실험집단은 시기에 관계

없이 통제집단보다 지출비중이 낮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출비중은 감소

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기타소비비중 감소가 발생하

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벗어난 값이었다.

< 표 4-6 : 세부 소비성향 변화의 이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생활비
비중

통제집단(Gc) 7.51802 7.48978 -0.02824
실험집단(Gt) 7.88408 7.92735 0.04327

차이(D) 0.36606 0.43757 0.07152(0.439)

의료비
비중

통제집단(Gc) 3.14960 3.00085 -0.14875
실험집단(Gt) 3.42157 3.82663 0.40506

차이(D) 0.27197 0.82578 0.55381(0.000)***

여가비
비중

통제집단(Gc) 2.26685 2.40151 0.13466
실험집단(Gt) 1.35108 1.41373 0.06265

차이(D) -0.91577 -0.98778 -0.07201(0.531)

기타소비
비중

통제집단(Gc) 3.31755 3.36867 0.05113
실험집단(Gt) 2.85101 2.73917 -0.11184

차이(D) -0.46654 -0.62950 -0.16297(0.179)

다음에서는 선험적으로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성이 높은 속성에 따른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차이 유무와 영향력 정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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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입자 속성별 소비진작 효과

1. 가구특성에 따른 삼중차이분석(DDD)

1) 소비지출의 변화효과 분석

먼저 연령,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 등 6가지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금액)의 변화 차이를 분석했다.

연령55)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의 이중차이 결과

값은 70세 이상에서 0.1889***(22.34만원) 증가하여 매우 높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나, 70세 미만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연령에 따른 시기와 집단의 삼중차이 결과 값은 0.19267**(22.09만원)

로서 변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주택

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에 체계적인 차이를 주며, 연령이 많을

수록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4-7 :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70세
미만

통제집단(Gc) 5.14061 5.11224 -0.02838
실험집단(Gt) 4.96263 4.93049 -0.03215

차이(D) -0.17798 -0.18175 -0.00377(0.954)

70세
이상

통제집단(Gc) 4.63385 4.60790 -0.02594
실험집단(Gt) 4.71276 4.87571 0.16296

차이(D) 0.07891 0.26781 0.18890(0.001)***

삼중차이(DDD) 0.19267(0.028)**

55)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중 더 어린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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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에 따른 소비지출의 이중차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에서

증가하는 결과 값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의 범위 밖이었다.

한편 가구구성에 따른 삼중차이의 결과는 부부가구가 단독가구보다 소비

지출 증가 효과가 더 컸으나,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벗어났다.

이는 단독가구든 부부가구든 시기와 집단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차이가

없으며, 가구구성은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의 체계적인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표 4-8 : 가구구성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단독
가구

통제집단(Gc) 4.43861 4.48657 0.04796
실험집단(Gt) 4.60113 4.65245 0.05132

차이(D) 0.16252 0.16588 0.00336(0.966)

부부
가구

통제집단(Gc) 5.05997 5.06462 0.00465
실험집단(Gt) 4.92170 5.00052 0.07882

차이(D) -0.13826 -0.06409 0.07417(0.129)
삼중차이(DDD) 0.07082(0.426)

성별56)과 관련한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의 이중차이의 결과는

여자의 경우는 감소, 남자의 경우는 증가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삼중차이 결과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소비지출의 변화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혹은 여자라고 하는 성별 및

시간의 경과와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6)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성별의 구분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독가구로만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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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 성별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여자
통제집단(Gc) 4.37732 4.45505 0.07773
실험집단(Gt) 4.58225 4.62708 0.04483

차이(D) 0.20493 0.17203 -0.03290(0.691)

남자
통제집단(Gc) 4.74880 4.67800 -0.07080
실험집단(Gt) 4.74561 4.79101 0.04540

차이(D) -0.00320 0.11300 0.11620(0.581)
삼중차이(DDD) 0.14910(0.501)

거주지역을 기준으로는 수도권 이외 기타지역에서 0.15937**(17.7만원)의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통계적인 유의수준의 범위

내에서 산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비지출 증가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삼중차이 결과는

수도권보다 기타지역에서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더 컸으나, 통계적인 유의

수준은 벗어났다. 이는 거주지역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차이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표 4-10 : 거주지역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수도권
통제집단(Gc) 5.03835 5.09477 0.05642
실험집단(Gt) 4.87375 4.95292 0.07916

차이(D) -0.16460 -0.14185 0.02275(0.665)

기타지역
통제집단(Gc) 4.72945 4.68364 -0.04580
실험집단(Gt) 4.65425 4.76781 0.11356

차이(D) -0.07519 0.08417 0.15937(0.034)**

삼중차이(DDD) 0.1366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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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에 따라 분석할 경우, 아파트의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이중차이

결과 값은 0.07565*(9.43만원)의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일반

적인 유의수준(5%)은 벗어났지만 통계적인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타주택의 이중차이 결과는 증가하는 값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의 범위 밖이었다. 아울러 아파트와 기타주택을 비교한 주택유형에

따른 삼중차이 결과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표 4-11 : 주택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아파트
통제집단(Gc) 4.90700 4.92815 0.02115
실험집단(Gt) 4.79723 4.89403 0.09680

차이(D) -0.10977 -0.03412 0.07565(0.094)*

기타주택
통제집단(Gc) 4.73132 4.69676 -0.03456
실험집단(Gt) 4.77063 4.81627 0.04564

차이(D) 0.03931 0.11951 0.08019(0.822)
삼중차이(DDD) 0.00454(0.989)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소비지출의 이중차이 결과는 가격이 낮은 주택에서

0.1262**(13.31만원)의 증가 효과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가격이 높은 주택의 이중차이는 약간의 증가 효과를 보여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주택가격에 따른 시간 경과와

집단 차이의 삼중차이 결과는 낮은 가격의 주택이 높은 가격의 주택보다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에 있어 약간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에 체계적인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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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 주택가격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2.3억원
이하

통제집단(Gc) 4.70087 4.65930 -0.04157
실험집단(Gt) 4.60489 4.68951 0.08462

차이(D) -0.09598 0.03021 0.12620(0.033)**

2.3억원
초과

통제집단(Gc) 5.13777 5.17198 0.03421
실험집단(Gt) 5.00045 5.07935 0.07890

차이(D) -0.13732 -0.09263 0.04469(0.442)
삼중차이(DDD) -0.08150(0.326)

2) 소비성향의 변화효과 분석

다음은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성향(비중)의 변화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이중차이가 70세

미만과 이상의 두 연령층 모두 증가하였고, 삼중차이에서는 70세 이상이

70세 미만보다 증가 효과가 더 컸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벗어났으며, 이는 연령에 따른 체계적인 변화 차이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 표 4-13 : 연령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70세
미만

통제집단(Gc) 9.34873 9.30714 -0.04159
실험집단(Gt) 9.68971 9.68866 -0.00106

차이(D) 0.34098 0.38152 0.04054(0.627)

70세
이상

통제집단(Gc) 9.70135 9.70128 -0.00006
실험집단(Gt) 9.75042 9.83287 0.08245

차이(D) 0.04907 0.13159 0.08252(0.184)
삼중차이(DDD) 0.04198(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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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에 따라서는 부부가구에서 0.16214**(3.12%)의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 증가 효과가 통계적인 유의수준 범위 내에서 산출되었다.

반면 단독가구에서는 소비성향의 증가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가구구성에 따른 삼중차이의 결과에서는 부부가구가

단독가구보다 소비성향 증가가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부가구에서만 시기와 집단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차이가 있으며,

단독가구에서는 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에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표 4-14 : 가구구성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단독
가구

통제집단(Gc) 9.61944 9.57568 -0.04375
실험집단(Gt) 9.80961 9.79565 -0.01397

차이(D) 0.19018 0.21996 0.02979(0.707)

부부
가구

통제집단(Gc) 9.48075 9.42250 -0.05826
실험집단(Gt) 9.67965 9.78354 0.10388

차이(D) 0.19890 0.36104 0.16214(0.011)**

삼중차이(DDD) 0.13235(0.223)

성별을 기준으로 한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이중차이 결과는

여자와 남자 모두에서 소폭의 증가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성별과 관련한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의 결과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는 통계적으로 소비성향의 변화

차이에 있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는 앞서 소비지출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가 성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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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5 : 성별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여자
통제집단(Gc) 9.64976 9.60120 -0.04857
실험집단(Gt) 9.81020 9.79743 -0.01277

차이(D) 0.16044 0.19624 0.03580(0.662)

남자
통제집단(Gc) 9.46595 9.42074 -0.04521
실험집단(Gt) 9.80514 9.78589 -0.01925

차이(D) 0.33919 0.36515 0.02596(0.920)
삼중차이(DDD) -0.00984(0.966)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이중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 지역에서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해 소비성향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 범위 밖의 변화였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시기와 집단 간의 삼중차이 결과는 수도권지역보다 기타지역에서

소비성향 증가 효과가 약간 더 컸으나, 유의수준을 벗어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거주지역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 차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표 4-16 : 거주지역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수도권
통제집단(Gc) 9.41503 9.38358 -0.03145
실험집단(Gt) 9.75317 9.81605 0.06288

차이(D) 0.33814 0.43247 0.09433(0.109)

기타지역
통제집단(Gc) 9.64076 9.56261 -0.07815
실험집단(Gt) 9.68768 9.72711 0.03943

차이(D) 0.04692 0.16451 0.11758(0.193)
삼중차이(DDD) 0.023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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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에 따른 이중차이 분석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에

따라 소비성향이 0.12215**(2.35%) 증가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나,

기타주택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성향의 변화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울러 아파트와 기타주택을 비교한 주택유형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 결과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에 있어서

아파트가 기타주택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변화 차이를 다소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그다지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다.

< 표 4-17 : 주택유형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아파트
통제집단(Gc) 9.51689 9.45120 -0.06569
실험집단(Gt) 9.73045 9.78691 0.05646

차이(D) 0.21356 0.33571 0.12215(0.017)**

기타주택
통제집단(Gc) 9.51023 9.62890 0.11867
실험집단(Gt) 9.70256 9.81520 0.11263

차이(D) 0.19233 0.18630 -0.00604(0.988)
삼중차이(DDD) -0.12819(0.739)

주택가격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이중차이는 가격이 높은 주택에서 0.1436*(2.77%)의 증가 효과가 나타나

일반적인 유의수준(5%)을 약간 벗어난 결과였지만 통계적인 변화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격이 낮은 주택에서의 이중차이는 약간의 증가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한편

주택가격에 따른 삼중차이는 높은 가격의 주택이 낮은 가격의 주택보다

주택연금의 가입에 따라 더 많은 소비성향의 증가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주택가격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 변화 차이에 체계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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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8 : 주택가격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2.3억원
이하

통제집단(Gc) 9.62579 9.56542 -0.06038
실험집단(Gt) 9.82044 9.82766 0.00722

차이(D) 0.19464 0.26224 0.06760(0.309)

2.3억원
초과

통제집단(Gc) 9.38544 9.35789 -0.02755
실험집단(Gt) 9.63425 9.75030 0.11605

차이(D) 0.24881 0.39241 0.14360(0.055)*

삼중차이(DDD) 0.07600(0.446)

2. 소득특성에 따른 삼중차이분석(DDD)

1) 소비지출의 변화효과 분석

다음은 총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등 6가지 소득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금액)의 변화 차이를 분석했다.

총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비지출의 이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주택연금 가입에 따라 0.21688***(19.57만원)의 소비지출 증가 효과를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명하였다.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소비지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 추정량은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0.24948***(26.15만원)만큼 더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식별되었다. 소득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 증가 효과가 도출되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변화 효과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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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 : 총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150만원
미만

통제집단(Gc) 4.31181 4.30612 -0.00569
실험집단(Gt) 4.39973 4.61091 0.21118

차이(D) 0.08791 0.30479 0.21688(0.000)***

150만원
이상

통제집단(Gc) 5.32546 5.33642 0.01096
실험집단(Gt) 5.30570 5.28405 -0.02165

차이(D) -0.01976 -0.05237 -0.03261(0.416)
삼중차이(DDD) -0.24948(0.000)***

근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더미를 형성57)한 분석에 의하면,

소득이 없는 집단에서 이중차이 추정량이 0.23293***(26.82만원)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이었다. 반면 소득이 있는 집단에서는 소비

지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중차이 추정량은

변화 차이가 유의수준 밖에서 식별되어 근로 사업소득 수준이 주택연금에

따른 소비지출 효과와 체계적인 연관성을 형성한다는 추론은 어려웠다.

<표 4-20 :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소득
없음

통제집단(Gc) 4.67892 4.68710 0.00819
실험집단(Gt) 4.62101 4.86213 0.24112

차이(D) -0.05791 0.17503 0.23293(0.000)***

소득
있음

통제집단(Gc) 5.09757 5.09467 -0.00290
실험집단(Gt) 5.01342 5.10229 0.08887

차이(D) -0.08415 0.00762 0.09178(0.251)
삼중차이(DDD) -0.14116(0.162)

57) 빈도분석 결과 근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상표본의 54.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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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의 수준에 따른 이중차이 분석의 결과는 소득이 높은 집단

에서 0.13859**(19.71만원)의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통계적인 유의수준 범위

내 산출되었으나,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소비지출에 있어 통계적인 변화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삼중차이 추정량은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많은 변화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공적연금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으로 소비지출의 변화 차이가 있다는 해석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1 : 공적연금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20만원
이하

통제집단(Gc) 4.78602 4.88499 0.09896
실험집단(Gt) 4.75003 4.84898 0.09895

차이(D) -0.03599 -0.03601 -0.00002(1.000)

20만원
초과

통제집단(Gc) 5.02988 4.93467 -0.09522
실험집단(Gt) 4.87801 4.92138 0.04337

차이(D) -0.15187 -0.01329 0.13859(0.022)**

삼중차이(DDD) 0.13860(0.127)

개인연금소득 유무58)에 따라서는 소득이 없는 집단에서 0.08605*(10.79

만원)의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유의수준(5%)을 약간

벗어난 결과로서 통계적인 변화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소득이 있는

집단에서는 소비지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변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유무에 따른 삼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벗어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58) 개인연금소득이 없는 경우가 분석 대상표본의 89.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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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 개인연금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소득
없음

통제집단(Gc) 4.87646 4.87444 -0.00202
실험집단(Gt) 4.78769 4.87173 0.08404

차이(D) -0.08877 -0.00271 0.08605(0.065)*

소득
있음

통제집단(Gc) 5.08862 5.17571 0.08709
실험집단(Gt) 4.90199 5.13511 0.23311

차이(D) -0.18663 -0.04060 0.14602(0.313)
삼중차이(DDD) 0.05997(0.699)

부동산임대소득 유무59)를 기준으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 0.11227**(13.91

만원)의 소비지출 증가가 유의수준 내에서 산출되었으나,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소비지출에 있어 통계적인 변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유무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차이인 삼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득 유무가 소비지출의 변화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 표 4-23 : 임대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소득
없음

통제집단(Gc) 4.86036 4.85280 -0.00756
실험집단(Gt) 4.76364 4.86835 0.10471

차이(D) -0.09673 0.01555 0.11227(0.014)**

소득
있음

통제집단(Gc) 5.22168 5.34953 0.12786
실험집단(Gt) 5.11734 5.33132 0.21398

차이(D) -0.10434 -0.01821 0.08613(0.593)
삼중차이(DDD) -0.02615(0.872)

59) 분석의 대상이 되는 표본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는 8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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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유무60)에 따라 분석한 이중차이 추정량은 소득이 없는 경우

0.14728***(17.64만원)의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

에서 산출되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 0.16759*(25.46만원)의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일반적인 유의수준(5%)은 약간 벗어났으나 통계적인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중차이 결과는 소득 유무와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 효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표 4-24 : 금융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소득
없음

통제집단(Gc) 4.87720 4.88071 0.00351
실험집단(Gt) 4.71170 4.86250 0.15079

차이(D) -0.16549 -0.01821 0.14728(0.006)***

소득
있음

통제집단(Gc) 4.94583 4.97267 0.02684
실험집단(Gt) 4.91601 5.11043 0.19442

차이(D) -0.02983 0.13776 0.16759(0.075)*

삼중차이(DDD) 0.02030(0.851)

2) 소비성향의 변화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소득특성에 따른 소비성향(비중)의 변화 차이를 살펴보았다.

총소득에 따른 이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높은 경우 0.17337**(3.3%)의 소비

성향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경우는 소비

성향에 있어 통계적인 변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수준에

따른 삼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소비성향 증가

효과가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차이는 아니었다.

60)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가 전체 분석대상 표본의 68.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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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5 : 총소득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150만원
이하

통제집단(Gc) 9.80411 9.75879 -0.04540
실험집단(Gt) 9.85075 9.85231 0.00157

차이(D) 0.04664 0.09361 0.04697(0.379)

150만원
초과

통제집단(Gc) 9.30810 9.25627 -0.05183
실험집단(Gt) 9.57560 9.69713 0.12154

차이(D) 0.26750 0.44087 0.17337(0.031)**

삼중차이(DDD) 0.12639 (0.192)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 이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모두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 변화가 유의수준을 벗어나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간에 0.19666*(3.81%)의 변화 차이가 있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유의수준(5%)을 약간 벗어난 결과로서 소득유무와 소비성향 간에

통계적으로 참고할만한 연관성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26 :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소득
없음

통제집단(Gc) 9.73180 9.67077 -0.06103
실험집단(Gt) 9.79573 9.82718 0.03145

차이(D) 0.06392 0.15641 0.09248(0.125)

소득
있음

통제집단(Gc) 9.32310 9.29571 -0.02739
실험집단(Gt) 9.64864 9.51707 -0.13157

차이(D) 0.32554 0.22136 -0.10418(0.311)
삼중차이(DDD) -0.19666(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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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이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낮은 경우 0.24537*** 

(4.71%)의 소비성향 증가 효과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증명한 반면, 소득이 높은 경우는 소비성향의 변화 차이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아울러 소득의 정도에 따라 소비성향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삼중차이 결과는 0.28359***(5.43%)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의 증가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매우 높은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증명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증가 효과가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4-27 : 공적연금소득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20만원
이하

통제집단(Gc) 9.56235 9.41400 -0.14835
실험집단(Gt) 9.69867 9.79570 0.09702

차이(D) 0.13632 0.38170 0.24537(0.002)***

20만원
초과

통제집단(Gc) 9.46391 9.49919 0.03528
실험집단(Gt) 9.78479 9.78186 -0.00294

차이(D) 0.32088 0.28267 -0.03821(0.570)
삼중차이(DDD) -0.28359(0.006)***

개인연금소득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이중차이 추정량은 소득이 없는

집단에서 0.08969*(1.72%)의 소비성향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유의수준(5%)을 다소 벗어난 결과로서 약간의 통계적인 변화 차이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소득이 있는 집단에서는 소비성향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유무에

따른 삼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더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벗어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 60 -

<표 4-28 : 개인연금소득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소득
없음

통제집단(Gc) 9.53454 9.48059 -0.05395
실험집단(Gt) 9.75133 9.78707 0.03575

차이(D) 0.21679 0.30648 0.08969(0.079)*

소득
있음

통제집단(Gc) 9.36832 9.34111 -0.02722
실험집단(Gt) 9.49165 9.78958 0.29793

차이(D) 0.12333 0.44847 0.32514(0.123)
삼중차이(DDD) 0.23545(0.180)

부동산임대소득 유무를 기준으로는 이중차이 결과에 있어 소득이 없는

경우 0.09342*(1.8%)의 소비성향 증가 효과가 일반적인 유의수준(5%)을

벗어나 약간의 통계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비성향에 있어 통계적인 변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유무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 차이인 삼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다소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소득 유무와 소비성향의 변화 차이는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 표 4-29 : 임대소득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소득
없음

통제집단(Gc) 9.53798 9.48184 -0.05614
실험집단(Gt) 9.76149 9.79877 0.03728

차이(D) 0.22350 0.31693 0.09342(0.070)*

소득
있음

통제집단(Gc) 9.33987 9.32384 -0.01603
실험집단(Gt) 9.42569 9.58317 0.15748

차이(D) 0.08582 0.25933 0.17351(0.403)
삼중차이(DDD) 0.08009(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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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유무로 구분하여 분석한 이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없는 집단

에서 0.10413*(2.02%)의 소비성향 증가 효과가 일반적인 유의수준(5%)을

다소 벗어난 수준에서 산출되어 약간의 통계적인 관련성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비성향에 있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통계적인 변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또한, 소득 유무에 따른 소비

성향의 변화 차이인 삼중차이 결과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많은 변화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인 유의수준 밖에서 도출되어 소득 유무와

소비성향의 변화 차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 표 4-30 : 금융소득에 따른 소비성향의 삼중차이분석 결과 >

구 분 이전시기(t=0) 이후시기(t=1) 차이(D)

소득
없음

통제집단(Gc) 9.51855 9.49270 -0.02585
실험집단(Gt) 9.73092 9.80920 0.07827

차이(D) 0.21238 0.31650 0.10413(0.079)*

소득
있음

통제집단(Gc) 9.51252 9.40782 -0.10470
실험집단(Gt) 9.72887 9.63119 -0.09768

차이(D) 0.21635 0.22337 0.00702(0.950)
삼중차이(DDD) -0.09710(0.428)

이상으로 선험적으로 주택연금 가입과 관령성이 높은 속성인 연령 등

가구특성과 총소득 등 소득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의 변화차이

(정책효과)의 유무와 영향력 정도를 이중차이모형(DID)과 삼중차이모형

(DDD)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는 앞서 수행한 연구방법론과 이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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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국민경제 측면에서 고령층의 소득 부족과 소비(내수) 침체 문제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의 보유 주택을 유동화

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2007년 도입하고 소득 보장 및 소비(내수)

진작을 위해 최근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제도 활성화, 모형 개선 및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득보장과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최종적인 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직접적

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지출과 소비

성향의 변화를 측정하여 주택연금이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주택연금의 최종적인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를 일종의 준실험

설계인 사전사후측정 통제집단설계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의 자료를 투입하였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단(실험집단)과 가입하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에 발생하는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 및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주택연금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SM)으로 양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였다. 다음 이중차이분석

(DID)으로 주택연금이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삼중차이분석

(DDD)으로 개체의 속성과 주택연금의 정책효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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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도출해낸 일련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61)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주택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소비수준의 변화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과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은 소비

지출 및 소비성향 변화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단이 가입하지 않은 집단보다 소비지출은 10.34만원,

소비성향은 2.14% 더 크게 증가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소비지출에 비해

소비성향의 증가 가능성이 더 높았다.

소비지출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지출과 기타소비지출의 변화

에서 양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주택연금 가입에 따라 의료비지출은 증가하고 기타소비지출은 감소

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참고로 유의수준의 밖이지만 생활비지출은 증가

하고 여가비지출은 감소하는 변화도 있었다.

소비성향의 구성요소별로도 그 결과를 보면 의료비비중에 한해서 가입

집단과 비가입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 주택연금 가입에 따라 의료비

비중은 증가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다만, 유의수준 밖에서 기타

소비비중의 감소라는 변화가 있었다.

둘째, 고령층 가구와 관련된 속성에 따라서 주택연금의 소비수준 변화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연령과 소비지출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이 70세 미만보다 22.09만원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61) 연구설계 단계에서 설정한 연구가설(3개)의 순서대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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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고령층의 가구특성에 해당하는 변수 중에서 연령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즉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이라는 속성 자체와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수준 변화 효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각 가구특성의 일부 단면에 적용된 이중차이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존재했다. 특히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이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밖에 수도권 외 기타지역의 경우와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에 소비지출의

증가 효과가 있었으며, 부부가구인 경우와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에 소비

성향의 증가 효과가 있었다.

셋째, 고령층의 소득과 관련된 여러 특성에 따라 주택연금의 소비수준

변화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총소득,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

에서는 일부 채택되었으나, 나머지 소득특성에서는 기각되었다.

총소득은 소비지출과의 관계에서 월 150만원 미만이 그 이상보다 26.15

만원 많은 증가를 보였고,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소비성향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에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와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수준 변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소득특성 자체와 주택연금의 소비수준 변화효과와의 관련성을 검증

하는 삼중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나머지

소득특성에 있어서도 소득유무를 구분하여 적용한 이중차이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존재했다. 개인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에 따라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이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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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득특성과 관련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령층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소득원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소득의 총합이라는 결과로 해석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주택연금 제도가 고령층의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책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 보장은 물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소비지출보다 소비성향에서 증가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의 경우 경제생활에서 은퇴하면서 최소한

은퇴 이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즉 주택연금이 은퇴 이후 소득절벽에 봉착한 고령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의 경우 가입 이후 생활비지출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여가비지출와 기타소비지출은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연금이 소득보장이라는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득특성과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층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소득원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소득의

총합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이 부족한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확실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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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연금 소득이 고령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62)하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가입여부에 따른 소득보장 및 빈곤완화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고령층의 삶의 질 변화를 소득수준이

아닌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의 수준에서 동태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즉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효과를 측정하여 고령층의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택연금의 최종적인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동일한 개체의 주택연금 가입여부와 시기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성향점수매칭의

방법을 통해 가상의 준실험설계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향후 주택연금과 관련한 패널 자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기간의

조사 자료가 축적된 이후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2007년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3만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개년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한 주택연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가지고 국민경제 측면에서의 내수

(소비) 활성화를 논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62) 주택연금 제도가 고령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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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sumption Effect

of Reverse Mortgage on the Aged

Son, Jeong Ju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as threat factors such as rapid aging population trend, shortage

of income of elderly and stagnation of domestic consumption in respect

of population structure and national economy respectively. Thus,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JooTaekYeonKeum(hereinafter 'JTYK'), a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that can liquidize house for

which elderly possessed in 2007 and actively carried out to encourage

JTYK provision for income security and consumption promotion recently.

There have been three major aspects in JTYK study: program vitalization,

model improvement and effect analysis. Especially, the study on effect

analysis is primarily concerned with income security and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However, there was no study that measures the change of final

standard of living of elderly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change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nsumption propensity to look closely the effect of JTYK

on standard of living to evaluate ultimate JTYK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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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the change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nsumption

propensity of JTYK were measured by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which is a sort of quasi-experiment designs. The survey of

current status of JTYK demand conducted by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went into this research and also, the both change and

difference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nsumption propens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that joined JTYK and control group that

does not for the period(t=0 to t=1) were compared to estimate JTYK

policy effect. To raise validity of analysis result, the similarity of both

groups was secur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JTYK

effectiveness was examined by difference in difference(DID) and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DDD).

The result of analysis derived from research metho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dopted hypothesi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change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nsumption propensity depending on

whether joined JTYK or not, if it’s statistically significant. Especially,

the group where joined had higher consumption level than group where

did not.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medical expenses increased but

other expenses decreased as they joined JTYK in the significance level.

Second, the hypothesis that insists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hange

of consumption level in JTYK depending on the attributes of household of

elderly people was rejected except relationship with ag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I.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evance was not brought out in

the household composition, sex, location, types of house and housing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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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hypothesis that contends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hange of consumption level in JTYK according to the attributes

related with income of elderly was partially adopted in gross income,

earned & business income and public annuity income, but came up

with result that consumption level increased as elderly joined JTYK

when they’re incomeless in personal annuity income, real estate rental

income and financial income as well.

This study tested and verified empirically the effect of policy that

JTYK program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nsumption propensity. This implies it needs to actively promote

JTYK to secure income for elderly and boost consumption.

Furthermore, this study measured and analyzed dynamically the

change of quality of life for elderly in the level of consumption,

rather than level of income unlike the earlier studies. In other words,

it has significance in measuring the effect of change of consumption

level to review directly the effect on the standard of living of elderly

people and assess policy effectiveness of JTYK.

Keywords : JooTaekYeonKeum(JTYK), reverse mortgage,

consumption expenditure, consumption propensity,

difference in difference(DID),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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