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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

후 생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후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자 1988년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2007년에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이

하 역모기지)를 도입하였다. ‘house-rich, cash-poor’ 계층을 정책 타켓으

로 삼는 역모기지는 도입 첫해 505건을 시작으로 현재 약 6만건(‘19.6월

기준)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역모기지를 성공한 정책으로 단언하기는 어렵

다. 역모기지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제도 및 가입자 특성, 활성화 방

안, 계리 모형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역모기지가 실

제 효과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초로 역

모기지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먼저 역모기지 실제 가입자 데이터를 지역별 패

널 형태로 가공한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고 효과성 분석을 위해 고령화가

심화된 시군구에서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가설 1), 가난한 시군

구에서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가설 2), 노후준비가 부족한 시군

구에서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가설 3)라는 3가지 가설을 설정

하였다. 모형은 종속 변수로 상대적 가입 비율을 선정하였고, 가입자의

개별 특성 통제를 위하여 월지급금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지

역 고령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령화 지수,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

하기 위하여 평당 주택매매가격, 지역 노후준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역별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 마지막으로 지역 노후지원 수준은 지역

별 복지예산 비중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 패널

확률·고정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테스트 결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에서 1계 자기 상관이 감지

되어 이를 교정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상대적 가입 비율에 대한 고령화 수준인 노령

화 지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가설 1을 기각하였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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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나타내는 지역별 평당 주택매매 가격과 노후준비 수준인 지역별

1이당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양의 값으로 나타나 가난한 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더 부유한 지역에서 역모기지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됨에 따라 가설 2와 가설 3 모두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노후

지원 수준인 지역별 족지예산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

라서 현행 역모기지 제도는 ‘고령자 하우스 푸어’를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가난한 고령자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

가 더 많이 이용하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저소득 고령자가 아닌 부유한

고령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

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역모기지 시장을 세분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등 정부가 계속 지

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에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반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와 같이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프라임

역모기지 시장을 새로 개설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별·주택유형별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가입자가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아파트 소유자로 편중되어 지방·비

도시 지역은 소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

출 모형이 연령과 주택가격 변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가입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택연금이 진정한 고령자의 노후보장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월지급금이 결정되는 상품과

는 별개로 비록 주택가격은 낮지만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책적

으로 월지급금을 높여서 지급할 수 있는 복지형 역모기지 상품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역모기지가 본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앞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

해 역모기지가 고령자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역모기지(주택연금), 효과성 분석, 생애주기 가설, 정책목표,

표본선택편의, 패널분석

학 번 : 201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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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람의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조사망률1)은 1983년 637.8에서 2017년

557.3로 낮아졌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률은 1983년

7,103에서 2017년 3,080.9로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이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983년 8.7에서 2017년 24.3으로

약 2.8배 증가하였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자살률은 1983년

14.1에서 2017년 47.7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노환(老患)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 사별

(死別)·독거 등에 따른 정서적 외로움을 고령층 자살률 증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길어진 노년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노후 경

제적 빈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양옥경·주소희, 2011; 김형수·권이경,

2013).

실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poverty rate)2)은 2016년

47.7로 근로연령층(18세에서 65세)의 9.0보다 약 5배가량 높았다(통계청,

2018).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한국의 전체 빈곤율은 2015년

기준 0.138로 조사 대상 32개 국 중 19위였으나,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

곤율은 0.457로 가장 높았고, 전체 빈곤율과의 차이도 가장 컸다(OECD,

2018).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에서 근로자가 정년 등으로 은퇴를 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평소 수준의 생활 유지가 어려움은

물론 쉽게 빈곤층으로도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1)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Crude death rate)은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해당 연도의 중앙일인 7월 1일의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한 것이다(조사망률=(총사망자수/연앙인구)×100,000)

2)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2006년(43.9)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2013년(49.6)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2016년(47.7)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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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

의 노후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부부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182만원 가량(KB금융지

주경영연구소, 2017)인 것에 비해,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 소

득 대체율3)은 39.3% 정도이며 평균 월수령액도 38만원(국민연금, 2018)

에 불과하여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미

국의 공적보증역모기지(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를

벤치마킹하여 2007년부터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을 도입

하였다. 주택연금은 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생활비(현금)가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금융기

관은 매달 연금 형식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시 첫해인 2007

년 신규 가입자는 515건이었고, 2018년 6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5만

4,806건에 이른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18). 주택연금은 제한 연령과 보유

주택 조건만 충족하면 보유 재산, 타 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여 매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등 기존 국민연금 등과 함께

한국 고령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약 400만 정도(통계청, 2017)인데 반

하여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5만 6천 건 정도로 전체의 약 1.4% 수준

에 그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정도

의 고령자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다면 역모기지 활성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학계 등에서도 이와 관련

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제도 도입 직전까지는 역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계리 모형·주요 변수 등에 대한 연구, 가입자

제도 및 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raw-data)를 분석한 계량 연구가 대거 등장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최초 연금월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한국의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2008년 50%에서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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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연구의 흐름이 실증연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실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연구를 통해 그 동안 설문으로 간접 추정하던 방식

대신 직접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가 원래의 목적

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역모기지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한 대부분

의 실증연구들이 비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이른바 표본선

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es)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가 본래의 정책적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모기지 계리모형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해 고찰하고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실증연구에

서 주로 사용한 다중회귀분석과 패널분석(Panel Analysis)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한편, 가입자 데이터만 분석한 결과 발생한 표본선택편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형 공적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이 최

초 도입된 2007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까지이다. 그 동안 주택

연금 가입 대상자 연령 하향, 노인복지 주택 허용 등 수차례 제도를 변

경하였다. 또한 매년 주요변수 재산정4)을 통해 지금까지 총 6번 월지급

금을 조정5)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월지급금 조정을 비롯하여 내집연

금 3종세트 신규 출시,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기존 주택소유자에서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적정 월지급금 산출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를 재산정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의 조정 여부를 결정

한다.

5)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에서 60대의 생존확률이 80∼90대보다 큰 폭

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월지급금(6차)이 2018년 3월 2일 가입자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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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바꾸는 등 제도 틀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제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

하여 2015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공간적 범위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된다. 이 조건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1명이상 가입자가 있는 시군구 총 228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6)

다음은 연구 방법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택연금

가입자의 개인 특성 분석을 위해 개인 수준에서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를 연도별 시·군·구 패널

데이터로 재구성하여,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패널분석을

통해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범위 등을 밝혔고, 제2장은 그 동안 수행되었던 역모기지 관련 연구

동향과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실증 연구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 연령과 담보주택 가격이라는 두 변수를 주택연금 가입자

에게 지급하는 월지급금과 동일 수준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역모기지 계리

모형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의 조합을 통해 도출한 결과가 월지급금

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동일한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은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 제도의 현황을 살핀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구축한 주택연금 한눈에 보기7)와 주택

연금 가입자 데이터8)를 활용하였다.

제4장은 역모기지 효과성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패널분석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역모기지 제도의 목적은 고령자 하우스 푸어의 노후

소득 및 주거안정의 보장이므로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 10만명 당

6) 광역시도를 분석 단위로 하면 활용 가능한 거시 변수가 많지만, 공간적 범위가

넓어져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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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고령화 수준, 노후

준비 수준, 복지 예산 수준의 대변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

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약 82.7세(통계청, 2017)이며, 60세에 은퇴하여

더 이상 새로운 소득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20년 이상을 이미

마련한 자산을 소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상황을 앤도와 모딜리아니(A. Ando and F.Modigliani)는 생애주기 가설(

Life cycle hyphothesis)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생애주기 가설은 현재의

소비가 평생소득에 달려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젊어서는 자산을 모으고

나이 들어서는 이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역모기지

제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노후 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생애주기 가설의 큰 틀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책 효과성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 후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활동으로 정책목표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만약 정책 효과성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면 정책 집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생애주기 가설

가계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큰 지출이나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은퇴 후에도

평상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왜 고령자들이 역모기지를 이용하게 되는지를 생애주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 이용자는 지금 필요한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당장

소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양상은 고령자가 주거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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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고자 주택을 줄이거나 매각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생애주기모형

가설과는 배치된다. 앤도와 모딜리아니(1963)가 처음 제시한 생애주기

가설은 합리적 소비자의 지속적인 효용성 유지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가구의 전생애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설명하였다. 근로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청장년기에는 최대한 저축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이후에는 소득 감소에 비례하여 그 동안 모아 둔 자산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 경제인은 총체적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며, 이 때 자산의 형태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는 은퇴 이후 부족한 소득을 보완함으로써

효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지분을 소비하게 되므로 결국 자가에서

임차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Artle and Varaiya, 1978).

역모기지의 경우처럼 현실에서는 생애주기 가설과는 다른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자 가설에 대한 수정 대안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자기통제(self control),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프레이밍(framing)의 3가지 주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생애주기 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소비 및 저축행동에 대해 설명을 시도

하였다(Shefirn and Thaler, 1988). 이 설명에 따르면 가계 또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자산이나 소득 유형을 서로 다른 회계 계정으로 구분하여

소비하거나 저축하므로 비록 주택 구입으로 인한 부채가 있더라도 은퇴를

위해 따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론은 은퇴와

관련하여 유용한 자원(소득이나 자산 등)은 은퇴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방해 요인(자녀교육비, 주택마련 등)은 은퇴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Ajzen, 1991).

생애주기가설과 주택에 대한 적용을 보면 Venti and Wise(1989)는

주택을 자가 소유하는 고령 가구와 주택자산 가치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득이 적고 주택자산이 많은 가구는 주택자산을 줄이지만, 반대로 소득이

많고 주택자산이 적은 가구는 주택자산을 늘렸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속을 위해 주택자산을 모두 소비하지 않거나(Bernheim, 1991), 장래의

의료비 지출을 위해 주택을 일종의 보험으로 간주(Skinner, 1993)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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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할 경우 소비보다는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의 연구의 경우 조만 외(2012)은 65세 이상 은퇴 시점을 전후로

고령층의 급격한 자가주택 수요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고령층의

자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형ㆍ김경환

(2011)은 은퇴 이후 자가에서 임차로 변경하는 행태는 일반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효과성과 정책목표 모호성

정책 효과성(effectiveness)9)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하며, 정책

집행 후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사후적 활동이다10).

정책 효과성 평가는 첫째,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그 정책으로 인한 결과

인지 여부 둘째, 발생한 정책 효과의 크기는 정책목표 대비할 때 어느

정도 인지 셋째, 정책효과의 크기는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정책문제의

해결에 충분할 정도인지의 확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인 정책의 중단, 축소, 현상유지, 확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정책 효과성 평가 방법으로는 투입과 산출 비율로 표현되는 능률성

(efficiency)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된 비용-편익분석과

편익이 화폐로 측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한 비경제적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

정책 효과성 검증은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만약 정책목표가 모호하다면 집행도 최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조직목표 모호성이란 목표에 대한

9)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2004)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756-767 요약·인용

10)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로 나뉘나,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과정평가가 총괄평가에 포

함될 수 있다. 실제 미완결된 정책도 수시로 과정평가를 통해 집행전략을 수립

하거나 내용의 수정·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평가 개념을 집

행 최종 완결 시 하는 좁은 의미의 총괄평가가 아닌 과정평가까지 포함하는 넓

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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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해석 가능성을 의미한다. 만약 정책 목표가 하나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이는 정책목표가 명료성을 잃고 애매모호해졌다고

평가하게 된다(Chun&Rainey, 2005; 전영한, 2004a). 조직목표 모호성에

대하여 전영한(2004b)은 사명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bmiguity),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 평가적 모호성

(evaluative ambiguity), 우선순위 모호성(priority ambiguity)으로 세분화

하였고, 정책 모호성으로 인해 일부 정책사업의 경우 부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권태욱․전영한, 2015). 한편 김혜영(2006)은 우리나라

여성정책 목표 설정 시 강화, 확대, 내실화, 문화형성, 확산과 같은 포괄적

이고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한 반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없어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위조직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하급조직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때 상위조직의 정책목표가 명확하여 하위조직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줄어든다면 정책은 목적한대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반대라면 하위조직은 자신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

하게 된다(Selznick, 1949). 한 연구에서는 조직의 관료제적 관성과 예산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 추구로 정책목표와 수단이 대치되는

현상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정병결, 2007). 또한 정책목표의 자의적

해석은 수동적인 집행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기 조직의 이익을 추구

하는 지대추구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전적 의미의 지대추구

(rent-seeking)는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가이윤을 획득하

는 수준이었다면(Tullock, 1967), 최근에는 수입량제한, 보호관세, 뇌물,

공갈과 은폐 등 합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모든 행동까지 포괄하고 있다(사

공영호, 2014).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역모기지 연구 동향

역모기지는 보편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가 아닌 잔여적 복지

(residual welfare)11)를 택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고령자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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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을 위한 대비(개인연금 가입 등)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주거 안정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기존 모기지(forward mortgage)와는 반대의 현

금 흐름을 가진 역모기지(reverse mortgage)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세계

적으로 고령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미국을

비롯하여 보편적 복지를 택한 영국, 독일 등의 유럽국가, 그리고 한국,

일본, 홍콩도 역모기지를 도입하면서 관련 연구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역모기지 연구는 제도 도입기와 정착기, 성장기 등 제도의 변천과 연

동되어 관련 연구 주제도 함께 변하는 특성을 보인다.12) 제도 도입 전에

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나 해외 사례 소개, 역모기지 제도의 기대 효과

가 주요 주제였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역모기지 계리 모형, 주요 변수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래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둔 역모

기지 시장 예측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보험 성격의 역모기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헷지 방안(역모기지 증권화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역모기지 연구의 트렌드 변화는 제도 도입 후 4～5년이 경과한 2011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누적 데이터 부족,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가입자 데이터 입수가 어려웠던 초창기의 실증연구는 설문을 통한 가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설문 응답자를 통해 역모기지

가입 의사, 가입 동기 그리고 향후 역모기지 시장의 규모 등을 예측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부터 일부 연구자들이 한국형 역모기지의 특징 도출을

위하여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실증분석 연구가 중요한 역모기지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1) 사회복지 욕구해결 시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시장이 주된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

부조는 오직 모든 가능한 수단들이 고갈된 경우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제공한다

(박용수, 2007).

12) 홍성현(2011), “역모기지 계량서지학적 분석”, 주택금융월보,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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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모기지 제도 관련 선행 연구

역모기지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는 ㅍ의 여름 특집편에서 이

루어졌다. 이 특집편은 미국의 공적 역모기지 제도인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이하 HECM)13)가 미국에 도입된 지 5년 되는 시

점에 발표된 논문집이다. 이 특집편에는 고령자의 HECM 가입 동기, 효

과성, 계리모형, 리스크 등 전반적인 고찰과 평가, 그리고 향후 역모기지

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으며, 이후 역모기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집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모기지 시장 관련 3편, HECM 프로

그램 관련 2편, 역모기지 계약과 리스크 관련 4편 등 총 9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역모기지 시장과 관련하여 Peter Vander

Hart(1994)는 합동 횡단면 데이터(Pooled 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한

로짓분석을 통해 고령자 주택소유자의 주거 결정(소유, 렌트, 조정) 요인

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자인 주택소유자의 HECM 가입은 주택가

치, 수입, 담보 등 금융적 요인(financial factors)보다는 연령, 은퇴, 자녀

및 독신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demographic factors)에 더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opher J. Mayer and Katerina V.

Simons(1994)는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에서

획득한 패널 자료(1990) 분석을 통해 향후 역모기지 시장이 더 커질 것

으로 예상하였다. 고령자는 자신이 소유한 비연금성 자산(the

non-pension wealth)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노

후 수입과 주택 유동성(the income and liquid wealth)을 높이기 위해 역

모기지를 활용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역모기지 이용자

의 최소 20% 이상인 6백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

13)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안정을 책임지는 스웨덴 등 유럽의 사회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개인의 사회적 보장에 대한 기여에 비례하여 사회적 급부를 지원하는 미

국에서는 고령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식했다. 그래서 이에 대

한 해결 방안으로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1989년대 미국 주택·도시

개발청(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이 공적보증

역모기지(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이하 HECM)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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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중 약 140만 명 가량의 가난한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Sally R. Merrill, Meryl Finkel and Nandinee K.

Kutty(1994)는 American Housing Survey(AHS) 데이터를 분석하여 역

모기지 시장 규모와 가입 대상을 추정하였다. 저자는 연령, 수익, 거주지,

주택담보대출 등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연간 3만 달러 이하의 수입, 10

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이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80만 명을 프라임

그룹(prime group)으로 선정하였고, 이 그룹이 역모기지를 이용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들 프라임 그룹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

로 높은 교외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CM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Bradford Case and Ann B.

Schnare(1994)는 실제 HECM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대출자 및 담보

주택 특징, 월지급금 수령 형태(종신형, 기간형, 일시수령)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경

우 대처가 어려운 “house-rich, cash-poor” 계층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HECM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이자율, 월지급금 옵션 등 고령자가 이해하

기 어려운 금융 용어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카운슬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dward J. Szymanoski, Jr(1944)는 미래에 발생

할 부채 잔액과 주택가치가 일치되도록 월지급금이 결정된다는 수지상등

의 원칙14) 등 HECM pricing 모델에 대하여 전반적로 설명하였다. 계리

모형에서는 장수율(Longevity), 이자율(Interest Rates), 미래 주택가격

(future Property Value)의 3가지 위험을 가정하며, 이러한 가정들을 토

대로 보험료 성격의 월지급금을 결정하게 된다.15)

마지막으로 역모기지 계약 제도 및 리스크와 관련하여 Peter Chinloy

and Isaac F. Megbolugbe(1994)는 대출기관은 역모기지 채권 유동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출기관이 역모기지 가입자

14) 자세한 사항은 제3절 역모기지 계리 모형의 이해를 참고하기 바람.

15) 3가지 주요 변수 외 시중 이자율이나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 받지 않는 대출

종료의 독립성(Independence of Loan Terminations), 대출비용이 주택가격을 초과

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상호성(Mutuality), 이익도 손해도

없는 위험중립성(Risk Neutrality)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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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는 월지급 금액은 담보 주택가격과 일치하는 지점(Crossover)에

서 결정되는데, 만약 대출자가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생존할 경우 대출기

관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가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역모기지 대출 계약에 생명 보험 사항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역모기지 채

권을 발행(securitization)하여 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 유통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omas P. Boehm and Michael C. Ehrhardt(1944)

는 HECM의 경우 시장상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이자율을 채택

하기 때문에 채권(typical coupon bond)이나 모기지(regular mortgage)보

다 훨씬 위험하며 특히 예측하지 못한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Linda Klein and C. F. Siemans(1944)는 HECM에 앞

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했던 Connecticut Housing Finance

Authority(CHFA)의 Reverse Annuity Mortgage(RAM)의 실제 가입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역모기지 가입자의 특성 및 조기상환(Prepayment)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5년 동안 RAM에 가입한 총 건수는 765건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5세, 수입은 11,500 달러였다. 평균 부채액은 약

106,000 달러로 담보주택의 약 68% 수준이었으며, 가입자의 약 88%는

RAM을 통하여 수입이 증대되었다. 조기상환은 총 240건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장기 대출자인 경우 조기상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역모기지 대

출의 높은 부도 위험성(default risk)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대출금

이 주택가격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 J.

Miceli and C. F. Siemans(1944)는 일반 모기지에는 없는 역모기지만의

독특한 특성인 관리위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역모기지에 가입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야하고 이후 담보 주택의

가치 유지의 부담은 소유자가 아닌 대출기관의 몫이 된다. 그래서 가입

자는 주택 가치의 유지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

출기관은 대출 종료 시까지 주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제

한하거나 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이자율 프리미엄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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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1994년 특집편이 미국 공적 역모기지 제도인 HECM

에 대한 초기연구였다면, HUD에서 발간하는 CityScape 2017년 19호16)

는 최근의 HECM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Kevin A. Park(2017)은

HECM 가입자의 담보주택 자료를 분석하여 대출 종료 시점에서 모기지

와 역모기지 담보주택의 주택 가치를 비교하였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역모기지 가입 주택의 가치가 훨씬 낮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예측과는

달리, 역모기지 담보주택의 가치는 모기지 담보 주택과 비교할 때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ilda Nikaj and Joshua J. Miller(2017)는

재산세와 주택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HECM 가입자의 부도위험

성(default risk)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고령자인

HECM 가입자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의회에 이들 계층의 부도 위험성이 보고되었고, 실제 2014년

HECM 가입자의 12%가 부동산세와 보험을 감당하지 못하여 기술적채

무불이행(Technical default)17) 상태에 빠졌다. Edward J.

Szymanoski·Alven Lam·Christopher Feather(2017)는 HECM이 출시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HECM은 미국 고령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최근의 경기 침체(The Great Recession) 속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프로그

램 유지를 위해 재정 건전성(Financial Sustainability)을 확보하고자 월

지급금을 비롯한 각종 요율을 조정하였고, 역모기지 증권(HMBS

program)을 발행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Stephanie

Moulton·Cäzilia Loibl·Donald Haurin(2017)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상

담한 1,700 가구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역모기지 가입 동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모기지 가입자들은 모기지 가입자와 비교할 때 부채 비율이

16)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Volume 19 Number 1.

2017)은 HECM과 transforming community의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중 HECM편은 2016년 작고한 HUD Director이자 HECM의 설계자인

Szymanoski를 추모하기 위한 논문집으로 발간되었다.

17) 기술적채무불이행이란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약정상의 다른 조건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부도 상황을 의미한다. 가령 대출

상환의 의무가 없는 HECM 프로그램 가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기술적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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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컸다. 한편, 상당히 높은 수준

의 모기지 부채를 가진 고령자들의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어

HECM에 가입하지 못하고, 전체 상담자의 약 3분의 1이 이 부류에 해당

되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역모기지 가입자는 일반가구 보다 주택 상

속 의사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다만 HECM 가입자들의 수입이 낮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역모기지 가입

자는 일반가구에 비해 재정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며 위험회피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HECM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였

다. Masahiro Kobayashi·Shoichiro Konishi·Toshihiko Takeishi(2017)는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 현황을 소개하였다.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로

역모기지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역모기지 시장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최초 역모기지는 1981년 무사시노 지방에서 시작되었으나 2015

년에 중단되었다. 현재는 일본주택금융공사(Japan Housing Finance

Agency)가 역모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 조건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

하다. 가입자는 매월 이자만 지급하다 사망 이후 원금 등을 일시 상환하

게 되며, 대출한도는 천만 엔이다. 연구자들은 일본 역모기지 시장의 발

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처럼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George R. Carter III·Joshua J. Miller(2017)는 가입자 수 등 HECM

에 대한 통계 수치 등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HECM 가입자는

2001년 3만 1,626건으로 전체 62세 이상 인구의 0.16%였으나, 2007년 15

만 8,911건(0.74%)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41만 8,595건(1.58%)

에 이르고 있다. HECM 가입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담보대출 없는 주택

을 소유한 백인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흑인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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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모기지 실증분석 관련 선행연구

최근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연구들이 비교적 많

아졌지만, 아직까지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성별,

연령,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입수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

다.18) 그래서 한국은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초기 역모기지 실증연구는

연령, 주택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역모기지 가입이 가능하거나 향후

역모기지 가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실

증연구가 먼저 등장하게 되었다.

설문지를 이용한 분석은 일반가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역모기지 자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주택소유 여부, 연령 등을 고려

하여 향후 역모기지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 수요자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나 선호하는 상품의 종류 등을 추정하였다. Stephanie

Moulton·Cazilia Loibl·Donald Haurin(2017)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가구

와 역모기지 가입가구를 비교하였는데, 일반가구보다 역모기지 가입가구

의 부채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역모기지 가입가구는 기존 담보대출을 상

환하기 위하여 역모기지에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부채가 노후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선종·구본영(2005)은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이하 중장년층 세대주

53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이 중 유효한 설문지 500부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상속에 대한 의식 및 노

후에 대한 불안이 역모기지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가입 의향에 있어 현재 고령자인 65세 이상보다는 아직 가입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50대가 더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종의·

하성규(2008)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역모기지에 가입할 경우 어떤 유형의 상품을 선택할지를 조사

18)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연령, 성별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주택연금 가입자의 미시 데이터를 일체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시도별로 평균화된

자료만을 주택금융월보와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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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설문지 1,00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800부를 유효설문지로 선정

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미혼자녀가 많고 주택에 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 목돈 인출 없이 월정액만 받

는 종신형보다 일부 목돈 인출이 가능한 종신혼합형을 선호하였다. 그리

고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직업이 있으면서 희망

연금 금액이 많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신용한도형을 선호

하였다. 이선형·김영훈(2009)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노인과 노인의 주

택연금 이용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이

상 80세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

지를 배포 후 이 중 597부를 유효 설문지로 선정하여 로직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예비노인과 노인 모두 상속의향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높았으나, 예비노인은 자녀의 찬성이 보통이상, 다양한 여가

향유를 즐기고자 할 때였고, 노인은 자녀의 부양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

고, 건강상태 정도가 보통인 경우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 의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역모기지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Michael C. Fratantoni(1999)는 HECM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

령자 중 미래의 피할 수 없는 충격(unavoidable expenditure shocks)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고령자가 역모기지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국내의 경우 역모기지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연

구는 김선주·유선종(2006)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2004년 5월부

터 2005년 12월까지 신한은행 역모기지 상품 이용 계약자 417명의 데이

터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총 지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동거 여부, 가족수 자영업

자, 대출기관수, 담보물의 감정가, 월 지급액, 연금 지급 주기, 자동차 유

무가 있으며, 이 중 담보주택의 감정가와 배우자 동거 여부가 미치는 영

향이 컸다. 한국 최초의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의 실제 가입자 데이

터를 분석한 연구는 김상현·서정렬(2011)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07년 7월부터 ‘10년 12월까지 가입한 주택연금 실제 가입자 4,35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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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월지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지면적을 제외한 건물면적, 가입자연령, 주택가

격, 아파트 여부, 배우자 연령 모두 월지급금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영

향의 정도는 주택가격 변수가 가장 높았다.

안상모·이종아·정준호(2013)는 ‘07년 7월부터 ‘12년 8월까지 가입한

10,377건을 대상으로 종신지급형과 종신혼합형 상품선택에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이항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재무적 특성, 주택·거주특성, 가구주 특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시도하

였다. 분석결과 가입자상품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주택가격, 가입연도, 월지급액 구분, 소득여부, 지급방식, 주택종류, 성별,

동거가족여부, 독신여부, 본인상담여부로 나타났다. 유선종·이석희(2013),

유선종·노민지(2013), 유선종·김문영(2014)은 ‘07년 7월부터 ‘12년 9월까

지의 주택연금 가입자 10,936건을 분석하여 각기 다른 측면에서 역모기

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유선종·이석희(2013)는 상기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월지급금에 미치는 요인은 주택가격, 주택유형, 건물면적,

수도권 여부, 보증료 합계, 대출금 합계, 지급방식, 지급구분, 연령, 동거

가족 유무이며,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김상현·서정렬

(2011)의 결과와 동일하게 주택가격과 연령으로 나타났다. 유선종·노민지

(2013)는 동일 데이터를 가지고 주택연금 계약해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항로짓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계약 해지자는 연령, 계약자 성

별, 동거가족 유무, 독신여부, 지역, 주택가격, 연금지급유형, 월지급금,

대출금합계, 보증서발급년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종·김문영

(2014)도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택연금 보증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찾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보증료 합계이고 독립변

수는 주택가격, 주택유형, 건물면적, 수도권 여부, 월지급금, 지급방식, 지

급유형, 연령, 계약자 성별, 동거가족 유무, 독신 여부를 주택특성, 계약

특성, 인적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결과 계약자 성별과 동거가족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지급방식,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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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여부는 음의 영향 미쳤고, 나머지 변수는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 중

주택가격, 월지급금, 지역의 순으로 보증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연구

자는 주택가격 제외, 월지급금 제외, 주택가격과 월지급금 모두 제외한 3

가지 추가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모형만을 살펴보았다.

김정주(2013)는 ‘07년 7월부터 ‘11년 6월까지 가입한 주택연금 가입자

5,309건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동기간 가입자 5,422명 중 사망,

최초 대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건들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상을

5,309건으로 확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기상환여부이며, 독립변수는 가입자

성별, 저연령자 나이,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가입시점 기준 추정 월 가

처분소득, 가입시점 기준 금융자산 가액, 주택유형, 주택 공동소유여부,

대출한도 설정방식, 월지급금 지급방식, 개별이출한도 잔여액 유무, 선순

위상환설정 유무, 월지급금의 크기, 누적주택가격증감분, 월간 대출금리

차를 각각 차주특성, 담보물특성, 대출특성, 경제적 환경변화로 범주화하여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입자 성별, 개별인출한도 잔여액 유무, 선순위상

환설정 유무, 월지급금 크기, 누적주택가격증감분, 평균금리 차이가 유의

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중 가입자 성별, 개별인출한도 잔여액 유무,

누적주택가격증감분, 평균금리차이가 양의 영향을 미쳤고, 선순위상환설

정 유무 월지급금의 크기는 음의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19)

제 3 절 연구의 의의

앞서 살펴 본 역모기지 실증연구들은 자료 입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가정적 수요자가 아닌 실가입률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정확도를 높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다음의 문제

점이 있다.

첫째, 해당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연구에서 사용

19) 이 외 실증연구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택연금 수요

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김진영·민대기·최형석, 201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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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입자 데이터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이에 대한 심사서(적

용연령, 인정 주택가격 등)이다. 이 자료를 데이터화 하는 가정에서 오

기, 입력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

했다. 실제 미시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연령, 주택가격 등의 입력 오류,

중복 입력 등의 문제들이 일부 발생하였다20). 평균이 중요한 회귀분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류로 입력된 극단치의 영향은 반드시 배제해야 하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입자 데이터

는 개인 수준의 미시자료인데도 직접 거시변수와의 결합하는 경우도 많

았다.

둘째, 연구 모델 설정 시 역모기지 계리모형이 가진 속성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역모기지 계리 모형은 수지 상등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주택가격과 연금 지급액의 균형을 찾는 지점

에서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이자율, 생명률표

등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을 결정하게 된다. 즉 f(월지급금)=f(연령, 주택가격, 기타 변수)

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데

이터 분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월지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연

령과 주택가격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중복해서 생산해내고 있다.

셋째, 사용한 데이터는 주택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선택편

의가 발생하였다21). 가령 주택연금 가입 결정 요인을 고려할 때 모집단

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 중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특성을 함께 고

려해야만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 약 5만 4천건

(‘15년까지 누적 가입자 기준)만을 분석하여 나머지 354만명의 정보가 누

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넷째, 주택연금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언론 등은 주택연

금 도입 후 가입자는 매년 늘어났고, 벤치마킹했던 미국의 HECM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만을 근거로 이 제도가 성공했다고 평가

20) 가입 연령이나 주택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주택면적을 대지면적과 바꾼

경우 다양한 형태의 오류들이 발견됨

21) 표본선택편의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은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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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데이터를 정밀히 분석하여 입력 오류, 중복

문제 등을 교정하였다. 가령 연령과 주택가격이 정상범주를 벗어난 데이

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22)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주택으로 재가입(refinancing)한 경우 기존

연구들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중복 문제 해결을 위

하여 최초 가입 시점만을 인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역모기지 계리모형에 근거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역모기

지 계리모형은 월지급금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과의 조합으로 도출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본질상 3가지 변수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몇 실증연구에서는 이 3가지 변수를 한 번에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셋째, 표본선택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법론을 달리하였다. 기존 회

귀분석이나 패널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에 선형 관계가 있음을 전

제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민감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비가입자에 대한 정보까

지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로짓분석을 응

용하여 종속변수를 선택적 확률값으로 변환한 뒤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비가입자 정보가 누락된 표본선택편의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넷째, 한국형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택연금은

지난 10년 간 6차례의 월지급금 조정, 가입대상 및 담보 주택 가입 조건

변경을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실무차원의 평가와 개선은 계속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학문적 차원에서의 효과성 검증은 없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목표성과 집행의 틀에서 제도를 평가하고 실증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22) 분석 데이터 중 가입이 불가능한 60세 이하로 입력된 경우 제외하였고, 100세

이상으로 입력된 경우 100세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나타난 데이터도 제외하였다.



- 22 -

제 3 장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 현황

제 1 절 역모기지 제도 개관

1. 개념 및 연혁

불과 10년 전에는 역모기지가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주택을 담

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본래적 의미의 역모기지를 넘어 2011년부

터는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23)이 도

입되었고, 산을 담보로 하는 산지연금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창기·정승영·권순덕·김원경, 2014; 조덕근, 2014). 또한 역모기지(주택

연금)와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의 연결을 통하여 고령 친화적 지원 정

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김영선, 2018)

이처럼 역모기지가 많이 알려지긴 하였으나24), 아직까지도 용어와 그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역모기지

의 영어식 표현인 reverse mortgage를 학자에 따라 역저당제도(최은희,

2006; 조덕호·마승렬, 2007), 역주택저당대출제도(김정주, 2012)로 부르고

있으며, 그냥 번역 그대로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에서 공급하는 역모기지의 상품 명칭인 주택연금을 역모기지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25) 고령화라는 전세계적인 현상에 대해

23)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011년부터 농지

연금사업을 시작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출시

당시 농지연금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의 월지급금

산출 모형 및 지급 방식 등은 주택연금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농지연금

포탈 https://www.fplove.or.kr)

2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0년 주택연금수요실태 조사에서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

연금의 인지도를 실시한 결과 약 55.4%가 알고있다고 답하였고, 최근 2017년

조사에서는 약 89.9%까지 안다고 답하여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주택연금 출시(2007년) 이후의 연구들과 언론매체 등은 역모기지라는 명칭보다는

주택연금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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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대응하는 방식이 상이하듯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보장

이라는 공통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역모기지를 운용하는 방식 등이 각기

다른 것처럼 일면 단순하게 보이는 역모기지를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

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을 역모기지를 대표

하는 한국형 제도로 보고 역모기지와 주택연금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Mortgage)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모기지 개념을 살펴보면, 모기지는 미국적 개념으로 채권인 주택대

출채권과 물권인 저당권을 합친 권리이다(김재정·유병권, 2004). 채무자

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대가로 대출기관에

게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약정을 맺게 되며, 이를 보장

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 만약 채무자가 당

초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대출기관은 당해 주택에 대

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강제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된다.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

보대출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대출 목적이 특정 주택의 구입이라는 점과

장래 발생하게 될 원금과 이자를 근간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다시

금융 시장에서 운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때 발행하는 증권

을 통상 MBS(mortgage- backed security)라 하며, MBS가 유통되는 시

장을 금융기관과 차입자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1차 주택저당시장

(primary mortgage market)과 구분하여 2차 주택저당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으로 부른다. 즉 모기지는 MBS 발행을 전제로 하는

대출로 MBS 발행을 위하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형태의 대출 성격

을 갖게 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모기지와 역모기지 모두 특정 주택을 특정한 목

적26) 달성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모기지는

역모기지는 곧 주택연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모기지는 특정 주택의 구입, 역모기지는 특정 주택에 살면서 연금형태로 대출금을

나눠 받는다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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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10년～30년)이 정해져 있고 대출금도 최초 1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또한 채무자는 대출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보통 월단

위)해야 하며, 만약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경매 등

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때 상환 받아야 할 금액(원금+이

자) 이 담보주택의 처분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채무

자는 이 초과된 금액까지 모두 상환해야하는 이른바 소구대출(recourse

loan)27)의 형태로 약정을 맺게 된다. 하지만 역모기지는 월지급금(필요

시 일시금도 가능) 형태로 매월 대출이 발생하며 대출자의 사망이나 주

택 매각, 멸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 사유가 없을 경우 대출기한의

정함이 없고 강제로 중도 상환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또한 담보주택

가액 보다 대출금이 초과하더라도 담보주택만으로 더 이상의 채무 부담

이 없는 비소구대출(non-recourse loan)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28) 가입조

건에 있어서도 모기지와 달리 역모기지는 가입자의 연령을 60세 이상 고

령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담보주택을 한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모기지와 역모기지는 차이점이 있다.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전, 우리나라에서도 역모기지 형태의 상품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된 적이 있었다. 1995년경 국민은행, 신한은행

(구 조흥은행), 농협, 흥국생명 등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형태의 금융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

러나 이들 대출은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고, 만료 시 대출금을 일시 상

환해야 하는데다, 가입자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대출 기한이 만료되거나, 대출받은 금

액(월지급금)이 대출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대출은 종료되고 채무자는 모

든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만 한다. 이러한 형태의 대출은 역모기지가

27) 소구대출은 담보 주택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하락하더라도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로 경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충당되지 못한다면, 부족 부분에 대한 채무는 잔존하게 되고 채무자는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28) 세금 체납 등 약정으로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는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 등 담보주택에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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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인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자금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체 일종의 변형된 주택담보대출로 운영되었다(김

선주·유선종, 2006). 민간 역모기지 금융이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제 대출이 종료할지 모르는 장래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손실

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 분
주택저당대출

(Forrward Mortgage)
역주택저당대출

(Reverse Mortgage)

목 적 주택구입 노후 생활비 마련

이 용 자 주택 구입 예정자 주택 소유 고령자

대출기간 확정 확정 또는 미확정(종신)

대출방식 일시 지급 분할 지급

대출잔액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

상환방식 분할 상환 일시 상환

상환사유
대출만기 도래 등

대출계약상의 사유
사망 등 대출계약상의 사유

출처 : 김정주(2007) p.66 재인용

<표 3-1> 주택저당대출과 역주택저당대출의 비교

정부는 이러한 민간 역모기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령자의 노후와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공적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최초의 공식 논의는 2005년 1월 대통령 주재

로 개최된 제57차 국정과제회의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에서이

다. 당시 회의에서는 곧 당면하게 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 주요 테마였는데, 이 중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이 선정되었다. 이후 관련 부처가 모여 T/F를 구

성하는 등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7월 12일 준정부기관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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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금을 출시하

였다.

2015년 1월
◦ 제57차 국정과제회의(대통령 주재)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선정

⇩

2005년 6월 ◦ 재경부 주관 역모기지 활성화 T/F 구성

⇩

2006년 2월
◦ 재경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발표
◦ 역모기지 상품설계, 공적보증기관 지정, 세제지원
방안 등 상품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2006년 5～8월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역모기지 상품개발 자문단”
구성·운영

⇩

2006년 8월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계리 모형 확정

⇩

2006년 1～12월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재경위 심의, 본
회의 심의·의결

⇩

2007년 1～6월
◦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세제지원 관련 법개정 및
전산 개발

⇩

2007년 7월 ◦ 주택연금 상품 판매 개시(07.12)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 자료 정리

<그림 3-1> 주택연금 도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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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 주요 내용

현재 운영 중인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가입요건을 보면 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수는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의 다주

택자이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29) 연금 지급방식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 10～30년

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혼합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상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

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대출상환방식,

부부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우대방식(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이 있다. 월지급

금 지급유형으로는 월지급금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는 정액형,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는 방식인 전후후박형이 있다. 연금지급

종료 사유는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

행, 소유권 상실 등이 있고, 상환 방법 및 총 상환 금액은 임의 상환 시

연금지급총액의 전부나 일부,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

이 없으면 주택 처분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이 때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을 경우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

주고,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 채무

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최초 출시 이후 가입 연령 하향, 가입 가능 담보주택 확대

등 수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부부 모두 만 65

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0

29) 우대방식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며, 확정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가입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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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인 경우까지로 확대하였고, 대상 주택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

였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출시 당시 6억원 이하에서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를 포함

하고 있다. 그 외 지급유형, 대출한도, 금리체계, 보증료율, 인출한도 등

을 변경하였고, 특히 일시금의 인출용도를 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주택수선비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주택구입,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을 제외하면 용도제한은 없다.

실적 현황을 보면, 2007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현재까지 총 5만

5,641건 가입하였으며, 연소자 기준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월지

급금 100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29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출시 당시 현 재

가

입

요

건

가입연령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부부중 한 사람 만 60세 이상

대상주택 주택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지급유형 정액형 정액형, 전후후박형

대출한도 3억원 5억원

대출금리체계 단일금리(CD) 복수금리(CD, COFIX중 선택)

보증료율
초기보증료 2%

연보증료 0.5%

초기보증료 1.5%(상환용 1.0%)

연보증료 0.75%(상환용 1.0%)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30%

일반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0%

상환용: 50%초과 70%이내

우대형: 45%이내

인출용도
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주택수선비 등만 허용

일반, 우대형: 주택구입, 사행성

및사치오락성이외용도제한없음

상환용: 주택담보대출상환용만

사용 가능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7.7.25.)

<표 3-2> 주택연금 출시 당시와 현재의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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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주요 내용

‘06.12.22 ◦ 제도 시행 근거 마련 (「공사법」 개정)

‘07.07.12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이하 주택연금) 출시

’08.03.06

◦ 선순위대출 보유 등 담보주택 요건 완화

◦ 개별인출금 사용용도 확대

◦ 증가형주택연금 출시

’08.10.01 ◦ 감소형 주택연금 출시

’08.10.07 ◦가입대상주택확대 (6억원이하→9억원이하,「세법」상 “고가주택”기준변경)

’08.11.05 ◦ 인출한도비율 변경 허용

’09.03.18 ◦농어촌특별세(저당권설정비용) 면제 (「농어촌특별세법」제4조10.3 개정)

’09.03.30
◦ 총대출한도 상향조정

◦ 담보주택변경(이사) 허용

’09.04.09 ◦ 가입연령 하향 조정(「공사법 시행령」개정)

’09.04.21
◦ 선순위상환용도 최대 인출한도비율 상향조정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확대(「소득세법시행령」개정)

‘09.09.08 ◦ 90세 이상의 보증금액 계산방법 변경

’10.01.10 ◦ 재산세(25%) 감면* 대상자 확대(「지방세법」개정)

‘10.03.08 ◦ 사전약정 제도 도입

’10.05.10 ◦ 인지세(대출약정비용) 감면

’10.07.01 ◦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 상품 출시

’11.03.18 ◦ 약정철회 제도 도입

‘12.02.01 ◦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월지급금 조정(1차)

’12.04.09 ◦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시스템 구축

‘12.07.02
◦ 전후후박형 주택연금 출시

◦ 기타용도 최대 인출한도비율 상향(30%→50%) 조정

<표 3-3> 주택연금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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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주요 내용

’12.10.29

◦ 역선택 방지를 위한 재가입 제한(가격이 상승한 동일주택 5년)

◦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담보주택이 멸실하고 고객이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13.01.01 ◦ 주택가격 평가방법 확대(공시가격, 약식감정 추가)

‘13.02.01 ◦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월지급금 조정(2차)

‘13.04.10 ◦ 담보주택조사(구 현장실태조사)의 방법 다양화(방문생략가능)

‘13.06.01 ◦ 사전가입 주택연금 출시

‘13.08.01 ◦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13.11.08 ◦ 개별인출금의 가입시 신청 및 최초 월지급금과 함께 지급 가능

‘13.11.25 ◦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 출시

‘14.01.01
◦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월지급금 조정(3차)

◦ 담보주택 방문확인 대상 범위 축소

‘14.03.10

◦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제한적 가입 허용

◦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의 가입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예정)구역 내 주택의 가입 허용

‘14.08.01

◦ 담보주택 감정평가기관 확대 및 비용 절감

◦ 「성년후견제도」등을 활용한 가입 허용

◦ 가입자의 「약정철회기한」계산방식 개선

‘14.11.03 ◦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가입 허용

‘15.01.01
◦ 가교형 주택연금 도입

◦ 주택연금 전화확인 사후관리 간소화

‘15.02.01

◦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월지급금 조정(4차)

◦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조정

◦ 주택연금 복수 대출금리 체계(CD 및 COFIX) 도입

‘15.03.30 ◦ 주택연금 연계 의료비 보장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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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 제도 현황30)

주택연금 가입자는 도입년인 2007년 515건을 시작으로 2017년 6월말

30) 주택연금 관련 통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제공 자료 활용

시행일자 주요 내용

‘15.04.17 ◦ 우리은행과 가교형 주택연금 취급 업무협약

‘15.07. ◦ 홈페이지 “내 지역의 주택연금 한눈에 보기” 신설

‘15.09.25
◦ 재가입 제한기간 완화(5년→3년)

◦ 재건축등 진행 시 주택연금계약 유지 허용

‘16.02.01

◦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월지급금 조정(5차)

◦ 월지급금 지급유형 단순화

◦ 지급유형 간 조건변경 허용

◦ 보증금지대상자 추가

‘16.03.29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주택소유자→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공사법」 개정)

‘16.04.25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주택담보대출상환용 및 우대형)

(「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16.11.16 ◦재건축등관련담보주택요건확대(사업시행인가전→관리처분계획인가전)

‘17.02.01 ◦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월지급금 조정(5차)

‘17.03.02 ◦ 담보주택방문확인주기정비(복합용도주택연1회, 다세대연립주택2년1회)

‘17.03.28 ◦ 주택담보대출상환용주택연금(1종) 인출용도확대(배우자명의주담대포함)

‘17.10.30 ◦개별인출금상환시인출한도및월지급급회복(1회에한하여허용)

‘18.03.02 ◦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월지급금 조정(6차)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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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적 가입 5만 4,806건에 이르고 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평

균 연령은 72세로 가입 가능 연령인 60세보다 높은 편이며, 평균 월지급

금은 100만원이고, 담보 주택의 평균 가격은 290백만원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연금은 매년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전년대비 약 70%, 2016년

전년대비 약 60% 가량 가입이 급증하였다. 2012년은 최초로 월지급금이

조정된 해이고 2016년은 제5차 월지급금 조정이 있었던 해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했던 고령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누적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한 연금액의 상

승 속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연도
신규가입
(건수)

연금지급액주1

(억원)
보증공급액주2

(억원)

2007 515 44 6,025

2008 695 230 8,633

2009 1,124 531 17,474

2010 2,016 911 30,361

2011 2,936 1,401 41,000

2012 5,013 2,392 69,006

2013 5,296 3,423 62,950

2014 5,039 3,708 55,293

2015 6,486 4,112 71,392

2016 10,309 6,176 107,728

2017 10,386 7,454 106,969

2018.6 4,991 4,241 47,965

합계 54,806 34,623 624,796

주1) 가입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증공급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
주2)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 보증공급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

<표 3-4> 주택연금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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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택연금 연도별 현황

주택연금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크게 종신지급방식과 종신

혼합방식, 그리고 기타방식이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목돈을 미리 받지 않

고 월지급금을 받는 형태라면, 종신혼합방식은 일부 목돈을 미리 받고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받는 형태이다. 일부 목돈을 받을 경우 그

만큼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되며,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

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병원비 등 특별한 지출을 위한 경우가 많다.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은 주택연금 시작때부터 있었던 상품이고

기타방식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혹은 새

로운 상품으로 추가되었다. 가령 사전가입자방식, 대출상환방식은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도입되었고, 주택연금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금을 상환하

기 위한 용도로 도입되었다. 현재 3가지 방식 중 종신지급방식이 가장

많으며 기타방식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주택연금 공급현황(보증공급액)을 보면,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약 7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등 광역시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연금의 경우 도시지역의 고령자가 더 많이 가입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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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역모기지 계리 모형 분석

1. 역모기지 계리모형의 기본 구조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

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의 형태로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이

러한 형태는 미국 역모기지 상품인 HECM이 채택하였고, 이 모델은 주

택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HECM과 주택연금 모두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상호 대출 약정을 맺고

동시에 정부가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 정부의 지

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은 언제 원금이 상환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대출

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채무자는 약정한 월지급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5>는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도식화 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연금 신청인(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관련 상담31)을 받

고, 보증 신청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사는 신청인 자격요건과 담보주

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적정할 경우 신청인과 보증약정체

결을 하고 담보물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쳐 해당 금융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신청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

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은 주택연금 약정에 따른 월지급금 형

태의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31) 주택연금은 HECM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카운슬링

제도인 주택연금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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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림 3-5> 주택연금 운영 도식도

다음으로 역모기지 계리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모기지 계리모형이

란 장래 채무자의 사망시점에서의 담보주택가격과 대출잔액(월지급금 등

대출금, 이자, 보험료의 총합)이 같아질 수 있도록 현재시점에 지급 가능

한 월지급금의 규모를 산출하는 보험수리구조를 의미한다. 이 때 가입자

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출을 최대로 늘리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안정을 위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월지급금을

짜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지상등의 원

칙32)을 적용하게 된다.

32) 수지상등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이란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험상품의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고, 영업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 및 운영경비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며, 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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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산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생존율·사망률(생명표), 주택가격상

승률, 할인율, 중도상환율 등 역모기지 리스크 변수를 확정하여, 합리적

인 가정 값을 도출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각의 변수들이 바뀌는 미

래의 주택가격, 대출잔액, 보증료 등을 확률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를 통해 사망시점에 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면 발생할 예상 손실

액과 차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납부할 보증료의 예상 수입액을 산출

하게 되며 예상 손실액과 예상 수입액이 일치하는 월지급금(대출원금)을

결정한다.

생 명 표 기대금리(할인율)주택가격상승률

보증료

대출한도33)

연령 주택가격

수지상등

월지급금

수입의

현재가치 =

수입의

현재가치 =

수입의 현재가치 = = 손실의 재가치

기타 변수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모형 내부 교육 자료 재인용

<그림 3-6> 역모기지 수지상등의 원리

현가가 일치하여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개별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 함께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금융감독원 감융감독용어사전). 일반 보험 모형에서는 가입자가 지급할 보험료를

통해 수지상등을 조정하나, 이미 보증료가 결정된 역모기지 모형에서는 내어 줄

월지급금 계산하여 수지상등을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33) 대출한도는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받게 될 월지급금의 총액을 현재가치화한

금액(역모기지를 이용하여 대출취급 시점에 한꺼번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금의 개념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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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모형 내부 교육 자료 재인용

<그림 3-7> 역모기지 수지상등 도해

역모기지 주요 리스크는 주택가격 변동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장수

위험의 3가지로 보고 있다.34) 먼저 주택가격 변동 위험이란 취급시점(현

재)에 가정한 모형상의 미래 주택가격보다 사망시점(미래)의 실제 주택

가격이 낮아져 대출잔액이 주택(담보)가격을 예상보다 크게 초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자율 변동 위험이란 모형상의 기대금리(할

인율)수준보다 실제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 대출잔액이 빠르게 증가하

여 주택가격을 초과할 위험이다. 마지막으로 장수 위험이란 예상했던 수

명보다 채무자가 오래 살게 될 경우 월지급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므

로 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위험이다. 이 밖에 금융기관 파산위험

과 주택처분 시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는 유동성 위험 등이 있다.

34) 미국 HECM의 계리모형도 주택가격 변동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장수 위험의 3가지

변수를 중요 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HECM을 벤치마킹한 한국의 주택연금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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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모형 내부 교육 자료

<그림 3-8> 역모기지 주요 리스크 도해

2. 역모기지 계리모형35)

1) HECM의 계리모형

⑴ Szymanoski의 연구

HECM 모형에 대한 논의는 Szymanoski(1994)의 연구에서부터 출발

한다. Szymanoski는 위험집단의 기대손해액 현가(the present value of

the expected losses)가 기대보험료의 현가(the present value of the

expected prmium)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균형점(Loan-To-Value, 이하

LTV)을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으로 찾아 이를 근거로 고객에게 지

급할 일시금 최고한도액(LSUM, Lump sum)을 결정하게 된다(식 1).

35) HECM의 계리모형과 Ma and Deng 모형은 마승렬 김갑태(2008) “역모기지

금융”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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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1)

E[•] = 기댓값 연산자

L(t) = 시점 t에서의 손실액

i = 기대손해액과 기대보증료 현가 산정시 적용할 할인율(기대이율)

MIP(•) = 시점 t에서의 보험료

우변의 역모기지 기대보험료는 대출생존확률과 보험료의 곱으로 계산된다.

  · …(식 2)

    …(식 3)

=연령 x세에서 대출 개시한 차입자가 시점 t에 아직 생존해 있을 확률

= 대출종료확률

좌변의 역모기지 손해액은 대출이 종료 시점에서의 누적 채무액(the

outstanding balance)이 그 시점에서 평가되는 주택가치보다 클 때 발생

한다. 주택가치가 누적 채무액 보다 작게 되는 경우의 확률 A(t)는 다음

과 같다.

  







∞

lnexp 

 
 …(식4)

A(t) = 대출이 종료 시 주택가치가 누적 채무액보다 작게 될 확률

b(t) = BAL(t)/H0

BAL(t) = 시점 t에서의 채무액

H0=대출개시 시점의 주택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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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점 t에서 손실이 일어날 확률은 ·가 되며, 로그노

말분포(log normal distribution)를 하는 주택가격의 비조건부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 …(식 5)

주택 가격의 조건부 기댓값은 식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팩터 β

를 곱하여 구하게 된다.

 







∞




  …(식 6)

식에서   ln 이며, 위의 식들을 이용하면 시

점 t에서의 기대손실액을 구할 수 있다.

  ·· …(식 7)

위의 각각의 관계식을 적용하면 수지상등을 만족시키는 LTV와

HECM프로그램에서의 일시금최고한도액(LSUM) 수준을 구할 수 있다.

(2) Ma and Deng의 연구

Ma and Deng(2006)은 매월 일정 금액을 종신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하는 종신연금지급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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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예측된 주택가격상승률과 이자율 및 추정된 대출종료확률과 역모

기지 비용을 토대로 계리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차입자 연령에

따른 LTV 비율을 구하여 대출 최고액을 결정하며, 다음으로 기대손해액

과 기대보험료의 현가 산정한 후 수지상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월지

급액을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수지상등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총대출

비용(TALC, Total Annual Loan Costs)을 가장 작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을 도출한다.

① 일시금 최고액 수준 도출

역모기지 일시금 최고액을 도출하기 위하여 HECM은 기대손해액과

기대보험료의 균형관계에서 도출된 LTV 최고수준인 한도액 팩터

(principal limit factor)를 구하였다(Szymanoski, 1994). 그리고 MA and

Deng(2006)은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차입자의 연령, 주택가격상승률과 이

자율의 가정에 따르는 최고수준의 LTV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마승렬 조

덕호(2003)는 역모기지 일시금(LSUM) 최고액 수준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식 8)

LSUM = 역모기지 일시금 지급액

H0 = 최초의 주택가치

Ta = 연령 a차입자의 기대여명

gt = 시점 t에서의 주택가격상승률

mt = 시점 t에서의 시장이자율

여기서 주택가격상승률과 할인율 간의 비선형관계인 (1+gt)/(1+m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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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할인비율(net discount ratio)이라 할 때, 순할인비율 시계열이 안정적

시계열이면 역모기지 일시금의 최고액수준 결정에 순할인비율의 평균값

((1+g)/1+m))을 사용하여 단순화 활 수 있다.





 

 × …(식9)

NDRTa = 차입자의 연령 a인 경우 LTV의 최고수준

NDR = (1+g)/(1+m)=순할인비율의 평균값

이상의 월지급금 결정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월지급금, 보증

료는 가입자의 최초 인정 주택가격과 연령(잔여수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가입자의 외생변수인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최초의 LSUM

이 정해지고 이 LSUM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다음에서 살펴볼

확정형, 체증형의 월지급금을 산출하게 된다.

② 확정형 월지급액의 최고액 수준

확정형 월지급액의 최고액 수준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식 10)

β = 수지상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정 팩터

T(a) = 연령 a인 차입자가 100세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월수

PMTc = 확정 월지급액

i= 연금이율

pa,t = 연령 a인 차입자가 a+1세에 생존해 있을 확률

수지상등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정 팩터 β는 시행착오법으로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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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보혐료 구조,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대출종료확률 등의 가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월지급금을 구하게 된다.

 


 






× 



…(식 11)

③ 체증형 월지급액의 최고액 수준

체증형 지급방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매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시계열이 안정적인 경우를 가정

하면 체증형 지급방법에 있어서의 최초의 지급액 수준(the base starting

amounts:PMTg)을 구할 수 있다.

  
 






×

 · 
 






×

…(식 12)

PMTG= 체증형 지급방법에 있어서의 최초의 지급액 수준

c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값

따라서 체증형의 최초 지급액 최고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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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의 계리 모형

⑴ 김갑태의 연구

김갑태(2008)는 기대손해액의 현가와 기대보험료의 현가와 같거나 작

아지게 되는 경우의 값을 LSUM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주택가격의 2%

수준에서 결정되는 초기 보증료(UP0)가 포함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HECM(Szymanoski)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
 






 …(식 14)

ECt = 시점 t에서의 기대손해액

T(x) = 연령 x세 차입자의 한계연령(100세)까지 남겨진 잔여기간

i = 기대손해액과 기대보증료 현가 산정시 적용할 할인율(기대이율)

UP0 = 역모기지 개시시점(t=0)에서 지급하는 초회보증료

EMGP = 시점 t에서의 기대보증료

LSUM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월지급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연금

액의 최고수준은 생명연금의 원리를 이용하여 책정하게 된다.

⑵ 김정주(2013)의 연구36)

김정주(2013)는 김갑태 연구에서보다 기대손해액과 기대보증료의 산출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36) 김정주(2012)의 박사학위 논문 중 월지급금 산출 산식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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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

…(식 15)

PVEL = 기대 대위변제액의 현재가치

T = 한계연령(개월수)

OLBt = 시점 t에서의 차입자의 누적채무액(대출잔액 혹은 보증잔액)

; OLBt = OLBt-1 + pmt + mipt + it

it= 시점 t에서의 이자발생예상액

; it = (OLBt-1 + pmt + mipt) ×i/12

i= 기대금리((연간)대출금리의 장기 평균치)

Ht = 시점 t에서의 주택가격

; Ht = Ht-1 ×(1+h/12) (h: 연간 주택가격상승률)

at = 시점 t에서 주택가격 중 회수가능한 금액의 비율

t|1q*x = x세에 차입한 대출이 x+t세까지 지속 후 x+t+1세 도달 전 종료

될 확률 ; t|1q*x = tq*x×(1-dx+t)(1+pre)(dx+t : 연령 x인 차입자의 대

출이 x+t세에 사망사건으로 인해 종료될 학률, pre: 조기상환가중치)

PVMIP = 기대 보증료 수입의 현재가치

up0 = t=0 시점의 초기 보증료

; up0 = H0 ×2%

mipt = 연보증료

; mipt = (OLBt-1 + pmt)×m/12(m=연보증료율)

pmt = 월지급금

김정주는 이 식을 설명하면서 월지급금은 기대 대위변제액의 현재가

치가 기대보증료수입의 현재가치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일정 연령과 담보주택가격에 대응되는 월지급금 수준을 산출

하기 위해서는 기대손해액과 기대 보증료수입의 현금흐름을 생성한 뒤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가정들로서 연간 주택가격상승률, 대출

금리, 대출종료확률, 할인율 등의 변수들에 대한 적용치가 필요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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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 계리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리모형

에서 사용된 변수 중 연령 변수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얼

마까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관여한다면, 주택가격은

금융기관이 최대 얼마까지 대출금을 줄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식 8

과 식 9는 금융기관이 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LSUM)을 구하는 식

으로 이 때 최초 주택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LUSM에 대하여 매월 얼마를 줄 수 있는가 결정하는 PMT를 구할 수

있고, 이 때 잔여수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역모기지 계리모형은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산출하고 동시에 담보로 받은 주택의 가치 범위에서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법을 통해 최적의 해인 월지급금을 찾는 방법이다. 즉

가입과 동시에 결정되는 연령과 주택가격 값을 식에 반영하여 채무자가

받을 돈과 금융기관이 줄 수 있는 돈의 균형을 찾는 작업이므로 결국 주

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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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

제 1 절 분석 모형의 설정

1. 데이터 구축

기존 주택연금 실증연구들이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입자 및 제

도의 특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연금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원시 데이터37)

를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원시 데이터의 경우 고령자

인 가입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했다거나, 수기 자료

를 전산 자료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입력 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실제 분석을 위해 수집한 2007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의 주택연금 신청자 데이터 29,117건 중 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시행

된 28,603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입력 오류 및 동일 주소지 재가입38)

등 부적합한 데이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

여 부적절 데이터를 제거한 28,344건을 기초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시도했던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미치는 영

향과 같은 연구는 이미 주택연금 계리모형이 연령과 주택가격을 주요변

수로 사용하여 월지급금을 결정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결국 주택연금

계리모형이 모형의 의도대로 월지급금을 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

37)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 기입하는 연령, 주소 등의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월지급 금액 등 산출된 정보 일체

38) 주택연금은 연령이 높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최초 가입했을 때보다 집값이 크게 폭등한 경우 받은 연금과 초기 보증료

등을 모두 상환하고 재가입하더라도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주택의 경우

5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하였다(’12.10.29). 이 연구에서는 동일 주택 재가입의

경우 월지급금이 상승한 경우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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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확보한 최종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는 개인 수준의 자료로 주택 소재지, 가입자 연령, 주택가

격, 결정 월지급금액 등 가입자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이 데이터

를 활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자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일수준의 주

택연금 비가입자의 데이터가 있어야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의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데이터 활용의 문제로 인해 개인수준에서의 분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 실적이 있는 시

군구의 연간 주택연금 가입자수, 월지급금 평균값 등을 이용하여 주택연

금 시군구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

자 1인 이상인 시군구는 217개39)이며, 이를 연도별로 나누어 최종 1,390

개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연도 시도명 시군구
65세 이상 인구 10만명 당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수

2009 경북 포항시 2.02(신규 가입자수 : 1명)

2007 충북 청주시 2.15(가입자수 : 1명)

2009 경북 경주시 2.49(가입자수 : 1명)

2007 인천 남구 2.64(가입자수 : 1명)

2008 대구 북구 2.71(가입자수 : 1명)

2015 부산 해운대구 161.33(가입자수 : 88명)

2015 서울 강서구 222.74(가입자수 : 151명)

2012 경기 용인시 317.69(가입자수 : 277명)

2012 경기 군포시 361.16(가입자수 : 87명)

2012 경기 고양시 386.78(가입자수 : 363)

<표 4-1> 구축된 패널 데이터 사례

39) 군에서 시로 승격(여주군, 당진군), 지역 통합(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특별

자치시로 변경(연기군)된 경우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통합하여 1개의 시군구 단위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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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주택연금의 도입 목적은 고령자 하우스 푸어의 노후소득 및 주거안정

의 보장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거나 생활비가 없는 고령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고령자(인구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하우스 푸

어(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연구의 분석 대상

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노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군

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이 나와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연금 효과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Ÿ 고령화가 심화된 시군구에서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Ÿ 가난한 시군구에서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Ÿ 노후준비가 부족한 시군구에서 주택연금 상대적 가

입비율이 높을 것이다.

먼저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표현한 것이 가설 1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근로

자는 50대 후반에서부터 은퇴를 시작하며 60세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 현

직에서 퇴직한다. 이때부터 은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

보다 시간이 더 흐른다면 그 동안 모아뒀던 자산도 생활비 등으로 소진

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

였다.

다음으로 가설 2에서는 가난한 지역에서 주택연금 가입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40).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보다 현금이 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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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필요한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볼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택연금 가입 확

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자가 소유 주택은

있지만, 생활비 등 현금이 부족할 경우 역모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

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지역 예산 중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3가지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주택연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 분석 모형 및 변수 선정

1)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의 정책 목표

주택연금의 도입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문서는 없지만, 그 동안

발표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왜 정부가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주택연금 출시 관련 보도자료41)를 보면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

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

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

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두 차례의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

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42),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40) 대체로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 경제 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택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손철, 2013).

4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07.7.11. “주택연금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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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

생, 오피스텔을 소유·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43)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형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의 1차적인 목적은 고령자의 부족한 노후 소

득 보장임을 유추할 수 있다.

앞서 고찰했듯이 아직까지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정책수립 기

관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는 고령

자의 노후생활비가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모호한 정책목표를 집행기관

은 경쟁적 해석을 통해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로 대체하여, 주택연금의

효과성을 신규 가입자수 증감으로 평가하고 있다44). 하지만 신규 가입자

수 증감지표는 제도의 현상을 보여줄 수 는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비도시권 등 지역별 고령자의 여건 등을 감안하지 못한다. 또한

획일적으로 신규 가입자수 증감만으로 제도를 평가한다면 역모기지 제도

가 가진 다양한 측면도 고려하지 못한다. 만약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제도

를 보완해야 하며, 가입자 가족 구성(부부, 독신남자, 독신여자)에 따라

연금 지급방식, 일시금 한도 제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모형 설정

기존 역모기지 실증연구에서는 주택연금 개인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합동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가입자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

한 경우 비가입자 데이터가 없어 표본선택편의 등의 문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지역 경제적 수준 등 거시 데이터를 분석 모델

에 포함시킬 경우 미시 데이터와 거시 데이터를 무리하게 연결함으로 인

4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2.18.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등”

4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8.26.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中「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관련 상세 설명자료”

44) 주택연금 집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 가입자수, 보증공급액, 지급금액의

3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신규가입이 발생하면 보증공급액과 지급

금액이 연동되어 정해지므로 사실상 평가지표는 하나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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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는 분석단위 간 불이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시군구 패널 데

이터로 변환함으로써 분석단위를 일치시킨 뒤 패널모델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계열이나 횡단면데이터와 비교할 때, 패널 데이터는 첫째 반복하여

관찰하기 때문에 동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둘째,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요인(unobserved heterogeneity)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

으며, 셋째, 횡단면이나 시계열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

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므로 사회과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민인식·최필선, 2012).

패널분석의 기본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식 16)

이 모형은 패널 그룹과 시간에 따라 변화는 , 그룹에 따라서만 변

하는 ,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설명변수는 모두 오차항인

으로 구성된다.

  …(식 17)

여기서 오차항인 를 그룹과 시간에 따라 모두 달라지는 요인()과

그룹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요인()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기본 수식에서 제외된 시간불변(time-invariant)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 순수한 의미의 오차인  외 패널 그룹의 이질성을 포착할 수 있

는 오차성분을 하나 더 둔다는 의미에서 일원오차성분(one-way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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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모형이라 한다.

패널 고정효과모형은 개별특성효과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의미하며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식 18)

여기서 는 고정효과모형을 결정짓는 항으로 개별특성요소

(individual-specific component)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가정을 하고 또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Ashenfelter, et al., 2003: 263). 따라서 고정

효과모형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관찰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

로, 개별효과는 확률적인 변동(random variation)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

간 고정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확률효과모형 형식은 고정효과모형과 같다. 다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가 시간에 따라 불변하다고 가정하지만, 확률효과모형에서는 가 확률

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



⋯ …(식 19)

앞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살펴보았다. 이 중 어느 모형이

보다 합리적인가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두 모형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불변의 개별특성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때 관련이 있으면 고정효과모형을 쓰고 관련

이 없다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게 된다(Johnston, 1997: 403).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우스만(Hausman) 검정이다. 만약

cov(xit, ui) = 0이면 두 모형에서 구한 추정량 모두 일치추정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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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 모형이 더 효율적인 추정정이 된다. 하지만 cov(xit, ui) = 0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확률효과모형은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하

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H=( β̂RE- β̂FE)'(∑FE-∑RE)
-1( β̂RE- β̂FE) …(식 20)

위 식에서 H는 하우스만 검정의 통계량이며 β̂RE는 확률효과모형에

의해 추정된 파마미터 값들의 행렬, β̂FE는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추정

된 파라미터 값의 행렬이다. ∑FE와 ∑RE는 각각 고정효과모형과 확률

효과모형에서의 분산 행렬을 의미한다. H 통계량은 X 2분포를 가지며

변수의 개수인 k의 자유도를 가지게 된다.

3) 변수 선정

(1) 분석 데이터 특성

대다수의 역모기지 실증연구에서는 보증공급액, 가입의향, 월지급금,

계역해지 여부, 보증료 합계액 등 개인 수준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

하였고, 역모기지 가입자가 고령자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60세 이상 가구

주 가구 대비 가입가구수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입비율을 종속변수로 활

용한 경우도 있다(임하나·신승우·노승한, 2016).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므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하였다. 표본선택편의란 처음부터 모집

단의 일부가 표집틀에서 배제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남춘호, 1998).

대표적인 사례는 범죄나 일탈에 대한 연구인데, 이 때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발생하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적발된 일부에 한정된다(Hagan and

Parker, 1985). 또한 여성 임금연구에서도 취업을 한 경우에만 임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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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고, 미취업 여성의 임금은 관측에서 빠져버린다(England et

al., 1988). 따라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회귀분석을 시행할

경우 선택된 자료에 기반을 둔 회귀선만이 도출되어 실제 모집단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즉 표본 분

석의 원래 목표인 모집단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표본선택편의를 교정하기 위한 몇 가지 편의 수정법45)이 있으며, 이

중 사회과학 연구 등에서는 해커만 모형(Heckman model)을 많이 사용

한다. 해커만 모형은 제한 종속변수 형태의 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

빗 모형(Probit model)의 확장 형태로 2단계에 거쳐 분석이 이루어진다

(Heckman 1979, 1976). 1단계에서는 표본에 선택될 확률을 프로빗을 이

용해서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율 변수를 추가하

여 회귀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회귀계수와 절편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도 표본선택편의가 있는

데이터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보

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군인 비가입자 데이터가 없다

는 한계가 있다.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회귀분석 등을 시행한

다면 그 결과는 선택된 데이터의 정보만 반영되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본선택편의를 수정하기

위하여 로짓 모형을 응용한 상대적 가입비율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

다46).

(2) 종속변수 선정(시군구별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

지금까지 역모기지 효과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는 한계 표본

선택편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현재 역모기지 집행기관에서 성과지표로

45) 자세한 방법론은 남춘호(1998), “사회학적 연구에서 표본선택편의” 참고.

46) 해커만 모델은 1단계에서 프라빗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 비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해크만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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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신규 가입자수를 효과성 분석 지표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

서 신규 가입자수 지표를 변환하여 효과성 분석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주택연금의 효과를 개인이 아닌 지역적 단위에서 고찰하기 위하

여 신규 가입자수를 각 연도별 시군구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었다. 왜냐

하면 시군구별로 고령자 인구가 상이하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하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로짓 모형을 응용하여 변수 변환을 시도한다. 앞서 살펴본

해커만 모형과 절차나 기본 가정은 거의 동일하지만, 비가입자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분포에 대한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

다. 이전의 선행연구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여

종속변수의 상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는 모두 동일하게 영향

을 미친다는 동일 민감도를 가정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잠재적 가입 대

상자인 비가입자들의 주택연금 가입 선택이 확률적 결과임을 가정한다

면, 각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가입 비율은 상대적 가입비율

이 되며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로짓 모형47)은 다음의 형태를 가진다.

 



…(식 21)

여기서 y는 상대적 가입비율, X는 설명변수, β는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이 식은 비선형 형태를 가지며 이를 다시 선형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ln 


   …(식 22)

47) 로짓분석은 누적적 로지스틱 확률함수를 사용하므로 누적이 아닌 순증형태의

y값을 누적형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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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우변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값은 회귀계수

의 부호에 따라 (-∞, ∞)의 값을 가진다. 상대적 가입비율이 (0, 1) 사이

의 값을 갖는 경우에도 좌변은 역시 (-∞, ∞)의 값을 갖게 되므로 정규

분포와 관련하여 내적 정합성을 갖게 된다.

이 때 회귀계수가 양수인 경우 상대적 가입비율은 증가하며 음수인

경우 가입 확률은 감소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기본 분석 모형은 선형

변환식의 우변항에 오차항을 고려한 다변량 회귀식이며, 이분산 조정과

수준 경감을 위해 로그변환을 취하였다.

ln 
연도별 시군구 세 이상 인구수

연도별 시군구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수
연도별 시군구 세 이상 인구수
연도별 시군구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수

   …(식 23)

시군구별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은 가설에서 제시했듯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이거나, 평단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노후준비 수준이

낮은 지역 그리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 가

입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3) 주요 독립변수 선정

① 통제변수(월지급금)

주택연금 계리모형에서 월지급금은 주요변수인 연령과 주택가격의 조

합을 통해 결정되며, 산출된 월지급금액에 동의할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의 연령, 소유주택 가격 등에 대한 가입자

특성 결과가 월지급금이므로 이 변수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개인적

특성은 통제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역모기지 실증분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월지급금을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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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

가입 연령, 가입 주택가격, 주택유형, 건물 면적, 선택 상품, 선순위 설정

여부 등 가입자의 인적특성, 주택특성, 계약특성 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었다(김상현·서정렬, 2011; 안상모·이정아·정준호, 2013; 김정주, 2013; 유

선종·이석희, 2013, 유선종·노민지, 2013, 유선종·김문영,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월지급금 변수를 선행연구와는 달리 주택연금

가입 확률에 대한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시군구별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연령과 주택가격 등 월지급금 산출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이 상대적 가입

비율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한

고령자는 최대한 많은 월지급금 수령을 희망할 것이므로 부호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시군구별 고령화 수준(노령화 지수)

지역별 고령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령화 지수를 변수로 활용하

였다.48) 역모기지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고령자 비율(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일반가구)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종속변수인 60세

이상 가구주 대비 가입가구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임하나·신승우·

노승한, 2016).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고령자 지수보다 해

당 지역의 실질적 노후화 정도를 더 잘 대변해줄 수 있는 노령화 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령화 지수와는 달리 노령화 지수는 지역 내 유소년

인구(0～14세) 특성까지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수치가 높을 경우 고령자

도 많은 동시에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노령화 지수 산출 방식은 아래 식 25와 같다.

48) 노령화지수란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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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지수 연도별시군구 유소년 ～세 인구
연도별시군구 세이상인구

× …(식 24)

노령화 지수는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에서 연령 변수가 많이 사용되었고, 대부분 종속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상현·서정렬, 2011; 유선종·이석희, 2013),

보증료의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선종·김

문영, 2014).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하우스 푸어 지원이라는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정년 퇴직 등으로 정기적인 수

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역모기지에 가입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노령화 지수가 주택연금 가입 확

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시군구별 평당 매매가

주택가격 변수는 역모기지 실증 연구에서 연령 변수와 함께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변수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입자

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월지급금 변수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는 별개로 지역별 평당 주택매매 가격을 사용하였다49).

49) 평당 매매가격은 국토부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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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매매가 주택 면적 평 
주택가격

…(식 25)

평당 매매가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높으므

로 자산 가치가 더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평당 매매가가 높은 지

역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고, 역모기지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생활비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보다 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

으므로 평당 매매가가 높은 지역은 주택연금 가입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④ 시군구별 노후준비 수준(1인당 월 국민연금 수령액)

지역의 노후준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1인당 국민연금

월 수령액50) 변수를 사용한다. 1인당 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시군구별 노

령연금 수령액을 노령연금 수급건자 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인당 월 국민연금 수령액 시군구별월국민연금수급권자수
시군구별 월 국민연금 수령액

…(식 26)

선행연구에서 아직 국민연금 월수령액을 변수로 사용한 예는 없지만,

국민연금은 불입가능한 금액과 기간 등이 한정되어 있고, 최종 연금 수

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국

50) 국민연금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령연금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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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음을 의미하

므로 해당 지역의 노후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자들이 역모기지에 가입한다고 예상한다

면,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후준비가 잘되어 생활비 부족 등의 문제를 겪

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는 대신 자녀들

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⑤ 시군구별 노후지원 수준(복지예산 비중)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노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다면 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노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으며, 1인당 사회복지사 수

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 비중 변수도 국민연금 월수령액 변

수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복지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노인정책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노후지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사회복지예산비중 시군구별전체예산
시군구별사회복지예산

…(식 27)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생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예산

비중은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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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설명 및 산식
예상

부호

종속변수
상대적 가입

비율

(시군구별 주택연금 가입자수/

시군구별65세이상인구수)/1-(시군구별

주택연금 가입자수/시군구별 65세

이상인구수)

개별

특성
통제 월지급금

연도별 시군구 평균 월지급금액

(연금 가입자 특성 통제)
+

지역 고령화

수준
노령화지수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수/시

군구별 0-14세 인구수)*100
+

지역 경제

수준
평단매매가 시군구별 평당 주택매매가격 -

지역 노후준비

수준
국민연금

(시군구 고령연급 지급액/시군구

고령연금 수급자수)/12개월
-

지역 노후지원

수준
복지예산 비중

(시군구별 사회복지 예산

/시군구별 전체예산)*100
-

※ 분석에 사용한 모든 변수는 로그를 취했다. 로그를 취할 경우 종속

변수의 예측값을 항상 0보다 크게 하고, 선형성을 뚜렷이 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해석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4-2> 주요 변수 설명

제 2 절 기초 통계 분석

1. 기초통계량 분석

1) 개인별 수준에서의 기초 통계 분석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의 기초통계를 분석

하였다. 중복, 오류 등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 28,344건을 정리한 결과

연소자 기준 평균연령 72.0세, 평균 담보주택 가격 280백만원, 평균 월지

급금은 99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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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연령 28,344 71.95982 7.032872 50 104

평균주택가격
(백만원)

28,344 280.1015 164.3437 12.1584 900

월지급금51)

(만원)
28,344 98.58214 64.24874 0 517.09

<표 4-3> 주택연금 가입자 기초 통계량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자 연도별

연령의 평균값 및 중위수이다. 도입 첫해인 2007년의 가입자 평균 연령

은 74.1세로 모든 연도 중 가장 높았고,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위수도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평균을 하회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중위수가 평균값

보다 높았고, 2014년 이후에는 평균보다 중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51)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노후생활비 보장이 목적이므로 일시인출을 허용하더라도

반드시 월지급금은 받도록 하였지만, 2013년 하우스 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월지

급금을 못받더라도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사전

가입 주택연금을 한시적(2013.6월～2014년 5월)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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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가입자 평균 연령(최저연령 기준)

연도별 가입자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평균 연령인 72.0세를 기준으로

매년 연령 정규분포의 중심축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주택연금은 최초 도입 당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하였

으나, 이 후 만 60세로 낮아졌다가 다시 부부 중 1인만 만 60세 이상이

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연

도별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어서고 있고, 편차 역시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가입자 연령 제한 완화가 가입자 평균 연령의 하향의 원인이

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약 10

년이 경과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가 고령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

지게 되면서 가입자 연령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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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도별 평균 연령(최저연령 기준)

시군구별 평균 연령 상위 및 하위 각 10개 시군구를 도출하였다. 평균

연령 상위 및 하위 시군구 모두 수도권 등 도시권보다 지역 군 단위에서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충북 보은군과 경북 청송군, 문경시

는 평균 연령이 각각 83.0세, 81.5세, 81.3세로 80세를 초과하였고, 반면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경북 봉화군은 62.0세였다. 평균 연령의 경우 수

도권이나 도시 등 지역적 구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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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평균연령(세) 순번 시군구명 평균연령(세)

1 충북 보은군 83.0 1 경북 봉화군 62.0

2 경북 청송군 81.5 2 전남 신안군 63.0

3 경북 문경시 81.3 3 전남 장흥군 65.0

4 전북 무주군 79.5 4 강원 태백시 65.3

5 전북 순창군 79.0 5 강원 정선군 65.6

6 경남 함양군 78.7 6 충남 부여군 66.0

7 강원 삼척시 78.6 7 전남 광양시 66.0

8 전남 해남군 78.0 8 경북 영덕군 66.0

9 경북 영천시 77.6 9 충북 영동군 66.3

10 인천 옹진군 77.0 10 강원 양양군 66.5

<표 4-4> 평균 연령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다음으로 연도별 담보주택 평균가격이다. 전체 담보주택의 평균 가격

은 280백만원으로 평균값과 중위수 모두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과는 달리 평균값은 중위수를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거

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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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

연도별 가입자 주택가격 분포를 보면 전체 평균인 280백만원을 기준

으로 매년 연령 정규분포의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초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이 6억원이었으나, 최대 9

억원까지 상향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는 정규분포 모형이 평균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모여있는 형상이었으나,

점차 완만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2013년도 이후에는 다시 평균을 중심으

로 끝이 뾰족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또한 분포를 보면, 3억원 이하의 주

택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오른쪽 꼬리가 두터워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차 비싼 주택이 가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 가격이 상승 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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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도별 평균 주택가격

평균 주택가격 상·하위 순위별 시군구를 도출하였다. 주택가격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 과천시 등 모두 수도권

소재 지역으로 나타났다. 평균주택 가격도 모두 4억원 이상을 초과하여

전채평균 2.8억을 훨씬 상회하였다. 반면 하위 10개 시군구을 보면 가장

낮은 전남 진도군은 주택가격이 3천3백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10위인 전

북 임실군도 7천만원이었다. 1위인 서울 서초구와 마지막인 전남 진도군

의 가격 차이는 약 6억 1천만원 가량이다. 이처럼 평균 주택가격은 평균

연령과 달리 수도권, 도시지역과 지방, 농어촌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되었

고, 그 격차 역시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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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주택가격(원) 순번 시군구명 주택가격(원)

1 서울 서초구 641,454,909 1 전남 진도군 33,429,000

2 서울 강남구 599,272,025 2 경북 청양군 36,000,000

3 경기 과천시 587,869,863 3 충북 보은군 53,900,000

4 서울 용산구 583,689,065 4 경북 울진군 60,162,000

5 서울 송파구 543,847,312 5 경북 영덕군 61,800,000

6 서울 중구 514,219,974 6 강원 양양군 62,373,980

7 경기 성남시 473,541,471 7 전남 영암군 65,500,000

8 서울 성동구 455,932,958 8 전남 보성군 68,323,225

9 서울 동작구 434,293,888 9 전북 순창군 70,000,000

10 서울 마포구 430,854,196 10 전북 임실군 70,000,000

<표 4-5> 평균 주택가격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연도별 평균 월지급금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

다. 평균 월지급금은 99만원으로 100만원을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중위수는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하향하

거나 주택가격이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월지급금은 크게

변동이 없는 특성이 있다. 그 동안 6차에 걸쳐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을

하였고, 대부분 월지급금을 하향하는 쪽으로 조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실질적으로는 월지급금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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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가입자 평균 월지급금

연도별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을 보면 2007년 2008년도의 경우 평균

을 중심으로 뾰족한 형태의 정규분포 모형을 보이나, 2009년 이후부터는

다소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에서와 같이 높은 월

지급금을 받는 쪽의 빈도가 늘어나는 등 오른쪽 꼬리가 점차 두꺼워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의 유입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는 반면, 월지급금을 평균 이하로 받는 계층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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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도별 평균 월지급금

평균 월지급금은 평균 주택가격과 유사하게 상위 시군구는 서울과 경

기 지역이었고, 하위는 지방 비도시권으로 나타났다. 가장 월지급금이 많

은 시군구와 가장 작은 시군구는 매월 약 200만 원가량 차이가 있었다.



- 74 -

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월지급금(원) 순번 시군구명 월지급금(원)

1 서울 서초구 2,178,757 1 충남 청양군 129,950

2 서울 용산구 2,037,307 2 전남 진도군 158,550

3 경기 과천시 1,960,419 3 경북 영덕군 183,830

4 서울 강남구 1,851,760 4 강원 양양군 184,620

5 서울 송파구 1,783,024 5 전남 영암군 236,060

6 서울 중구 1,728,379 6 전남 보성군 247,123

7 경기 성남시 1,662,591 7 강원 태백시 263,780

8 서울 종로구 1,621,595 8 경북 봉화군 267,390

9 서울 성동구 1,526,204 9 전남 장성군 277,914

10 서울 동작구 1,512,181 10 경남 창녕군 278,123

<표 4-6> 평균 월지급금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2) 시군구 수준에서의 기초 통계량

다음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주택연금 가입 실적이 1건 이

상 있는 전국 215개 시군구, 1,390개 관측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다.

가입자수 변수를 보면 평균은 20건이고, 최소값은 1건, 최고값은 363

건이다. 상대적 가입비율은 평균 0.0005049로 낮은 편이며, 최대치도

0.0038678 정도로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지급금은 평균 74만원이며, 최소값은 9.2만원, 최대값은 268만원으로

최소값과 최대값 간에 약 29배 정도 차이가 났다.

노령화 지수는 평균 104로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가 1인 이상 있는 시

군구는 고령자의 비중이 100을 상회했고, 최소는 24, 최대는 505로 나타

났다. 평단 매매가격은 평균 881만원, 최소 198만원, 최대 3,762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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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컸다.

1인당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평균 269천원이고 최소값은 119천원, 최

대값은 505천원이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평균 31, 최소값 10, 최대

값 64였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등 성격이 유사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을 비교하면, 수령액의 경우 주택연금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최대값은 약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입자수(건) 1,390 20.38921 34.09864 1 363

상대적
가입비율 1,390 0.001597 0.0021986 0.0000215 0.0169085

월지급금(원) 1,390 740,974.3 412,901.6 92,310 2,681,076

노령화 지수 1,390 104.4865 73.06895 24.43371 505.1484

평당매매가(만원) 1,390 881.3553 571.631 198.2636 3,762.491

1인당 국민연금
월수령액(천원)

1,390 269.4002 59.94956 119.625 582.1215

사회복지
예산 비중(%)

1,390 31.57729 13.51565 10.26 64.69

<표 4-7> 기초 통계량(원데이터 값)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가입자수와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은 지

역은 서울, 경기 소재 시군구였고, 하위권은 지방 소재 비도시권 시군구

였다. 이를 통해 현행 주택연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건으로 운

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지역적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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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가입자수(건) 순번 시군구명 가입자수(건)

1 경기 고양시 1,599 1 전남 신안군 1

2 경기 용인시 1,362 1 경북 영덕군 1

3 서울 노원구 997 1 전남 해남군 1

4 경기 성남시 938 1 경남 합천군 1

5 경기 안양시 742 1 경북 청양군 1

6 서울 도봉구 651 1 전남 영암군 1

7 경기 수원시 643 1 충남 부여군 1

8 서울 강서구 633 1 경북 울진군 1

9 서울 성북구 560 1 경남 거창군 1

10 경기 부천시 507 1 전북 임실군 1

1 전북 순창군 1

1 전남 장흥군 1

1 경북 봉화군 1

1 전남 진도군 1

<표 4-8> 총가입자수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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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평균상대적
가입비율

순번 시군구명
평균상대적
가입비율

1 경기 군포시 0.068359934 1 전남 해남군 0.00004681

2 서울 노원구 0.058948951 2 충남 부여군 0.00004981

3 경기 고양시 0.056751156 3 경남 합천군 0.00005921

4 서울 도봉구 0.052020411 4 경남 거창군 0.00006511

5 경기 용인시 0.04918046 5 전남 영암군 0.00007696

6 경기 안양시 0.045200212 6 경북 영덕군 0.00008052

7 경기 의왕시 0.036354375 7 전남 장흥군 0.00008189

8 서울 강서구 0.034770244 8 경북 울진군 0.00008215

9 경기 성남시 0.033870175 9 경북 봉화군 0.00009592

10 경기 광명시 0.033568262 10 전남 진도군 0.00010208

<표 4-9> 평균 상대적 가입비율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다음으로 평균 노령화 지수는 가입자수 데이터와는 반대로 상위권은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의 비중이 높았고, 하위권은 수도권, 도시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높다는 최근의

사회적 현상과 유사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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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노령화 지수 순번 시군구명 노령화 지수

1 경북 의성군 472.0 1 울산 북 구 29.7

2 경남 합천군 449.4 2 경기 오산시 31.5

3 경북 청송군 424.6 3 대전 유성구 31.7

4 경북 청도군 399.6 4 광주 광산구 31.8

5 경남 남해군 399.5 5 경기 시흥시 35.3

6 경남 의령군 386.5 6 경기 화성시 36.7

7 충남 괴산군 368.2 7 경북 구미시 37.4

8 전남 고흥군 366.0 8 인천 서 구 37.6

9 경북 영덕군 354.2 9 울산 동 구 38.5

10 경남 산청군 341.2 10 경남 김해시 39.4

<표 4-10> 평균 노령화 지수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평당 평균 주택가격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월

등히 높았다. 특히 1위인 강남구는 평당 3,457만원인데 반하여 가장 낮은

곳인 경북 청송군은 평당 226만원에 불과하여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났

다. 주택연금 계리모형에서 확인하였듯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의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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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평당 주택가격 순번 시군구명 평당 주택가격

1 서울 강남구 3,457 1 경북 청송군 226

2 경기 과천시 3,216 2 전남 장성군 277

3 서울 서초구 2,857 3 강원 양구군 284

4 서울 송파구 2,761 4 경북 의성군 304

5 서울 용산구 2,569 5 강원 정선군 310

6 서울 광진구 2,086 6 충북 단양군 312

7 서울 마포구 2,010 7 전남 영암군 323

8 서울 강동구 1,967 8 전남 보성군 330

9 서울 성동구 1,955 9 강원 철원군 337

10 서울 양천구 1,916 10 경북 울진군 339

<표 4-11> 평당 평균 주택가격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월수령액은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사실은 상위권에 수도권이 아닌 울산 지역 4개구와 경남 거제시가 포함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지방이더라도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적 특성

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하위권은 모두 지방 비도시지역이

었고 1위인 울산 동구와는 매월 약 20～3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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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월수령액(천원) 순번 시군구명 월수령액(천원)

1 울산 동 구 495 1 전남 장성군 187

2 울산 남 구 413 2 전북 정읍시 190

3 서울 강남구 410 3 전남 고흥군 193

4 서울 서초구 404 4 강원 양구군 196

5 울산 북 구 390 5 전남 담양군 202

6 울산 중 구 363 6 전남 장흥군 202

7 경남 거제시 363 7 전남 나주시 203

8 경기 용인시 349 8 전남 구례군 203

9 서울 송파구 349 9 전남 영암군 204

10 경기 과천시 344 10 전남 진도군 205

<표 4-12>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월수령액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상위권은 지방 광역

시, 하위권은 대부분 지방 비도시권이 차지하였다. 복지예산 비중은 상대

적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컸다.



- 81 -

상위 하위

순번 시군구명 복지예산비중 순번 시군구명 복지예산비중

1 부산 북 구 58.7 1 강원 양구군 11.0

2 광주 북 구 57.9 2 전남 진도군 11.1

3 대구 달서구 56.9 3 전남 장흥군 11.6

4 부산 사하구 55.4 4 충남 청양군 12.0

5 대구 북 구 54.6 5 전북 무주군 12.4

6 대구 동 구 53.8 6 강원 고성군 12.5

7 광주 광산구 53.5 7 강원 평창군 12.8

8 대구 서 구 53.3 8 경북 청도군 12.8

9 인천 부평구 53.3 9 경북 성주군 12.9

10 부산부산진구 52.5 10 강원 정선군 12.9

<표 4-13> 복지예산 비중 상․하위 순위별 10개 시군구

2. 상관관계 분석

총 6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6개 변수는 선형 관계를 명

확하게 하고,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모두 로그를 취하였다. 상관관계 분

석 결과, 모든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상

대적 가입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령화지는 음, 나머지는 모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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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적
가입비율 월지급금 노령화지수 평당매매가 국민연금 복지비중

상 대 적
가입비율

월지급금 -0.4901
(0.0000)

노령화지수 0.1349
(0.0000)

-0.3164
(0.0000)

평당매매가 -0.6127
(0.0000)

0.8131
(0.0000)

-0.3580
(0.0000)

국민연금 -0.7696
(0.0000)

0.3928
(0.0000)

-0.1134
(0.0000)

0.5249
(0.0000)

복지비중 -0.5589
(0.0000)

0.3600
(0.0000)

-0.3398
(0.0000)

0.4430
(0.0000)

0.4578
(0.0000)

<표 4-14> 상관관계 분석

상대적
가입비율

월지급금

노령화지수

평당매매가

국민연금

복지비중

4

6

8

10

4 6 8 10

10

15

10 15

3

4

5

6

3 4 5 6

5

6

7

8

5 6 7 8

5

5.5

6

6.5

5 5.5 6 6.5
2

4

2 4

<그림 4-7> 변수간 상관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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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

1.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 결과 r2값은 0.6907이고 수정 r2는 0.6896으로 나타났다.

F통계량은 618.11이고 p-value는 0.0000으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다중공선성 판정을 위한 VIF값을 살펴보면 평균 2.18로 10 미만

에 해당하여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변수 VIF 1/VIF

평당매매가 3.65 0.273800

월지급금 2.97 0.336618

국민연금 1.56 0.639706

복지비중 1.46 0.685294

노령화지수 1.24 0.806191

Mean VIF 2.18

<표 4-15> 다중공선성 검증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월지급금

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와 나

머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등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자의 개별특성을 통제52)하고자 투입한 월지급금

52) 월지급금은 가입자 연령,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월지급금에 동의했음을 의미하므로 월지급금을 뫃델에 투입함으로써 가입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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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고령자가 주

택연금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능한 한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고

자 희망하며,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월지급금이 가입 의사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1% 올라갈

경우 상대적 가입비율은 0.23% 떨어졌다. 이 결과는 지역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기

각하게 된다. 이는 노령화가 낮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 목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지역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평당 매매가는 음의 값이 나왔다. 이 결과

에 따르면 평당 주택매매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

비율도 0.6% 하락하여 못사는 지역일수록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비율

이 높다라는 가설 2를 지지하였다.

노후준비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1% 오를 경

우 상대적 가입비율이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노후 준비 수

준이 낮은 지역에서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3

을 지지하였다. 또한 표준화 계수값이 가장 커서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

입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후 지원 수준인 복지예산 비중이 1% 증가한다면 상대

적 가입비율은 0.72% 감소하였다. 앞서 본 경제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복

지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주택연금 가입이 높아 스스로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및 개인적 속성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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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값 표준화 계수

개별

특성
통제

월지급금

(로그)
-0.0944406 -0.0378922

고령화 수준
노령화

(로그)
-0.2327925*** -0.0995021

지역 경제

수준

평당매매가

(로그)
-0.600352*** -0.0995021

노후 준비

수준

국민연금

(로그)
-3.439089*** -0.5387318

노후 지원

수준

복지예산 비중

(로그)
-0.7236013*** -0.2291523

상수항 35.1604***

관측치 1,390

F값 618.11

R2 / adj R2 0.6907 / 0.6896

주) *** p<0.01, ** p<0.05, * p<0.1에서 유의함

<표 4-16> 다중회귀분석 추정 결과

이상치를 통제하고 보다 강건한 추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로버스트

(robust)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로버스트 분석은 일반적인 방법과 시

군구를 군집화 한 뒤 수행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계수값은 다중회귀분석, 로버스트, 군집 로버스트 모두 동일하였고, 표준

편차는 기존 다중회귀분석보다 로버스트 분석 값들이 모두 크게 나타났

다. 또한 다중회귀분석과 일반 로버스트는 표준편차 값이 크지 않았으나,

군집 로버스트의 경우 국민연금, 복지예산의 표준편차 값과 상수항이

크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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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값

표준 편차

다중회귀 로버스트
로버스트

(시군구군집)

월지급금

(로그)
-0.0944406 0.0642194 0.0727978 0.0901405

노령화

(로그)
-0.2327925*** 0.0389532 0.0419544 0.0878358

평당매매가

(로그)
-0.600352*** 0.0735646 0.0912829 0.1795559

국민연금

(로그)
-3.439089*** 0.1193181 0.1580376 0.3497998

복지예산 비중

(로그)
-0.7236013*** 0.0570246 0.063329 0.139217

상수항 35.1604*** 0.7932194 0.8857397 1.375077

관측치 1,390 1,390 1,390 1,390

F값 431.19 589.53 195.99

R2 / adj R2 0.6907/ 0.6896 Root MSE 0.7771 0.7771

주) *** p<0.01, ** p<0.05, * p<0.1에서 유의함

<표 4-17> 다중회귀분석 로버스트 추정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가설 1은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못사는 지역일수록, 노후준비를 못한 지역일수록, 복지비중이 낮

은 지역일수록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와 가설3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주택연금의 효과성을 도입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면, 고령자 하우스 푸어의 노후 생활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

금은 노령화 지수가 높을수록 가입이 낮아 고령자 하우스 푸어를 지원한

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노후 생활비를 원하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경제적 효용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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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분석(Panel analysis)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는 연도별 시군구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로 일종의 패널 형태로 구성되었다.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

과 시계열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개체들 간에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와 변동성

(variability)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회과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개체특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살펴보

고자 한다. F값은 2,936.46이며 유의수준이 0.0000이므로 모형은 유의하

게 나타났다. 앞서 수행한 다중회귀분석처럼 종속변수와 나머지 변수는

모두 음의 값이 나왔고, 월지급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다음으로 확률효과 모형도 고정효과 모형과 동일하게 종속변수와 나

머지 변수는 모두 음의 값이 나왔고, 월지급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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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선택 및 가설 검정

1) 모형의 선택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분석 데이터의 속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 모

형을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여러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변수 고정효과 확률효과

개별
특성

통제
월지급금
(로그)

-0.0075152 -.0270331

고령화 수준 노령화
(로그) -1.32332*** -.472803***

지역 경제
수준

평당매매가
(로그) -0.3552186*** -.568783***

노후 준비
수준

국민연금
(로그) -4.05225*** -4.495608***

노후 지원
수준

복지예산 비중
(로그) -0.7546549*** -.9351529***

상수항 40.75825*** 41.80364***

corr(u_i, xb) -0.3032 0

sigma_u 1.1882884 .48178161

sigma_e 0.32541198 .32541198

rho 0.93023822 .68671323

관측치/그룹 1,390/215

F값 wald chi2 2,936.46 11,522.26

R2 : within
between
overall

0.9262
0.0009
0.4801

0.9227
0.4051
0.6796

주) *** p<0.01, ** p<0.05, * p<0.1에서 유의함

<표 4-18> 패널분석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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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증분석

에서 많이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존 선행연구가 가진 문

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인 수준의 미시 데이터를 시군구 수준의 패널 데이

터로 변환 후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분석 결과, 다중회귀모델과 패널분석 고정효과(확률

효과모형)의 F값이 각각 618.11, 2,936.46(wald 11,522.26)로 나타나 선형

성 등 모델 설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중회귀분석 모델과 고정효과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적정 모델

을 선정하였다.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선형회귀모형에서 오차항 ui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Ho : 모든 패널 개체 i에 대해 ui=0

만약 이 가설이 맞는다면 패널 개체의 특성을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이

합동 회귀분석으로 추정하면 되고, 기각되면 고정효과 모형이 적절하다.

전체 패널 그룹 215개 중 모형에 포함된 214개의 패널 그룹 더미변수 추

정계수가 모두 0인지 알아보는 F검정을 실시한 결과 F(214, 1,170) =

31.41로 나타났고 p값이 0.000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선택해야하므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이 적절하다.

F(214, 1,170) = 31.41 Prob > F = 0.0000

다음으로 합동 회귀분석과 패널 확률효과 모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Breusch-Pagan의 LM(lagrabgian Multriplier) 검정결과를 수행

하였고 검정 결과값을 기각할 수 있을 경우 패널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

률효과 모형이 더 적절하다 판단할 수 있다. 검정 결과 chi2값이

1,909.79로 나타났고 p값이 0.000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

으므로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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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2 = 1,909.79 Prob > F = 0.0000

마지막으로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적정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검

정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

로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이용한다.

H=( β̂RE- β̂FE)'(∑FE-∑RE)
-1( β̂RE- β̂FE)

= 317.97

prob>chi2 = 0.0000

…(식28 )

검정 결과, 유의수준이 0.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일치

추정량이면서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2) 가설의 검정

여러 테스트를 통해 본 연구의 최적 분석 모델은 패널 고정효과 모형

임을 확인하였다. 이번에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가설 검정을 통해 보

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모델을 정립하고자 Wooldridge 테스트를 통해

1계 자기상관의 존재 유무를 검정하였다53).

Ho : 모든 패널 개체에 1계 자기상관이 없다

F검정 실시 결과 F(1, 166) = 48.546, p값이 0.0000으로 나타나 귀무가

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판단할 수 있다.

F(2, 166) = 48.546 Prob > F = 0.0000

53) 패널모델에서는 개체 간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결과를 추정하므로 여기에서는

자기상관 여부만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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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효율적인 추정을 위하여 1계 자기상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3) 모형의 교정

앞서 선정한 모형에서 1계 자기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교정

하기 위해서는 Baltagi and Wu(1999)가 제시한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량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결과값은 다음과 같다. Bhargava et al.(1982)는 패널 개

체의 수가 매우 큰 경우 대략적으로 검정통계량이 2에 가까우면 오차항

1계 자기상관이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2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분석 결과

modified Bhargava et al. Durbin-Watson은 0.90970191이고 이 값은 2에

서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1계 자기상

관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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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개별

특성
통제

월지급금

(로그)
0.1954649*** 0.0262672

고령화 수준
노령화

(로그)
-1.965464*** 0.1742164

지역 경제

수준

평당매매가

(로그)
1.18785*** 0.1100282

노후 준비

수준

국민연금

(로그)
1.510594*** 0.1860164

노후 지원

수준

복지예산

비중(로그)
0.1498172 0.1252474

상수항 -4.737201 0.1026112

관측치/그룹 1,175/200

F값 335.14

rho_ar 0.63769507

sigma_u 2.66196

sigma_e 0.29283783

rho_fov 0.98804287

F test that all u_i=0: F( 199,970) = 1.47 Prob > F = 0.0001

modified Bhargava et al. Durbin-Watson = .90970191

Baltagi-Wu LBI = 1.5906115

주) *** p<0.01, ** p<0.05, * p<0.1에서 유의함

<표 4-19>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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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주택연금은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

으므로 제도의 취지 상 나이가 많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의 상대적 가

입비율이 높아야만 제도가 제대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러한 제

도의 목적을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은 근로 등을 통한

소득 창출이 힘든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의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

이 더 높고, 가설 2는 가난한 지역에서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

을 것이며, 가설 3은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안된 지역에서의 주택연

금의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1계 자기상관을 반영한 결과는 앞서 도출한 합동 회귀분석,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다. 먼저 통제변수인 월지급금과 평당매매가,

국민연금 월수령액, 사회복지 비중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또

한 통제 변수인 월지급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교정모

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사회복지 비중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월지급금은 1% 증가할 할 경우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비율은

0.2% 증가한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대한 많은 월지급금을 희망한

다는 선행연구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앞선 다른 분석에 비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령화 지수는 다른 모형과 같이 음의 값을 가졌으며 노령

화 지수가 1% 증가할 경우 오히려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비율은 2%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에서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기각한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이 전체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추세로 볼

수 있으며, 일찍부터 노후 소득 보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당매매가가 1% 증가할 경우 상대적 가입비율은 1.2%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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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가난한 지역에서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는 가설 2를 기각하게 된다. 가난한 지역이 아닌 잘사는 지역에서 주택

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계리모형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이가 많고 비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보다 더 높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 증가할 때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

비율은 1.5% 증가하였다. 이 결과도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

고 노후를 미리 준비한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이 길고 불입

액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가난한 지역 고령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비중은 양의 값이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주택연금은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

으므로 제도의 취지 상 나이가 많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의 상대적 가

입비율이 높아야만 제도가 제대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가설 모두가 기각되었으므로 현행 주택연금은 제도 도입 목적

과는 달리 하우스푸어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주택연금의 목표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이 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 거주 고령

자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가 더 많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실제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또한 현 제도 하에서는 주택연금을 통한 생활비 충당이 절실한 고령

자보다는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소 여유가 있는 고

령자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

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계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

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 95 -

있는 수준의 월지급금을 줄 수 있도록 최저 월지급금액 보장이나 저소득

층 고령자를 위한 복지형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노후 준비와 노후 지원 수준이 높은 지

역에서 주택연금 상대적 가입비율이 높고, 실제 도시권에서의 가입이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 농촌 등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분 변수 다중회귀 확률 고정 고정_교정

개별

특성

통

제
월지급금 -0.094 -0.027 -0.008 0.195***

고령화

수준

노령화

지수
-0.233*** -0.473*** -1.323*** -1.965***

지역 경제

수준

평당매매

가
-0.600*** -0.569*** -0.355*** 1.188***

노후 준비

수준
국민연금 -3.439*** -4.496*** -4.052*** 1.511***

노후 지원

수준

복지예산

비중
-0.724*** -0.935*** -0.755*** 0.150

절편 35.160*** 41.804*** 40.758*** -4.737***

관측치/그룹 1,390/215
1,175/20

0

sigma_u 0.482 1.188 2.662

sigma_e 0.325 0.325 0.293

rho 0.687 0.930

rho_fov 0.988

rho_ar 0.638

범례 : * p ＜ 0.1，** p < 0.05, *** p < 0.01

<표 4-20> 분석 모형별 결과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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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과연 정책 목

적을 달성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목

표 설정과 집행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역모기지 제도의 목표를 확

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데이터를 정제하고 재구성

하였으며, 분석 모형 설정 시 역모기지 계리모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유의미한 변수를 선별하였다. 또한 분석 데이터가 가진 한계인 표본

선택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속변수 값을 확률변수로 변환하는 새로

운 방법을 도입하여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패널분

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준비를 통해 국내 역모기지 연구 중 최초로 역

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주택연금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보다는 노후에 관심이 높은 상

대적으로 젊고 여유가 있는 고령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 밝혀졌

다. 특히 1가구 1주택 제한이 풀리면서 주택연금을 노후생활 보장을 위

한 포토폴리오 형식의 금융 상품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로 주택연금이 필요한 저소득 고령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방향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정책적 제언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로는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가난한 고령자보

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가 더 많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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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도움이 필요

한 저소득 고령층이 아닌 스스로도 충분히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부유

한 고령층을 국가가 지원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주택연금이 보다 발전하고 고령자의 진정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역모기지 시장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미국 주택금융 시장을 보

면 중산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일반 모기지 시장과 고가 주택을 구매하기

원하는 점보 모기지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 모기지 시장은 Fannie

Mae, Ginnie Mae와 같은 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정책금리 등을 통해 서

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반면, 점보 모기지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

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된다. 역모기지 시장도 마찬가지로 서민을 위한

HECM과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구분되어 있다. 앞서 실증

분석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지역이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비율

이 높았다. 이는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한 고령자는 주

택연금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선택 가능한 포토폴리오로 인식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해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현재 주택연금 운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가

입초기부터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1가구 1주택 정책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그 동안 가입하지 못했던 다구가 고령자의 대거 유입이 예상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난한 고령자가 아닌 부유한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선택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시장을 구분

하여 각각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별·주택유형별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가입자가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아파트 소유자로 편중되어 지방·비

도시 지역은 소외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주택연금의 월지

급금 산출 모형이 연령과 주택가격 변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주

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가입 가능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택연금이 진정한 고령자의

노후보장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월지급금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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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품과는 별개로 비록 주택가격은 낮지만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

우 정책적으로 월지급금을 높여서 지급할 수 있는 복지형 역모기지 상품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면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과한 후 역모기지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는 프리미엄 역모기지 상품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손실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있다. 지금도 언론 등을 통해

주택연금이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유용한 제도라고 소개되

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 못하여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본 연구는 정책 목표와 집행이라는 정성

적 평가와 함께 주택연금의 상대적 가입비율을 종속변수로 주요 가설 3

가지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주택연금이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초

도입때부터 유지해온 단일한 계리 모형 체계가 이제는 한계가 왔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월지급금을 주도록 설계된 주택연금의 계리모형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태

의 복지형 계리모형을 개발해야만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고령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사회적 요구

는 보다 다양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모기지 제도가

다시금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

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

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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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ntroduction of government-guaranteed reverse

mortgage system in Korea, the system has been firmly established

with the number of borrowers increasing rapidly.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on whether the product originally launched to support the

elderly Koreans having only a house without adequate cash (so called

“house poor”) has attained its policy goal.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verse mortgage system.

First, a set of data of borrowers of reverse mortgage in regional

panels was prepared. Thre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i) Cities,

countries and districts that have higher proportion of the aged have

higher rate of borrowers of reverse mortgage; (ii) Cities,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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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stricts that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have higher share

of borrowers of reverse mortgage; and (iii)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here people are not adequately prepared for post-retirement

years have relatively higher rate of borrowers of reverse mortgage.

For the model, the rate of borrowers of revere mortgage is set as

dependent variable, and monthly payment as control variable to

control the characteristics of borrowers. And ageing index, housing

price per pyeong, monthly payment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share of welfare budget out of total budget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nel analysis of random effect and fixed

effect were conducted.

The analysis found the followings: (i) The rate of borrowers is

negatively correlated to ageing index; (ii) Housing price per pyeong is

positively correlated to monthly payment of national pension; (iii) The

share of welfare budget did not show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That is, all the three hypotheses are rejected. This suggests that the

reverse mortgage system failed to achieve its policy goal: Support the

aged “house poor.”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First, reverse mortgage market needs to be segmented. While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maintained for a group of low-income

individuals, a new market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 aged who

are not eligible for reverse mortgage as they own relatively

expensive homes worth over KRW 900 million. The type of

borrowers needs to be differentiated.

Next, bias of borrowers towards a specific region and type of

houses should be removed. This analysis found that as borrowe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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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ly owners of apartment houses in Seoul and urban areas,

residents of rural areas are alienated from the product. This is

attributed to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That is, as the

monthly payment amount of reverse mortgag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ge and the housing price of borrowers, residents of Seoul

where housing price is relatively higher tend to be more likely to join

the reverse mortgage. Hence, in order to ensure reverse mortgage

functions as a true means of enhancing the security of life for the

aged after retirement, in addition to the current product that delivers

payments based on the age of borrowers and housing price, a

“welfare-type reverse mortgage” needs to be considered, that enables

the aged who need social support despite their low housing price to

get a monthly payment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keywords : Reverse Mortgage(JooTaekYeonKeum), Analysis of

effectiveness, Life cycle hyphothesis, policy goal,

Sample Selection Biases, Panel analysis

Student Number : 201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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