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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택상속의향과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종속변수로서의 주택상속의향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

는지를 다루거나, 또는 설명변수로서의 주택상속의향이 다른 요인

들과 함께 주택연금 가입의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

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의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살

펴보지 않았던 조절변수로서의 주택상속의향의 기능을 유산상속동

기이론의 두가지 주요 상속동기인 이타적 상속동기와 전략적 상속

동기를 이루는 고령가구의 특성과 함께 살펴보았고, 동일연령집단

코호트를 구성하여 코호트별로 종속변수인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을 통한 통계적 검증 결과, 노후자산이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자녀의 경제적 봉양을 받고있는 경우, 이러한 고령가구

의 특성들은 주택상속의향과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높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이는 주택상속의향이 있더라도 노후자산이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자녀의 경제적 봉양을 받고있는 고령가구들은 그렇지 않

은 고령가구들보다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노후자산이 충분하거나 자녀로부

터 경제적 봉양을 받고 있는 고령가구들은 주택상속의향이 있더라

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녀

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가진 고령가구들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상속분

을 정할 수 있게 하여, 대출한도 산정 시 이를 제외한 주택연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가입자 사망 후에도 자녀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보해주는 식으로 상품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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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오래된

세대에 속하는 고령가구일수록 주택상속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젊은 최근 세대에 속하는 고령가구의 주

택상속의향은 이전 세대의 주택상속의향에 비해 많이 희석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비교적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

택연금 공급확대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

다. 현재의 주택연금의 월 수령금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주

택연금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나

이별 주택연금 월 수령금액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감내가능한 수준

내에서 주택연금 지급금액을 증액하거나 가입 초기에 월 수령금액

을 높게 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

하여 주택연금의 공급의 활성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주요어 : 주택연금, 주택상속의향, 주택연금가입의향

학 번 : 2020-2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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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1990

년도 5.1%에서 2000년도에 7.2%가 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이후

18년만인 2018년도에 14.3%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 추세

는 계속되어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통계

청1)은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초고령사회

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25년으로, 154년이 소요된 프랑스, 79년

이 소요된 이탈리아, 심지어 36년인 걸린 대표적 고령사회인 일본2)보다

도 짧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15〜64세

에 해당되는 생산연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통계

청은 2017년 현재 전체인구의 73.2%를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

에는 65.4%, 2040년에는 56.3%로 감소하며, 이에 반해 2017년 현재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는 고령인구는 2030년에는 25.0%, 2040년에는

33.9%로 증가하며, 인구수로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2030년까

지 생산연령인구가 362만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591

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3)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다시 생산연령인구 1백명

1) 2020 고령자통계(통계청)

2) 장래인구추계결과 보도자료(2006년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진입

시기와 초고령사회 진입시기는 각각 프랑스는 1864년·2018년, 이탈리아는

1927년·2006년, 일본은 1970년·2006년이다

3)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 보도자료(2019년 3월, 통계청)



- 2 -

이 부양해야 하는 65세이상 고령인구수, 즉, 노년부양비4)를 2030년에는

38.2, 2040년에는 60.1로 가파르게 상승시키며,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

고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국

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 표 1-1 : 장래인구추계 요약 >

(단위 : 만명, %)

구분 2017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총인구(A=B+C+D) 5,136 5,191 5,086 4,774 4,284

고령인구(B) 707 1,298 1,722 1,901 1,881

생산연령인구(C) 3,757 3,395 2,865 2,449 2,058

유소년인구(D) 672 500 498 425 345

노년부양비(E=B/C*100) 18.8 38.2 60.1 77.6 91.4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이에 정부는 2005.1.21. 제57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역모기지 활성화 방

안’을「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이어서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2007년 7월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을 공급하

기 시작하였다. 주택연금이란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개인 소유의

주택자산으로 고령가구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산기반복지5)의 일

4)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5) 자산기반복지란 주택의 가치상승, 복지국가 수준의 저하, 주택을 활용한 담보

대출 기회의 증가가 어우러지면서 기존의 소득기준 복지(means-tested

welfare)를 대체하여 등장한 것으로 주택의 구입과 매각을 통해 노년기에 필

요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Doling &

Ronal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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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한마디로 정부의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고정자산인

주택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고령가구 생활비를 해결하여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인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주택

연금은 대출기간이 있어 대출만기 도래 시 상환부담이 있는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비해, 대출기간이 없고 정부가 보증하는 공적보증 종신연금

형태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택연금 도입 이후에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주택연금이 고령층

의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김안나, 2007 ; 이진

경, 2014 ; 김홍대 외, 2014 ; 김재호, 2015 ; 2015 ; 손정주, 2017) 고령인

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하방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주택

연금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여 주택연금 가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유교문화가 강하게 뿌리

내려 있는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강한 주택상속의향으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주택연금 가입

에 부정적인 역할6)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고령가구의 어떤 특성이 주택상속의향을 이루고, 그렇게 형성된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환경에서

강화 또는 약화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주택연금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연금을 활

성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6) 2019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한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 주택

연금의 주요 단점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진다’라고 답변한 비율

은 65.3%,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라고 답변한 비율은 5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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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주택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강

한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조상숭배의식이 강했다. 고구려·백제는 물론이

고, 시기는 앞의 두 고대국가보다 다소 늦었지만 신라 역시 마찬가지로

시조묘(始祖廟)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시조를 모셨다. 이러한 신격화

된 시조에 대한 숭배는 자연스레 왕위의 부자계승을 정착시켰고 제사문

화와 제사승계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세계의 많은 고대국가에서

나타나듯이 내세와 현세는 서로 이어져 있고, 몸은 사라지되 영혼은 사

라지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의 관념이 우리나라에도 퍼져 있었음을 의미한

다.7)

이후 고려말기에 도입되었으나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던 종법8)(宗法)

에 기초한 제사승계제도와 가계승계제도가 조선시대에 비로소 확립되었

다. 이러한 유교적 가치는 고대국가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조상숭배의

식과 융합되면서 한국 고유의 유교적 효의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그 본

질은 부모를 포함한 조상들의 제사를 모심으로써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유석춘 외, 2005)

하지만 이러한 유교적 효를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다른 가문들 사이에 경쟁적인 모습까지 띄게 되면서,

제사를 승계받은 사람9)은 제사에 필요한 제구, 사당, 토지, 노비 등을 승

계받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승계받은 재산은 승계받은 사람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상속편을 참조하였다.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종법이란 제사의 계승과 종족의 결합을

위한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최초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초기이나 구체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고려말이다.

9) 고려와 조선초기에는 자녀들 간 균등분배의 방식이었으나, 1471년 경국대전

에서는 장남을 우선적인 후계자로 단일화하였고, 장자상속은 일상의 관행으

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심백섭, 2005 ; 김우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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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며, 일시적으로

잘 맡아서 관리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집안 전체의 공동재산이

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김은희, 1994). 우리나라의 재산상속은

이처럼 유교적 효의 실천을 위해 조상들의 제사를 충실히 모시려는 목적

으로 행해졌다는 데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사를 제외한 많은 종교 또는 제도로

서의 유교는 사라지고 희석되었지만, 제사, 재산상속, 장자우대 등 무형

적인 문화는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우리나라 사람의 의식을 여전히 지배

하고 있다(고병익, 1996).

한편,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

행 중인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년 부양비

증가, 소비 위축, 재정부담 증가 등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주택연금을

2007년 7월에 출시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출시 이후 10여년이 지난 2019년까지 주택연금의 누적 공급건

수는 59,775건으로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60세 이상 고령자 4,969,773 가구 대비 주택연금이용률은 1.2%에 머

물고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은퇴 고령자의 주택연금 이용

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은퇴금융상품이라는 상징성 때문일까, 주택

연금 가입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하여 꾸준하게 연구되었다. 사회인구

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택특성, 주택연금 상품의 특성 등이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고(최은희, 2006 ; 이달님, 2015), 이러한 특성들과 함

께 주택상속의향 역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김신우, 2015), 자녀에게 부담되기 싫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

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유선종 외, 2005 ; 최은희, 2006).

이외에도 주택연금과는 무관하게, 주택상속의향 또는 유산상속은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

용진, 2013 ; 고진수 등, 2015 ; 유승동 등,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이용을 결정짓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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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와 조상을 충실히 모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재산상속의 가치가 아직도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 남

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상속의향이 어떤 특정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결정하는데 주택상속의향이 어떤 역

할을 하는지를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서 갖는 조절변수로

서의 기능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주택상속에 대한 의향이 생애기간 동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간이 지나고 세대

가 바뀌어 감에 따라 유교적 가치가 희석되는 현상이 관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 결정과정에서 갖는 역할과

주택연금 가입요인과 주택상속의향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화된 요인들

을 찾아내고, 주택상속의향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주

택연금의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주택연금 상품성을 개선하는 등

궁극적으로 주택연금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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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주택연금 제도

정부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

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민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던 역모기지 상품의 확대 필요성을 느껴 2005년 1월 「고령

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역모기지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하였다.

‘역모기지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당시 민간 금융기관에

서 취급하고 있던 역모기지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하락, 금

리상승 위험, 기대수명보다 장수할 리스크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신상

품이 아닌 5〜15년 사이의 대출만기를 두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의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과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경매 등으로 인한 퇴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년)에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미국의 공적

역모기지(HECM :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를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공적보증과 세

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시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역모기지 보증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역모기지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

는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7월



- 8 -

부터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도입된 주택연금은 한마디로 집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

는 고령자에게 집을 담보로 평생에 걸쳐 또는 희망하는 기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매달 생활비를 대출해 드리는 제도이다. 물론 한국주택금융공

사는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통해 주택연금을 공급한다. 가

입요건10)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11)이고 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이나,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

과는 달리 차주의 상환능력과 소득수준으로 대출가능여부를 심사하지 않

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삼아 주

택연금 가입자를 채무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가입자 부

부12)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주를 대신하여

우선 상환한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

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이 때 주택처분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주

택연금지급금액은 보증료를 재원으로 하여 공사가 부담하고, 주택처분가

액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금액은 상속자가 수령한다.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월지급금의 규모는 주택가격상승률, 이자

율, 생존·사망률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된 예상 보증

료 수입과 예상 주택처분손실을 같게 만드는 수지상등의 원리를 적용하

여 설계된 주택연금 계리모형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

10) 최초 도입시 가입요건은 연령기준은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 주택기준은 6

억원 이하 1주택이었으나,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요건이 지속적으

로 완화되었다. 완화되어 온 내용과 그 시기는 본 논문의 내용과 크게 관련

이 없어 생략하였다.

11)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나머지 한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12)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주택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입하고, 채무자

사망 시 배우자가 주택소유권을 이전받고 채무를 인수하여 계속 주택연금

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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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 지급금액이 정해지며, 나이가 같을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같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월지급금의 규모는 커지는 구조이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월 연금형식으로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지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인출한도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까지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용도는 크게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일

반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일반용도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기존에

주택에 담보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

한 대출상환용도로 구분된다. 2016년에 내집연금 3종세트13)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노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원리

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출한도의 100분의 90이내까지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지급받는 월지급금의 지급유형에는 월지급금

을 가입 후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지급하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를 지급하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참고로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12개

월마다 3%씩 증가하는 증가형과, 반대로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12개월

마다 3%씩 감소하는 감소형도 공급하였다. 주택연금 가입 후 월지급금

지급유형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월말까지 누적 이용자는

76,158명이고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3억원,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102만원이

다.

최근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은 55세로 낮추고, 가입 후 1년 이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환급하여 상환 부담

을 경감시키는 등 지속적인 상품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3)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의 “주택연

금 상품소개” 중 “내집연금 3종세트”를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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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공급증감

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그림 1-1 : 주택연금 누적공급건수 및 공급증가율 추이 >

(단위 : 건, %)

0%

20%

40%

60%

80%

1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

누적공급건수 공급증가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처럼, 2007년 출시 이후 비교적 빠르게 은퇴 고령자를 위한 대표적

인 은퇴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은 주택연금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4)

첫째, 고령층의 소비촉진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주택연금을 10만

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1.2조원의 정기적·안정적 소득을 창출하여 내수

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베이비부머의 주택매도를 분산

시켜 주택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령층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4) 손정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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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상속동기이론

본 연구는 고령자의 주택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 주

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결정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유산상속동기에 관한 이론이 이론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유산상속동기에 관한 이론은 크게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 우발적 유산상속동기이론 등으로 구분된다.

재산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연구들은 모딜리아니에 의해 정립된 생

애주기이론에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로부터 유산상속의 동기에 대한 여

러 이론들이 정립되었다. 따라서, 유산상속동기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생애주기이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이론15)은 생애기간 동안의 시간의 흐름에서 가계의 소득과

소비, 저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며,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자원의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간 뿐 아니

라 전 생애기간 동안의 소득을 적절하게 축적하고 소비하여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가계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가 현재소득 뿐만 아니라 평생동안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람들은 남아 있는 생애 전체를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를 결

정하며, 소비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발생

하는 청·장년기에는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자산을 모으고, 은퇴 이후에

는 그간 모아놓은 자산을 소비하게 되는 음(-)의 저축이 발생하여 사망

시점의 자산은 0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애주기이론이 주장하는 저축과 자산의 축적 모습은 실제와

는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저축과 자산의 축적과정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은퇴 후 나이가 들면서 수명의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15) 생애주기가설의 전반적인 내용은 심현정(2017), 남주하 등(2016), “거시경제

학(조장옥)”과 “거시경제학(김경수·박대근)”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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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악화되면서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저축한 자산을 최대한 천천히 소

비하거나 저축을 계속하여 자산을 형성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는 은퇴 후에도 그동안 형성해 온 부에 대한 처분속도를 감소시키는 유

인이 된다16),

둘째, 생애주기이론은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산상속의 동기가 없다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증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연구들에서

소비자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그들의 부가 일부 증대되고 자산을 처분하

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자산상속의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에서는 생애주기이론과는 다르게, 은퇴

연령 이후 음(-)의 저축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오히려 양(+)의 저축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들을 통해 관찰되었고 이로부터 유산상속동

기이론이 정립되었다. 유산상속동기이론은 생애주기이론을 반박하는 이

론이 아니라 오히려 생애주기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이유

를 밝혀주고 생애주기이론의 가정을 보완 또는 수정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보다 확장된 형태로 진화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산상속동기이론은 유산상속의 동기를 이타적, 전략적, 우발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이란 말 그대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

하는 이유는 부모가 이타적(altruistic)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소비효용을 위해 자산을 저축하여 유산을 남기고 그 유산으로

자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결국에는 부모의 소비효용을 높이게

되며, 이처럼 자녀의 효용까지 고려하여 부모의 소비행태를 결정하는 경

우, 사망시점의 저축의 크기는 0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Ba

rro, 1974; Becker, 1974 ; Becker & Tomes, 1979 ; Becker & Tomes,

1986 재인용).

이에 비해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은 노년기에도 자녀들로부터의 존

16) Davies(1981), p.561〜562 참조(“Uncertain lifetime, Consumption and

Dissaving in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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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받기 위하여 저축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며, 부모는 자녀들

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봉양서비스를 기대하여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

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교환한다고 설명한다(Bernheim 외, 1985 ;

Cox, 1987 재인용).

마지막으로 우발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계획없이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이론이다(Hurd, 1987 재인용).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과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은 부모의 자발

적인 계획에 기초한 유산상속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우발적 유

산상속동기이론과는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

유산상속동기이론은 보유자산의 약 80%17)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주택상속행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이

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이 유산상속동기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는

것은 타당하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2-1 : 유산상속동기이론의 종류 >

가설 핵심내용 비고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

(the Altruistic Bequest

Motive Hypothesis)

이타적인 부모가 자녀들의 소비효용

을 위하여 자산을 저축하고 유산을

상속

Becker

(1974) 등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Hypothesis)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서비스 대가로

부모가 자신의 소유자산을 서로 교환

Bernheim

등(1985)

우발적 유산상속동기이론

(the Accidental Bequest

Motive Hypothesis)

사망시기가 불확실하여 계획없이 유

산상속을 남기게 됨

Hurd

(1987)

자료 : 김용진(2013)

17)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2019),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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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주택연금 관련 선행연구

주택연금과 관련된 연구는 주택연금 도입 후 대표적인 은퇴금융상품

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는 등 제도의 변화과정에 맞추어 연구주제도 함께

변하는 특성을 보인다(홍성현, 2019). 2007년 도입 전까지는 주로 역모기

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외국의 역모기지 사례과 국내 도입 시 기대효과

등이 주된 연구주제였고, 정부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이후에는 주택연금

가입결정요인, 제도의 활성화, 주택연금 계리모형, 주요변수에 대한 리스

크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진경, 2014 ; 홍성

현, 2019).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연금 대출채권의 유동화방안과 신탁방식

의 주택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결정 요인

과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연구

이므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유선종 외(2005),

김선주 외(2006), 최은희(2006), 박근수 외(2010), 이달님 외(2015), 김신

우(2016), 김도균 등(2017), 전희주(2019), 유승동 외(2019)의 연구가 있고

이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유선종 외(2005)는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정책에

대한 기초연구 그리고 공적 역모기지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

하여 서울의 55세 이상 70세 이하로 이루어진 예비고령가구와 고령가구

53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요인들이 역모기지 제도

에 대한 관심과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

수로 역모기지 제도의 관심 및 이용의향을, 독립변수로는 주택상속의향,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노후 자식의존도, 주택자산 가치, 주택소유 의식,

구입시기, 연령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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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상속의향,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순으

로 나타났고, 주택상속의향은 음(-)의 영향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은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역모기지에 대한 관심과

이용의향은 연령대별로 상이하여 65세 이상은 역모기지에 대한 관심과

이용의향이 낮고, 반면에 50대의 경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는 주택연금의 세부내용이 제도화되기 전에 그 도입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으로서 주택연금에 대하여 응답자가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하였을 경우에 측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주택상속의향이 역모기지 이용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김선주 외(2006)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출시(2007년) 전에

역모기지 제도 도입 및 활성화 가능성 등과 관련한 검토의 일환으로 신

한은행과 조흥은행에서 판매하였던 민간 역모기지 이용자 417명을 대상

으로 하여 이용자들이 계약 당시 작성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모기지 선택결정 요인으로 배우자 유

무, 가족 수, 자영업자, 담보주택 감정가격, 월지급액 등이 유의확률 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인 역모기지 선택을

역모기지 총 지급회수로 조작화하였는데, 역모기지 지급은 역모기지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과관계 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주택연금 출시 전에 주택연금이 아닌 민간 역모기지를 대상으로 수

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주택연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최은희(2006)는 당시에 도입이 논의되고 있었던 역저당제도(역모기지)

의 잠재적 수요층의 특성을 분석하고 역저당제도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파악하여 역저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방향을 제안

하였다. 우선, 역저당제도의 잠재수요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00년 인

구센서스의 주택소유형태, 생계수단, 거동불편여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

령가구의 유형을 생활자립형18), 생계의존형, 근로 및 주택형, 고령자전용

18) 생활자립형은 주택을 소유하고, 건강을 갖추고 있는 유형, 생계의존형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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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요양시설형, 서비스 주택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전체 고령자 가

구 중 45%와 29.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생활자립형과 생계의존형이

역저당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보았다. 그리고 잠재수

요의 특성파악을 위해 대도시(서울)와 중소도시(공주시)의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얻은 1,079부의 유효설

문지를 이용하였고, 40세부터 59세까지를 중년층으로, 60세 이상을 고령

층으로 분류하여 중년층, 고령층, 서울거주자, 공주시 거주자의 네 개 집

단으로 분류하여 로짓분석을 통하여 역저당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집단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

으로는 연령이 낮고,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것이라 예측하며, 월생활비 수

준이 높을수록 역저당제도 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와 공주시로만 조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를

위한 외적 타당성이 일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과, 주택상속의향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박근수 외(2010)는 고령자가 느끼는 주택연금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80세 이하의 고령

자 600명을 대상으로 층화집락임의추출법을 활용하여 일대일 면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 또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을수록 주

택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고령자들

의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등이 고령자가 느끼는 주택연금 필요

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고령자들의 중요한 주택에 대한 인식 중 하나인 주택

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의향이 주택연금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달님 외(2015)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응답

한 주택연금 가입가구 286가구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고령가

택을 소유하고 건강하나, 생활비 지원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최은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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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18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선택 결정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인연령, 본인성별(남=1), 대학교 졸업이상, 부

동산자산규모, 주택유형(아파트), 수도권 거주지역, 지인을 통한 주택연금

인식경로는 주택연금 가입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 연령차이,

80대, 직업유무(취업), 연간부동산 경상소득률, 금융소득, 부양비, 주택규

모는 주택연금 가입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본인의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하여 배우자를 위

한 이타적 동기에 의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로서 이타적 동기를 부

부사이의 연령차이로 조작화하였으나, 연령차이가 배우자를 위한 이타적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또한 독신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며, 부부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이타적 동기

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이타적 동기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

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에게는 주택상속의향을 묻지 않는 설문조사의 한계

로 인해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선택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신우(2015)는 대한은퇴자협회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301부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

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요인의 경우 은퇴를 하지 않고 재산이 많을수록,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불안하다고 생각할수

록, 자녀와 따로 살기를 바랄수록,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려는 의향이

적을수록 주택연금 가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자녀에 대한 노후 의존도가 강했던 과거에 비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

지 않고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부모 세대의 변화된 가치관

을 엿볼 수 있었으나, 주택상속의향을 주택연금 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로만 다루어 주택상속의향이 가질 수 있는 조절효과에 대해

서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김도균 등(2017)은 질적연구를 통해 고령가구의 심리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 및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50〜60대로 이루어진 7명의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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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향자 그룹과 7명의 주택연금 비가입의향자 그룹을 선발하여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두

그룹 모두 주택연금이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능하다면 자녀들에게 집 한 채만큼은 물려주고

싶다는 의향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주택연금 가입의향자 그룹의 경우는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희

망하는 모습을 통해 전략적 동기이론에서 주장하는 상속과 부양의 교환

관계가 일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전략적 동기 이외의 동기에 대해

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전희주(2019)는 보험연구원의 보험고객 소비자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택상속

의향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연금 가입 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의 크기였

고,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노후준비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더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분포는 20대

부터 70대까지 다양19)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연령 등 주택연금 가입조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 주택연금 가입에 주택상

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움

으로 남는다.

유승동 외(2019)는 주택연금 가입과 주택상속의향 사이에 밀접한 관계

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주택연금의 취급 비중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

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9) 20대가 197명(16.4%), 30대 222명(18.5%), 40대 258명(21.5%), 50대 240명

(21.3%), 60대 이상 256명(21.3%), 70대 이상 27명(2.3%)로 구성되어 있다.

(전희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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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늘어날수록 주택상속의향은 감소하고, 부

양가족이 늘어나면 상속의향은 반대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

보다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가구의 주택상속의향이 다른 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고령가구의 주택상속의향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 공급 비중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수

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가구의 주택상속의향 차이로 인한 결과

라는 사실을 풀어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가구의

주택상속의향의 차이가 어떤 것에 기인하는지와 주택상속의향의 조절변

수로서의 기능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상의 주택연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상속의향, 노후준비불안, 연령, 성별, 학력, 수도권 거주여부,

아파트 거주여부, 자산, 소득, 주택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

을 미친다.

둘째, 성별, 수도권 거주여부, 자산, 소득, 자녀의 경제적 지원, 부양가

족 수 등은 주택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자녀에 대한 노후 의존도가 강했던 과거에 비해 자녀에게 주택

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변화된 가치관과

경제적으로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희망하나 여전히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

< 표 2-2 :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종속변수별 주요요인20) >

20) 김도균 등(2017)은 질적연구로 본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구분 종속
변수

독립변수

(+) 요인 (-) 요인

유선종
외
(2005)

역모기지
관심 및
이용의향

노후생활 불안 주택상속의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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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
변수

독립변수

(+) 요인 (-) 요인

김선주
외
(2006)

역모기지
지급기간

배우자 동거, 자영업자,
자동차 유무(유),
주택감정가격,

역모기지 지급주기

가족수, 대출기관 수,
역모기지 월 지급액

최은희
(2006)

역저당제도
선택

월생활비, 주택소유
노후생활비 부족 예측

월소득, 연령

박근수
외
(2010)

주택연금
필요욕구

성별(여성), 소득, 주택가격,
노후자금마련, 자녀부담감소,

다양한 여가활동,
노후삶의 질 보장

사회적 체면, 부정적 인식,
주택가치 대비 적은 연금액,

연령,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

이달님
외
(2015)

주택연금
가입

연령, 성별(남성), 대학교
졸업이상, 부동산 자산,
주택유형(아파트),
거주지역(수도권),
인식경로(지인)

부부 연령 차이,
직업유무(취업), 부양비,
연간부동산 경상소득률,
금융소득, 주택규모

김신우
(2016)

주택연금
가입의향

자녀와 별거 희망, 재산규모,
은퇴여부(은퇴전),

재산세 감면 혜택 인식,
가입조건 완화 필요성

노후준비상황,
주택상속의향

전희주
(2019)

주택연금
가입의향

주택연금 가입 시 수령금액,
금융자산규모,
근로활동,

노후준비 고려

주택상속의향

유승동
외
(2019)

주택상속
의향

자산, 성별(여성),
부양가족수

소득, 고등교육,
담보대출 유무(유),
거주지역(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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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상속 관련 선행연구

위에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제인 주택상속의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다.

우선, 유교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김은희(1994), 심백섭(2005), 유석춘 등(2

005), 김우진(2018) 등이 있고, 이를 탐색하였다.

김은희(1994)는 인간관계를 상·하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유교 이념으로

부터 가족제도 역시 위계적인 가부장제가 형성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위

계적인 개념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의 재산은 집안 전체의 공동재산이며, 가장은 선

대로부터 내려온 재산에 대하여 일시적인 관리를 통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는 역할로 인식하였고, 집은 조상제사의 상속을 통하여 영속적으로 존

재하는 이념적 개념이며, 제사 상속과 집의 영속성은 유교의 효 사상의

기초가 되어 집안의 맏이는 집안의 후계자로서 조상에게 제사를 올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어왔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나라의 중산층

문화에서 지금까지도 부모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아들이 경제적

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을 부모의 기본적 의무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백섭(2005)은 우리나라의 친척제도와 의례 등 가족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문화적 특성과 현대적 상황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가 유교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부계의 발달로, 중국의 경

우 명나라 이후 균분상속이 기본원칙이 되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1471

년 경국대전에서 우선적 후계자를 장남으로 한 이후 일상의 관행으로 자

리 잡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자 상속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근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유교적 가치와 이를 반영한 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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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등이 우리나라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석춘 등(2005)은 유교의 효 사상에 종교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고찰하고, 현실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일상적 삶에 효가

강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왔다는 점과, 유교적 효 사상이 가족주의를

매개로 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교에서 효의 본질은 부모를 포함하여 나의 선대를

기억하고 재현을 통해 선대의 영원한 존재성을 확인하는 데에 있으며 이

를 유교 특유의 조상숭배라는 종교적 명령으로 보았다. 하지만 효를 행

하는 비용은 무시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적 기반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어 제례를 강화하고 족보를 간행하는 등

경쟁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장자 상속, 제사권 강화, 동족

촌의 형성과 같은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적 대응으로 이어졌고, 이런

가운데 장자가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가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우진(2018)은 유학의 공정성이 재산상속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재산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재산상속 문제를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영

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 선비 가문

의 ‘분재기’(分財記)를 분석하였는데, 고려후기와 조선 초중기까지는 주로

균등하게 재산을 배분하다가 조선 후기부터는 장자에게 재산을 상속하였

다는 사실로만 고려후기와 조선초중기는 공정하고 조선후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유교의 공정성은 겉으로 드러나

는 것이 아니라, 상속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상속받는 자의 덕성과 태도

가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의 재산 분배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산

상속에서 기초가 되는 상속의 공정성 원리의 기준은 조상에 대한 제사와

후손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논하였다.

다음으로 재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동기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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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는 신화용 등(1997), 김용진(2013), 노재현 등(2017), 차경욱 등(201

8)의 연구가 있고, 이 연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신화용 등(1997)은 1991년 이후 민법의 개정으로 남녀균등 상속으로

바뀌었지만, 과거 장자에게 노부모를 부양하는 책임과 함께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자 우대상속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한국과, 한국과는 달리

자녀 균등 상속이며 노부모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문화가 보편적인 미국의 부모와 자녀 세대를 비교하여 상속의

식, 부양 동기 등에서 양국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서울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친정모 또는 시모 그리

고 이들과 동거하는 딸 또는 며느리 186쌍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국에서는 동거 부양이 보편적이지 않음을 감안, 미국 서북부의 주의

친정모 또는 시모 그리고 이들과 동거하지는 않지만 부양하고 있는 딸

또는 며느리 74쌍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양국 간의 차이를 t-test

를 통해 검증한 결과, 한국의 노모는 미국의 노모에 비해 자녀들이 자신

의 노후를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고, 노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보다 상속

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의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두 집단의 이타적 또는 전략적 동기 등

유산상속동기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

이 남는다.

김용진(2013)은 우리나라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등이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와 자녀들의 서비스와 관계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동기에 의한 유산상속동기이론이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또는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유산상속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주택지분과 부동산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산상속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유산상속확률이

높아지는 사실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 동기에 의한 유산상속이론



- 24 -

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자녀의 소득 및 자산자료의 부

재로 인하여 전략적 동기에 의한 유산상속이론과 함께 자발적 유산상속

동기이론을 이루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유산상속이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노재현 등(2017)은 가족주의가 발달하고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

는 부모 자신과 자녀 사이에 강한 동일체 의식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했

을 때 우리나라의 유산상속은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의 모습을 보이

며, 최근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전략적 유산상속동기가 가미된 것으로

보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의 형성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타적 동기가 존재함을 밝혔다. 또한,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가

자산과 상호작용을 하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면서 유산상속의향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전략적 동기 또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부모의 주

관적 건강, 소득, 자녀의 수, 자녀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취업상태 등이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김용진(2013)이 자료의 부재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이타적 동기에

의한 유산상속이론이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아쉽게도 두 동기 중 어떤 것이 유산상속의향의 형성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패널의 유산상속의향

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지 않았다.

차경욱 등(2018)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

후 준비 여부와 상속·증여 의향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네 집단으로 구분

한 후, 그 특성을 비교하고 상속·증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

고 동시에 노후 준비 여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이타적 동기를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증여 의향이 있는 집단은 상속·증여 의향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

하고 있었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동기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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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의향 역시 없는 집단은 비교적 교육 수준이 낮고 비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총소득·총자산 등이 모두 가장 적었고 주관

적으로 느끼는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 역시 노재현 등(2017)과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의 상속의향에 이타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가 존재함을 밝혔으

나, 둘 사이에 어떤 동기가 더 큰 영향을 갖는지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패널의 유산상속의향이 어떻게 변화

해 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다.

이상의 유산상속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유교 이념으로부터 가부장제와 장자 상속을 선호하게

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아들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

지 도와주는 것을 부모의 기본적 의무로 여기는 가족주의가 자리 잡았다

(김은희, 1994 ; 유석춘 등, 2005).

둘째, 재산상속에 작용하는 이타적 동기는 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

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차경욱 등, 2018)으로 자녀의 소득, 부모의 자산

등 부모와 자녀의 경제력에 기반한다(김용진, 2013).

셋째, 재산상속에 작용하는 전략적 동기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그

확률이 높아지며(김용진, 2013),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노재현 등, 2017)

또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차경욱 등, 2018) 등을 통해 형성된다.

넷째, 우리나라 부모 세대의 재산상속의향은 이타적 동기와 전략적 동

기가 모두 작동하며(노재현 등, 2017 ; 차경욱 등, 2018) 강한 유교적 전

통으로부터 부모는 부모자신과 자녀 사이에 강한 동일체감을 느끼며 이

는 이타적 유산상속동기를 강화하고(노재현 등, 2017) 경제적으로 자녀

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타적 동기를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다(차경

욱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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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산상속요인 >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 요인 (-) 요인

김용진
(2013)

유산상속
의향

교육수준, 배우자(유),
상속경험(유), 연소득,
주택지분, 예적금,

기타부동산자산, 주식,
직업(유), 신체적 건강,
자녀동거 희망,

자녀와의 관계(양호)

개인연금

노재현
등(2017)

유산상속
의향

자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주관적 건강, 소득,
자녀 교육수준,
자녀 주택소유율

-

차경욱 등
(2018)

상속·증여
의향

노후 준비,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신체적 건강상태, 자녀

관계만족도
성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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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요인에

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은퇴 후 부족한 생활비가 가

장 큰 요인일 것이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된 요인에는 은퇴하여 직업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은퇴하지 않고 재직 중이나 부양해야 하

는 가족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현금화할 수 있는 마땅한 자산이

주택 이외에는 없거나 생활비를 보조해 줄 자녀나 친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또한, 은퇴 전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

으나, 은퇴 후에는 이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주택을 상속해 줄 의사와

무관하게 노년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가치를 추구하게 된 어르신들의 변화된 가치관에 의해서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고령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

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

일 수도 있고, 소중한 주택을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월지급금의 규모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면 주

택연금의 가입을 꺼릴 수도 있다. 또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줘야 한

다는 의식이 강한 어르신이라면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의 봉양을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택 이외

의 다른 자산이 충분히 있으므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어도 노후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단순히 자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모든 요인들은 모두 연령별, 학력수

준별, 지역별로 모두 다를 수 있다.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고령가구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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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택 특성, 주택연금 상품의 특성 등을 독

립변수로 하고 주택연금 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이분형 로지스틱 모

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수도권 거주 노인가구의 주택상속의

향이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주택연금 공급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연구도 있으며, 위의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에서 고

려한 독립변수들 중 일부에 주택상속의향을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

을 활용하여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유선종 외, 2005 ; 최은희, 2006 ; 이선형,

2014 ; 이달님, 2015 ; 김도균, 2016)

이와 같이 기존의 문헌들에선 독립변수로서의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

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였는데, 그보다는 조절변수로

서의 주택상속의향이 가구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사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주택상속의향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

이는 것일까? 아니면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다른 연령집단과 차별적인 추

세적인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고령가구의 특성 중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유산동기이론에

의한 이타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를 강화하는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조절

변수로서의 주택상속의향의 역할과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

한 연구문제1는 “이타적 상속동기를 형성하는 고령가구의 특성은 주택상

속의향과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가 전략적 상속동기의 경우와 동일한가?”이다.

이타적 상속동기는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자산 등 경제력에 기반하고

(김용진, 2013) 전략적 상속동기는 자녀와 동거하는지 여부(김용진,

2013)와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 등(노재현 등, 2017; 차경욱 등, 2018)을

통해 형성되고, 주택상속의향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

친다(김신우, 2016; 전희주, 2019)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타적 상속동기와 전략적 상속동

기를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고령가구는 주택상속의향과 상호작용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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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그 영향의 크기를 비교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분석틀과 가설

은 아래와 같으며, 이타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려

진 바와 같이 각각 부모-자녀 경제상황,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 또는 관계

로 하였다.

< 그림 3-1 : 연구의 분석틀(연구문제1) > 

   주택상속의향

연구
문제1부모-자녀 경제상황

부모-자녀 유대감
주택연금가입의향

가설 1 :　주택상속의향은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가설 2 :　주택상속의향은 노후자산이 충분한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가설 3 :　주택상속의향은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

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가설 4 :　주택상속의향은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연구문제1을 통해 주택상속의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다음에는 주택

상속의향이 연령집단별로 생애주기에 따라 세대별로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2는 “고령가구의 주택상

속의향은 세대에 걸쳐 강화되는가 아니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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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강한 유교 의식을 지니고 있는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이타적 동기가 재산상속의향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노재현 등, 2017 ; 차경욱 등, 2018) 부모와 함께 나이가 들면서 자녀가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는 부모자

신과 자녀 사이에 느끼는 동일체감(노재현 등, 2017)을 더욱 강하게 느끼

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결혼한 직후인 초기에는 유산상속 계획이 없다

가 결혼 중기를 지나고 후기로 갈수록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선행연구들(Bernheim, 1991 재인용; Kao, 1994 재인용; 홍공숙

외, 1995)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령별 주택상속의향 추이21)에 기초하

여 이타적 동기를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고령가구는 세대에 걸쳐 점진적

으로 주택상속의향이 높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분석틀과 가설은 아래와 같다.

특히, 주택상속의향이 세대에 걸쳐 강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동일출생 코호트로 구분하여 코호트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지 여부

에 대하여 검증하였는데, 코호트란 주어진 기간에 동일한 의미있는 사건

을 함께 경험한 집단으로 정의되며 동료, 또래 또는 집단적인 의미로 그

룹을 일컬으며(Norval, 1977), 출생 코호트는 세대와 호환 가능한 개념으

로 알려져 있다. (김수정, 2018)

< 그림 3-2 : 연구의 분석틀(연구문제2) > 

   코호트

연구
문제2

부모-자녀 경제상황 주택상속의향

21) 2019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 만60〜64세는

59.&%, 만65〜69세 66.3%, 만 70〜 74세 70.9%, 만 75〜79세 80.1%, 만 80

〜84세는 83.5%가 주택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속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 -

가설 5 :　동일연령집단의 특성은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가설 6 :　동일연령집단의 특성은 부모의 노후자산이 충분한지 여부와 상

호작용하여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택연

금 수요실태조사”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년 실시하며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노년층 3,000가구와 주택연

금에 가입한 6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

하지 않은 일반노년층 3,000가구의 거주실태, 은퇴 및 노후생활, 주택상

속의향, 주택연금 인식 및 가입의향 등의 설문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활용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노년층의 표본은 통계청의 2017년 주

택소유통계를 기초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 기준으로 지역별·연령별의

2단 층화를 두어 모집단의 구성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지역·연령

별 할당표본추출방식을 따랐으며 전국 만 55세부터 84세의 주택보유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조사원의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이며,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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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 표본의 구성 > 

(단위 : %, 가구)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2019년도 자료의 경우, 당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60세 이

상이었음을 감안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위하여 총 3,000가구 중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2,400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1을 위

해서는 2019년도(2,400가구), 연구문제2를 위해서는 2010년(1,500건),

2015년(3,000건), 2019년(2,400가구)의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자료를 사용

하며 기본적인 표본추출 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일부 문항은 조사연도에

따라 추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다.

구분
비율
(%)

총
가구수

55〜
59세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합계 100.0 3,000 600 781 581 457 381 200

서울특별시 17.6 529 99 140 107 86 66 31

부산광역시 8.1 242 45 66 51 38 29 13

대구광역시 5.0 151 31 40 31 22 18 9

인천광역시 5.2 156 38 43 29 22 16 8

광주광역시 2.7 80 17 20 16 12 10 5

대전광역시 2.8 83 18 23 16 12 9 5

울산광역시 2.1 62 16 19 12 8 5 2

세종특별자치시 0.3 10 2 3 2 1 1 1

경기도 19.9 598 141 164 108 85 66 34

강원도 3.6 109 20 28 19 18 16 8

충청북도 3.5 104 20 27 19 16 14 8

충청남도 4.5 135 23 32 26 21 20 13

전라북도 4.4 133 22 30 26 22 21 12

전라남도 4.8 145 22 30 28 25 26 14

경상북도 6.8 206 35 50 41 31 31 18

경상남도 7.4 221 44 57 43 32 29 16

제주도 1.2 36 7 9 7 6 4 3

연령별비율(%) 100.0 20.0 26.0 19.4 15.2 12.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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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가

사용된다.

연구문제1의 경우, 종속변수는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한 주택연금 가

입의향으로 하며 이 중 “반드시 이용하겠다”와 “이용하겠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있는 것(1)으로, 그 외의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없는 것(0)으로 조작화하였다.

독립변수는 상속동기이론 중 자발적 상속동기인 이타적 동기와 전략

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령가구의 특성으로 조작화

하였다.

우선, 이타적 동기는 자녀와 부모의 경제상황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노재현 등, 2017 ; 차경욱 등, 2018). 자녀의 경제상황은 설문

조사의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용

하여 자녀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0으

로 하였고, 부모의 경제상황은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한 노후대책충분도

를 이용하여 “매우 충분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5, “충분하다”는 4, “보통

이다” 3, “부족하다” 2, 마지막으로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에는 1로 설문의 답변을 그대로 활용하여 이 두가지 변수를 ‘부모-자녀

경제적 상황’으로 조작화하였다.

전략적 동기는 자녀와 동거할 경우 높아지고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

또는 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김용

진, 2013 ; 노재현 등, 2017 ; 차경욱 등, 2018). 자녀와의 관계 등은 자녀

동거 여부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통해 보았고, 자

녀와 동거 여부는 해당 설문문항의 답변 중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1,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하였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역시 해당 설문문항의 답변 중 “한명 있음” 또는 “두명 이상 있음”인 경

우에는 1, “없음”의 경우에는 0으로 조작화하여 ‘부모-자녀 유대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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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절변수는 주택상속의향이며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설문문항의 답변 중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그대로 물려주겠

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2,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일부 물려주겠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0으로

하여 주택상속의향의 크기를 차별화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로부터 주택연금 가입의향과 주택상속의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고령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

제적 특성, 주택 특성으로 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성별 그리고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학력으로 하며, 연령의 경우는 5세 단위, 거주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으로,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경제적 특성

은 응답자가 직업이 있는지 여부와 설문 당시 인식하고 있는 주택가격,

응답자의 자산규모 및 소득규모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예상으로

하였다. 이 중 주택가격, 자산규모, 소득규모는 설문 결과 입력금액(만원

단위)을 로그변환하였다, 주택특성으로는 주택유형과 주택규모이며 주택

유형을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하였고,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와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구분하였다.

< 표 3-2 : 변수의 정의(연구문제1) > 

구분 변수명 설문문항 내용 및 조작화

종속

변수

주택연금

이용의향

반드시 이용 / 이용 = 1

잘모르겠음/이용안함/절대 이용안함 = 0

독립

변수

부모-자녀

경제상황

자녀를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여부

부양하는 경우 = 1

부양하지 않는 경우 = 0
노후대책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5, 충분하다 = 4, 보통이다 = 3,

부족하다 = 2, 매우 부족하다 = 1

부모-자녀

유대감

자녀동거여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 1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 0
자녀의경제적봉양을

받는지여부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 1

경제적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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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의 경우에는 연구문제1의 조작화 방법과 동일하나, 연구문제

1에서 조절변수였던 주택상속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통제변수 중 경

제적 요인에 포함되었던 주택가격예상과 소득규모가 관련 설문문항의

2010년의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문제1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코호트를 조절변수로 추가하

였고, 1955년생부터 그 이후는 베이비붐 코호트, 1945년생부터 1954년생

까지는 해방 이후 산업화 코호트, 1944년 이전 생은 일제강점기 코호트

로 구분하였고, 코호트의 구분 기준은 김순미 등(2019)를 참조하였다.

구분 변수명 설문문항 내용 및 조작화

조절

변수
주택상속의향

전부 물려주겠다 = 2 / 일부만 물려주겠다 = 1

물려주지 않겠다 = 0

통제

변수

인구·

사회적

요인

연령

세단위 입력을 5세 단위로 변환

만60∼64세 = 0, 만65∼69세 = 1, 만70∼74세 = 2,

만 75∼79세 = 3, 만 80세이상 = 4

성별 여(0) / 남(1) (응답자 기준)

배우자유무 무(0) / 유(1)

거주지역 비수도권(0) / 수도권(1)

학력 고졸이하(0) / 대졸이상(1)

경제적

요인

직업유무 무(0) / 유(1)

주택가격
주택가격지수 또는 설문당시 인식하고 있는

소유주택가격 입력값(만원단위)를 로그변환

자산규모 입력값(만원단위)을 로그변환

소득규모 입력값(만원단위)을 로그변환

주택가격예상 하락(-1) / 동일(0) / 상승(1) 예상

주택

요인

주택유형 비아파트(0) / 아파트(1)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0) / 국민주택규모 초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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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 변수의 정의(연구문제2) > 

분석을 위해서는 SAS 9.4 및 R 4.0.3를 활용하였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구분 변수명 설문문항 내용 및 조작화

종속

변수
주택상속의향

전부 물려주겠다 = 2 / 일부만 물려주겠다 = 1

물려주지 않겠다 = 0

독립

변수

부모-자녀

경제상황

자녀를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여부

부양하는 경우 = 1

부양하지 않는 경우 = 0

노후대책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5, 충분하다 = 4, 보통이다 = 3,

부족하다 = 2, 매우 부족하다 = 1

조절

변수
코호트

베이비붐 코호트 = 0

해방이후 산업화 코호트 = 1

일제강점기 코호트 = 2

독립

변수

인구·

사회적

요인

연령

세단위 입력을 5세 단위로 변환

만60∼64세 = 0, 만65∼69세 = 1, 만70∼74세 = 2,

만 75∼79세 = 3, 만 80세이상 = 4

성별 여(0) / 남(1) (응답자 기준)

배우자유무 무(0) / 유(1)

거주지역 비수도권(0) / 수도권(1)

학력 고졸이하(0) / 대졸이상(1)

경제적

요인

직업유무 무(0) / 유(1)

주택가격
주택가격지수 또는 설문당시 인식하고 있는

소유주택가격 입력값(만원단위)를 로그변환

자산규모 입력값(만원단위)을 로그변환

주택

요인

주택유형 비아파트(0) / 아파트(1)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0) / 국민주택규모 초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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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문제1과 관련해서 조절변수로서의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

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의향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여 < 표 3-4 >과 같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 중 모형1은 많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

을 미친다고 밝혀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구성하였고, 모형2는 조절변

수인 주택상속의향을 추가하였고, 모형3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

다.

< 표 3-4 : 연구문제1을 위한 회귀분석모형 > 

구분 모형

모형1 Y = α + β1*독립변수1 + β2*독립변수2 + β4*통제변수 + ε

모형2
Y = α + β1*독립변수1 + β2*독립변수2 + β3*조절변수 + β4*통제변수

+ ε

모형3
Y = α + β1*독립변수1 + β2*독립변수2 + β3*조절변수 + β4*통제변수

+ β5*독립변수1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 β6*독립변수2와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항 + ε

위의 모형에서 종속변수 Y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있음 또는 없음의

두 범주를 갖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는

데 쓰이는 통계기법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종속변수는

Y 대신 ln 를 사용하고 이 때 는 오즈(odds)라고 하며 주

택연금 가입의향이 없을 확률인 에 대비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있을

확률인 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exp
exp

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exp 함수에 위 < 표 3-4 > 각 모형의 우변항을 대

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연구문제2의 고령가구의 특성과 동일출생 코호트가 주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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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은 출생연도에 따라 구

분한 코호트를 조절변수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0년, 2015년,

2019년의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를 활용한다. 종속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이

0(주택을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 1(주택을 일부만 물려주겠다), 2(주택을

전부 물려주겠다)의 순서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 표 3-5 >와 같이

연구문제 1에서 사용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이 아닌 순서형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중 모형1은 < 표 3-4 >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구성

하였고, 모형2는 조절변수인 출생 코호트를 추가하였고, 모형3에서는 독

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볼 것이다.

< 표 3-5 : 연구문제2를 위한 회귀분석모형 > 

구분 모형

모형1
Y = α + β1*독립변수1 + β2*독립변수2 + β3*조절변수 + β4*통제변수

+ ε

모형2
Y = α + β1*독립변수1 + β2*독립변수2 + β3*조절변수 + β4*통제변수

+ β5*독립변수1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 β6*독립변수2와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항 + ε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가 3개의 범주를 갖는다고 할

때 누적 로짓에 대한 선형모형은 ln
  = 이 되며, 누적

확률 식을 이용하며, 는exp
exp

가 된다. exp 함수에 위

< 표 3-5 > 각 모형의 우변항을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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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계분석 및 가설검정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별로 응답자의 특성을 빈도표와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고령가구 특성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의향

연구문제1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타적 또는 전략적 동기를

강화하는 특성을 가진 고령가구의 주택상속의향이 가구의 특성과 상호작

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장 제2

절 2.주요변수’에서 기술한 대로 이타적 동기를 조작화한 부모-자녀 경

제상황과 전략적 동기를 조작화한 부모-자녀 유대감으로 독립변수를 구

성하였고,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진 인구·통

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주택요인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인 주택연금 가입의향과의 빈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우선, 독립변수 중 부모-자녀 경제상황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

는지 여부와 노후자산충분도로 다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녀를 경제

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고령가구는 전체의 6.2%였고, 노후자산이 충분하

거나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고령가구는 전체의 21.3%에 불과하여

78.7%에 해당하는 고령가구가 노후자산이 보통이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표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자녀를 경제적으

로 부양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다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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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준은 전체 응답자 중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있

다고 답변한 비율인 19.0%보다 조금 높은 22.3%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자산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은 점진적으로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거나

노후자산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

론을 가능케 한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유대감의 경우도, 자녀와 동거하는 경

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제적인 봉양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주

택연금 가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4-1 : 연구문제1 응답자 특성(독립변수) > 

구분

주택연금 가입의향

없음　 있음 계

건수 % 건수 % 건수 %

전체 1,945 81.0 455 19.0 2,400 100.0

부모
자녀
경제
상황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여부

부(0) 1,830 81.3 422 18.7 2,252 93.8

여(1) 115 77.7 33 22.3 148 6.2

노후자산
충분도

매우
불충분(1) 128 73.1 47 26.9 175 7.3

불충분(2) 587 78.8 158 21.2 745 31.0

보통(3) 791 81.5 179 18.5 970 40.4

충분(4) 411 85.3 71 14.7 482 20.1

매우
충분(5) 28 100.0 0 0.0 28 1.2

부모
자녀
유대감

자녀
동거여부

비동거(0) 1,897 80.8 450 19.2 2,347 97.8

동거(1) 48 90.6 5 9.4 53 2.2

자녀가 부모
경제적봉양여부

부(0) 1,543 80.6 372 19.4 1,915 79.8

여(1) 402 82.9 83 17.1 485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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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을 살펴보면, 주택을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변한 고령가구는 전체의 31.4%이고 일부 또는 전부 물려주겠다고 답

변한 고령가구는 전체의 68.6%로 응답가구의 약 3분의 2가 주택상속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내에서 주택연금 가입의향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 일부만 물려주겠다, 전부 물려주겠다로

의향의 정도가 커질수록 주택연금 가입의향도 이에 따라서 낮아지며, 전

혀 물려주지 않겠다 또는 일부만 물려주겠다라고 응답한 가구의 주택연

금 가입의향은 전체응답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의향 19.0%와 유사하거나

높은데 비해, 전부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가구는 9.2%에 불과하여 그 차

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2 : 연구문제1 응답자 특성(조절변수) > 

구분

주택연금 가입의향

없음　 있음 계

건수 % 건수 % 건수 %

전체 1,945 81.0 455 19.0 2,400 100.0

주택
상속
의향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0) 512 68.0 241 32.0 753 31.4

일부만 물려주겠다(1) 400 78.6 109 21.4 509 21.2

전부 물려주겠다(2) 1,033 90.8 105 9.2 1,138 47.4

통제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가구

수는 감소하고 있고, 성별은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가

구가 78.7%로 조사되었다. 한편, 직업이 있는 가구는 69.9%로 응답자가

만60세 이상 고령가구임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편이나, 은퇴여부를 묻

는 답변에 대한 응답이 아니므로 은퇴 후에도 일용직 등의 직업을 가지

고 있는 가구의 응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향후 10년 후의 주택가격

에 대한 예상으로는 응답자의 61.9%가 설문 당시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

변하였다. 응답자의 주택유형·주택면적·거주지역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

고 9.9%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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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제변수별 주택연금 가입의향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지

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반대로 배우자

가 있거나, 직업이 있거나, 향후 주택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거나, 거

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이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

입의향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3 : 연구문제1 응답자 특성(통제변수) > 

구분

주택연금가입의향

없음　 있음 계

건수 % 건수 % 건수 %

전체 1,945 81.0 455 19.0 2,400 100.0

연령

0(만 60~64세) 580 74.3 201 25.7 781 32.5

1(만 65~69세) 472 81.2 109 18.8 581 24.2

2(만 70~74세) 389 85.1 68 14.9 457 19.0

3(만 75~79세) 322 84.5 59 15.5 381 15.9

4(만 80세 이상) 182 91.0 18 9.0 200 8.3

성별
여(0) 958 80.6 231 19.4 1,189 49.5

남(1) 987 81.5 224 18.5 1,211 50.5

배우자
유무

무(0) 436 85.3 75 14.7 511 21.3

유(1) 1,509 79.9 380 20.1 1,889 78.7

직업유무
무(0) 611 84.5 112 15.5 723 30.1

유(1) 1,334 79.5 343 20.5 1,677 69.9

향후
주택가격
예상

내릴 것 같다(-1) 263 77.6 76 22.4 339 14.1

비슷할 것 같다(0) 1,216 81.8 270 18.2 1,486 61.9

오를 것 같다(1) 466 81.0 109 19.0 575 24.0

주택유형
비아파트(0) 1,126 85.6 190 14.4 1,316 54.8

아파트(1) 819 75.6 265 24.4 1,084 45.2

주택면적
국민주택규모이하(0) 778 82.2 169 17.8 947 39.5

국민주택규모이상(1) 1,167 80.3 286 19.7 1,453 60.5

거주지역
비수도권(0) 1,222 87.6 173 12.4 1,395 58.1

수도권(1) 723 71.9 282 28.1 1,005 41.9

학력
고졸이하(0) 1,753 81.0 410 19.0 2,163 90.1
대졸이상(1) 192 81.0 45 19.0 23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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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제변수 중 응답자연령, log(주택인식가격), log(자산규모), log

(소득규모)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표준편차는 유사한 수

준이나 연령을 제외하고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있는 경우의 평균이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4-4 : 연구문제1 기술통계량(통제변수) > 

구분
주택연금
가입의향

Min. Mean Max. sd

연령
없음 60.0 69.5 87.0 6.65
있음 60.0 67.2 84.0 6.04
전체 60.0 69.0 87.0 6.59

log(주택가격)
없음 8.006 9.959 12.766 0.81
있음 8.006 10.219 12.612 0.71
전체 8.006 10.009 12.766 0.8

log(자산규모)
없음 8.071 10.368 13.082 0.78
있음 8.294 10.506 12.612 0.67
전체 8.071 10.395 13.082 0.76

log(소득규모)
없음 3.401 5.293 7.313 0.67
있음 3.401 5.412 7.090 0.61
전체 3.401 5.315 7.313 0.66

(2) 고령가구 특성에 따른 주택상속의향

연구문제2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령가구를 코호트로 구분하

고 코호트별 성향이 이타적 동기를 강화하는 고령가구의 특성과 상호작

용하여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타적 동기로

알려진 부모-자녀 경제상황 및 노후자산충분도를 독립변수로, 일제 강점

기 코호트, 해방이후 산업화 코호트, 베이비붐 코호트로 출생연도 코호트

를 가변수로 하여 조절변수를 구성하였다. 연구문제1에서 통제변수로 설

정하였던 변수들 중 향후 주택가격 예상과 소득규모는 과거 설문의 부재

로 인하여 제외하였다. 분석에 앞서 이렇게 설정된 독립변수 및 통제변

수와 코호트로 구분한 종속변수인 주택상속의향과의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 표 4-5 >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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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 연구문제2 응답자 특성 > 

구분

주택상속의향

건수 %
코호트1
(베이비붐)

코호트2
(해방이후산업화)

코호트3
(일제강점기)

코호트1
(베이비붐)

코호트2
(해방이후산업화)

코호트3
(일제강점기)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전체 375 222 379 915 683 1610 505 450 1761 38.4 22.7 38.8 28.5 21.3 50.2 18.6 16.6 64.8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

부(0) 334 193 338 842 613 1480 484 420 1682 38.6 22.3 39.1 28.7 20.9 50.4 18.7 16.2 65.0

여(1) 41 29 41 73 70 130 21 30 79 36.9 26.1 36.9 26.7 25.6 47.6 16.2 23.1 60.8

노후
자산
충분도

매우
불충분(1) 31 10 8 89 26 88 56 41 161 63.3 20.4 16.3 43.8 12.8 43.4 21.7 15.9 62.4

불충분(2) 133 67 115 376 246 518 238 165 671 42.2 21.3 36.5 33.0 21.6 45.4 22.2 15.4 62.5

보통(3) 156 101 172 294 301 607 142 179 590 36.4 23.5 40.1 24.5 25.0 50.5 15.6 19.6 64.8

충분(4) 54 42 76 147 105 369 63 62 311 31.4 24.4 44.2 23.7 16.9 59.4 14.5 14.2 71.3

매우
충분(5) 1 2 8 9 5 28 6 3 28 9.1 18.2 72.7 21.4 11.9 66.7 16.2 8.1 75.7

성별
남(1) 189 111 187 510 351 773 280 244 817 38.8 22.8 38.4 31.2 21.5 47.3 20.9 18.2 60.9

여(0) 186 111 192 405 332 837 225 206 944 38.0 22.7 39.3 25.7 21.1 53.2 16.4 15.0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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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상속의향

건수 %
코호트1
(베이비붐)

코호트2
(해방이후산업화)

코호트3
(일제강점기)

코호트1
(베이비붐)

코호트2
(해방이후산업화)

코호트3
(일제강점기)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일
부

전
부

없
음

배우자
유무

유(1) 328 204 333 778 589 1277 344 324 1085 37.9 23.6 38.5 29.4 22.3 48.3 19.6

무(0) 47 18 46 137 94 333 161 126 676 42.3 16.2 41.4 24.3 16.7 59.0 16.7

직업
유무

유(1) 343 198 344 720 524 1227 243 175 748 38.8 22.4 38.9 29.1 21.2 49.7 20.8

무(0) 32 24 35 195 159 383 262 275 1013 35.2 26.4 38.5 26.5 21.6 52.0 16.9

주택
유형

아파트(1) 216 127 166 473 320 592 223 198 572 42.4 25.0 32.6 34.2 23.1 42.7 22.5

비아파트(0) 159 95 213 442 363 1018 282 252 1189 34.0 20.3 45.6 24.2 19.9 55.8 16.4

주택
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0) 127 54 131 380 214 672 278 174 916 40.7 17.3 42.0 30.0 16.9 53.1 20.3

국민주택규모
이상(1) 248 168 248 535 469 938 227 276 845 37.4 25.3 37.4 27.5 24.2 48.3 16.8

거주
지역

수도권(1) 183 124 137 427 380 539 199 221 493 41.2 27.9 30.9 31.7 28.2 40.0 21.8

비수도권(0) 192 98 242 488 303 1071 306 229 1268 36.1 18.4 45.5 26.2 16.3 57.5 17.0

학력
고졸이하(0) 318 177 328 828 601 1494 454 411 1670 38.6 21.5 39.9 28.3 20.6 51.1 17.9

대졸이상(1) 57 45 51 87 82 116 51 39 91 37.3 29.4 33.3 30.5 28.8 40.7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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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5년, 2019년 설문에 응답한 고령가구를 베이비붐 코호트,

해방이후 산업화 코호트, 일제강점기 코호트로 나누었을 때 < 그림 4-1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코호트별로 ‘주택을 전부 물려주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8.8%, 50.2%, 64.8%로 코호트가 오래될수록, 즉

오래된 세대에 속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상속의향이 강해지고, 반대로

‘주택을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대로 38.4%, 28.5%,

18.6%로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4-1 : 코호트별 주택상속의향 분포 > 

38.4 28.5 18.6

22.7
21.3

16.6

38.8 50.2
64.8

베이비붐코호트 해방이후산업화

코호트

일제강점기코호트

주택을전부물려주겠다
주택을일부만물려주겠다
주택을전혀물려주지않겠다

독립변수 중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에 따른 주택상속의

향은 각 코호트 내에서는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고, 노후자산충분도의 경

우에는 노후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모든 코호트에서 ‘주택을 전

부 상속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 그림 4-2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비교 대상 코호트 중 가장 젊은

세대인 베이비붐 코호트의 경우 ‘주택을 전부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비율

이 나머지 코호트에 비해서 노후대책충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붐 코호트 중 노후자산이 ‘매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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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택을 전부 상속하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16.3%

로 ‘불충분’(36.5%), ‘보통’(40.1%), ‘충분’(44.2%)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감소하며,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72.7%로 다시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막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의 주택상속의향은 노후자산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 그림 4-2 : 코호트별 주택상속의향이 있는 응답자 비율22) > 

통제변수별로 살펴보면 배우자 유무, 주택유형, 거주 지역, 학력에 따

라 주택상속의향이 비교적 큰 차이가 나는 현상이 관찰되어 배우자가 없

거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고졸이하의 학

력을 갖는 경우 ‘주택을 전부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흥미롭게도,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주택상속의향은 가장 젊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거의 유사한 수준(남 38.4%, 여 39.3%)이나 오래된 코호트에

속하는 고령가구일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져 오래된 세대에 속하는

여성인 경우, 주택을 전부 물려주려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인 직업유무와 주택의 면적에 대

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2) 전체 응답자 중 주택을 전부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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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제변수 중 응답자 연령, log(주택인식가격), log(자산규모),

log(소득규모)의 기초통계량은 코호트별로 다음의 < 표 4-6 >과 같으며,

출생연도로 구분한 코호트별 연령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과 자

산규모 모두 각각의 표준편차는 유사한 수준이나 오래된 코호트에 속하

는 가구의 주택가격과 자산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표 4-6 : 연구문제2 기술통계량(통제변수) > 

구분 코호트 n Min. Mean Max. sd

연령

베이비
부머

’10년도 조사 - - - - -

’15년도 조사 195 60 60 60 0

’19년도 조사 781 60 62 64 1.44

해방
전후
산업화

’10년도 조사 577 60 63 65 1.73

’15년도 조사 1,593 61 65 70 2.83

’19년도 조사 1,038 65 69 74 2.76

일제
강점기

’10년도 조사 923 66 72 84 4.64

’15년도 조사 1,212 71 76 86 3.61

’19년도 조사 581 75 79 87 2.64

log(주택가격)

베이비부머 976 7.6 10.1 12.8 0.8

해방전후 산업화 3,208 6.2 9.9 12.8 0.8

일제강점기 2,716 6.2 9.5 12.6 0.9

전체 6,900 6.2 9.8 12.8 0.9

log(자산규모)

베이비부머 976 8.0 10.5 12.9 0.7

해방전후 산업화 3,208 7.4 10.2 13.8 0.8

일제강점기 2,716 6.8 9.9 13.1 0.9

전체 6,900 6.8 10.1 13.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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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를 위해 사용된 변수들은 주로 범주형 변수들

로, 범주형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스피어만 계수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는데,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과 +1에 가까울

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 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0에 가까울수록 상

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

가 매우 높아 0.8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Hair, Anderson, Tatham, Balck, 1988, 재인용)

(1) 연구문제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노후자산충분도과 자녀동거여부가 종속

변수인 주택연금 가입의향과 매우 약한 음의 상관관계(-0.085, -0.03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들 사이에서는 노후자산충분도와 자녀가

봉양하는지 여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0.156)를 자녀동거여부와 자녀

가 봉양하는지 여부는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0.066)가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은 종속변수인 주택연금 가입의향과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0.255)를 가지며,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

부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인 노후자산충분도, 자녀동거여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지 여부와는 모두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0.081, 0.059,

0.094)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타적 상속동기와

전략적 상속동기가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인식가격과 자산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0.831)를 갖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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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이후 분석에서는 자산규모를 제외하였다.

< 표 4-7 : 연구문제1 상관관계 분석 >

구분 1 2 3 4 5 6 7 8 9

1. 주택연금가입의향 1

2. 자녀를경제적으로부양 .02 1

3. 노후자산충분도 -.085*** .008 1

4. 자녀동거여부 -.037 .020 .013 1

5. 자녀가 봉양여부 -.024 .022 -.156*** .066** 1

6. 주택상속의향 -.255*** -.022 .081*** .059** .094*** 1

7. 연령대 -.131*** -.116*** -.032 .086*** .283*** .205*** 1

8. 성별 -.012 .032 .056** -.016 -.132*** -.053** -.013 1

9. 배우자 유무 .057** .028 .076*** -.074*** -.248*** -.098*** -.256*** .325*** 1

10. 직업유무 .058* .089*** -.042* -.062* -.355*** -.083*** -.453*** .118*** .249***

11. 주택인식가격 .133*** .046* .261*** .046* -.155*** -.172*** -.141*** .063** .186***

12. 향후주택가격예상 -.019 .041* .030 .008 -.036 -.017 -.066** .021 .028

13. 주택유형 .127*** .021 .043* -.005 -.015 -.173*** -.131*** -.018 .036

14. 주택면적 .023 .023 .225*** .040* -.144*** -.039 -.145*** .066** .167***

15. 자산규모 .074*** .061** .405*** .031 -.227*** -.090*** -.166*** .108*** .242***

16. 소득규모 .066*** .131*** .347*** -.022 -.356*** -.132*** -.527*** .197*** .412***

17. 거주지역 .197*** .004 .026 .028 -.044* -.174*** -.046* .012 .085***

18. 학력 .000 .025 .112*** -.031 -.083*** -.071*** -.153*** .160*** .114***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 직업유무 1

11. 주택인식가격 .026 1

12. 향후주택가격예상 .051* .225*** 1

13. 주택유형 -.046* .204*** -.063* 1

14. 주택면적 .046* .472*** .086*** .054** 1

15. 자산규모 .058** .831*** .186*** .153*** .464*** 1

16. 소득규모 .437*** .399*** .091*** .145*** .331*** .495*** 1

17. 거주지역 -.019 .587*** .191*** .143*** .113*** .440*** .166*** 1

18. 학력 -.011 .163*** .059* .151*** .150*** .186*** .258*** .053** 1

(참고)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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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종속변수인 주택상속의향과 매우 약한 음의 상관관계(-0.024)를 갖는데

반해, 또 다른 독립변수인 노후자산충분도과 주택상속의향과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0.086)를 가져 상관분석만을 놓고 보았을 때 자녀의 소득

이 낮거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이타적 상속동기가 강해진다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인 코호트는 종속변수인 주택상속의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0.191) 가져 오래된 세대에 속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상속의향이 강해

지는 모습을 일부 관찰할 수 있었고, 독립변수들과는 약한 음의 상관관

계(-0.089, -0.082)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연령

대와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0.809)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

선성의 문제로 인해 이후 분석에는 연령대를 제외하였다.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문제1에서와 마찬가지

로 주택인식가격과 자산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0.861)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이후

분석에서는 자산규모를 제외하였다.

< 표 4-8 : 연구문제2 상관관계 분석 > 

구분 1 2 3 4 5 6 7

1. 주택상속의향 1

2. 자녀를경제적으로부양여부 -.024* 1

3. 노후자산충분도 .086*** -.020 1

4. 코호트 .191*** -.089*** -.082*** 1

5. 연령대 .176*** -.129*** -.040*** .809*** 1

6. 성별 -.063*** .042*** .056*** -.009 -.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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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7. 배우자유무 -.104*** .043*** .086*** -.224*** -.247*** .353*** 1

8. 직업유무 -.095*** .106*** .001 -.391*** -.430*** .141*** .253***

9. 주택인식가격 -.168*** .051*** .305*** -.233*** -.157*** .063*** .182***

10. 주택유형 -.141*** .013 .028* -.103*** -.100*** .009 .044***

11. 주택면적 -.044*** .055*** .220*** -.135*** -.144*** .079*** .184***

12. 자산규모 -.108*** .061*** .446*** -.243*** -.169*** .103*** .241***

13. 거주지역 -.154*** .017 .072*** -.094*** -.074*** .003 .070***

14. 학력 -.072*** .038** .130*** -.090*** -.086*** .162*** .116***

구분 8 9 10 11 12 13 14

8. 직업유무 1

9. 주택인식가격 .008 1

10. 주택유형 -.075*** .224*** 1

11. 주택면적 .028* .462*** .055*** 1

12. 자산규모 .057*** .861*** .163*** .455*** 1

13. 거주지역 -.028* .619*** .155*** .144*** .502*** 1

14. 학력 -.041*** .209*** .143*** .147*** .226*** .091*** 1

(참고)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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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의 검정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의 검정에 앞서서 ‘제3장 제2절 2.주요변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대, 성별,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주택인식가격, 향후 주택가

격 예상, 주택유형, 주택면적, 소득규모, 거주지역, 학력 등의 요인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1. 부모-자녀 경제적 상황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부모가 스스로 느끼는 노후대책충분도의 2가지 요인

으로 조작화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주택연금 가입의향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 표 4-9 >과 같이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자산

충분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노후자산 충분도가 1씩 증가할 때

마다 주택연금 가입의향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의향에 비하여 회

귀계수 지수함수를 취한 오즈비 0.7배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자녀의 유대감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을 자녀와 동거하는지 여부와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지 여부의 2가지 요인으로 조작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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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주택연금 가입의향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 표 4-9 >과 같이 두 변수 모두 주택

연금 가입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9 : 부모자녀경제상황및유대감이주택연금가입의향에미치는영향> 

구분
모형1

EXP(B) Std.Error z value

상수항 0.039** 1.038 -3.115

독
립
변
수

부모자녀
경제상황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 1.117 0.216 0.509

노후자산충분도 0.715*** 0.071 -4.733

부모자녀
유대감

자녀와 동거여부 0.461 0.489 -1.586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지 여부 1.120 0.157 0.715

통제변수

연령대 0.785*** 0.056 -4.289

성별 0.940 0.116 -0.531

배우자유무 1.124 0.162 0.721

직업유무 1.111 0.158 0.659

주택인식가격 1.279* 0.107 2.290

향후주택가격예상 0.741** 0.094 -3.200

주택유형 1.594*** 0.113 4.124

주택면적 0.930 0.131 -0.549

소득규모 0.963 0.132 -0.289

거주지역 2.368*** 0.137 6.278

학력 0.777 0.192 -1.307

-2log L 2,137.026

Cox-Snell R2 0.078

Negelkerke R2 0.125

Hosmer & Lemeshow 12.572

(참고)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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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 가입의향 형성과정에서 주택상속의향의 역할

부모-자녀 경제적 상황 및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감과 주택연금 가입

의향과의 관계에서 주택상속의향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주택상

속의향과 부모-자녀 경제적 상황 및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감과의 상호

작용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0>으로 정리

하였다.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차례로 추가하여 조절변수

와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지와 회귀모형

의 설명력의 크기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을 통해서 조절효과가 존재하

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이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이므로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회귀모형은 유의하나 개별 변수들은 전체 설

명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김기영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중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노후자산충분도의 경우에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분석

하였다.

(1)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우선, 조절변수로서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 표 4-9 >의 모형1에 주택상속의향을 포함시켜

마찬가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 표 4-10

>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만 구성된 모형1에 비

하여 모형2는 조절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을 추가하였고, 모형2에 비하여

모형3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까지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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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주택상속의향은 모형2와 모형3 모두에서 주택연금 가입의향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쳐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주택상속의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택

연금 가입의향을 회귀계수를 지수함수로 변환시킨 오즈비 50% 수준으로

감소시켜,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통틀어서 그 영향

의 크기가 가장 커서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부모-자녀 경제상황과 주택연금 가입의향과의 관계에서 주택상속

의향의 조절효과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상황과 주택연금 가입의향과의 관계에서 주택

상속의향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상

황을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부모가 스스로 느끼

는 노후대책충분도의 2가지 요인으로 조작화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주택

상속의향을 조절변수로,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 표 4-10 >과 같이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택

상속의향과의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상속의향은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

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

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그 자체로도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노후자산충분도는 조절변수인 주택상속의

향과 결합한 상호작용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어 ‘주택상속의향은 노후자산이 충분한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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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2는 지지되었

다.

흥미로운 것은 노후자산충분도는 노후자산이 충분할수록, 그리고 주택

상속의향은 주택상속의향이 강해질수록 주택연금 가입의향은 낮아지는데

반해, 이 둘의 상호작용항은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증가시키는 정

(+)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택상속의향이 있더라도 노후자

산이 충분하여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고령가구일수록 은퇴 후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이러한 사실

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높이는데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모-자녀 유대감과 주택연금 가입의향과의 관계에서 주택상속의

향의 조절효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과 주택연금 가입의향과의 관계에서 주택

상속의향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

감을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지 여부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지 여부

의 2가지 요인으로 조작화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주택상속의향을 조절변

수로,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

호작용항을 생성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 표 4-10 >과 같이 독립변수 중 하나인 부모가 자녀와 동

거하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

을 뿐 아니라 주택상속의향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주택상속의향은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

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3은 지지

되지 못하였다.

나머지 독립변수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지 여부 역시 그 자체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택상속의향과 결합했을 경우에는 주택상속의향의 조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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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상속의

향은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연

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4는 일부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지 여부와 주택상속의향과의 상호

작용항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노후자산충분도와 주택상속의향 사이의 상

호작용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정(+)의 효과를 가진다.

이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주택상속의향이 있는 고령가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주택상속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자녀

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성향이 그렇지 않은 고령가구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4) 통제변수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편, 통제변수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식

하고 있는 보유주택의 가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는데 반하여, 가구주

의 연령이 높아지거나, 향후에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의향

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유선종 외(2005), 최은희(2006), 박근

수 외(2010)와는 같은 결과이며, 이달님 외(2015)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수령하게 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

의 연령이 높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이에 따라서 많

아지게 되는 구조임을 고려했을 때, 위의 결과로부터 주목할만한 것은 고

령가구들은 단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다고 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의향이 강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

다는 오히려 향후의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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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예상

만큼 오를 때까지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늦추거나, 주택연금이 아닌 다른

노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파트는 주택 시세 파악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

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경우에 비하여 주택 시세

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대한 안내가 용

이한 측면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비교적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

에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측면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 표 4-10 : 주택상속의향의 조절효과 > 

구분

모형2 모형3

EXP(B) Std.
Error EXP(B) Std.

Error VIF

상수항 0.078* 1.071 0.128 1.093 　

독
립
변
수

부모
자녀
경제
상황

자녀를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 1.121 0.221 1.179 0.314 2.077

노후자산충분도 0.763*** 0.072 0.662*** 0.094 2.182

부모
자녀
유대감

자녀와
동거여부 0.547 0.492 0.867 0.840 2.879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지 여부 1.209 0.159 0.818 0.230 2.701

조절변수 주택상속의향 0.538*** 0.067 0.504*** 0.079 1.442

통제변수

연령대 0.837** 0.058 0.838** 0.058 1.597

성별 0.894 0.119 0.887 0.119 1.145

배우자유무 1.102 0.165 1.114 0.16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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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p < 0.05, ** p < 0.01, *** p < 0.001

4. 주택상속의향 형성과정에서 동일출생 코호트의 역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이타적 동기를 형성하는 고령가구의 특성을

조작화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던 부모-자녀의 경제상황을 자녀를 경

구분

모형2 모형3

EXP(B) Std.
Error EXP(B) Std.

Error VIF

직업유무 1.131 0.161 1.154 0.161 1.628

주택인식가격 1.247* 0.110 1.237 0.110 2.240

향후주택가격예상 0.748** 0.096 0.751** 0.096 1.108

주택유형 1.446** 0.115 1.464** 0.116 1.068

주택면적 0.964 0.135 0.962 0.136 1.392

소득규모 0.960 0.135 0.955 0.136 2.361

거주지역 2.223*** 0.139 2.243*** 0.140 1.546

학력 0.757 0.195 0.758 0.195 1.124

상호

작용항

자녀를경제적으로
부양#주택상속의향 　 　 0.975 0.272 2.099

노후자산충분도
#주택상속의향 　 　 1.210* 0.075 1.948

자녀동거여부
#주택상속의향 　 0.676 0.627 2.878

자녀가봉양여부
#주택상속의향 　 1.527* 0.164 3.023

-2log L 2,048.410 2,036.820

Cox-Snell R2 0.111 0.115

Negelkerke R2 0.179 0.186

Hosmer & Lemeshow 16.933* 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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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노후자산충분도로, 부모-자녀와 유대감을

자녀와 동거하는지 여부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지 여부로 세분화하여

부모-자녀의 경제상황 중에서도 노후자산충분도만이 그 자체뿐만 아니

라 주택상속의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도 연령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연

금 가입의향이 감소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고령가구의 주택상속의향은

세대에 걸쳐 강화되는가 아니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오래된 세대냐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젊은 세대냐에 따라

주택상속의향이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다면 주택상속의향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주택연금 가입의향 역시 그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세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자녀에게 경제

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이타적 동기가 재산상속의향의 기반을 이루고 있

으며(노재현 등, 2017; 차경욱 등, 2018), 자녀가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는 부모자신과 자녀 사이에 느끼는

동일체감(노재현 등, 2017)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며, 결혼 중기를 지

나고 후기로 갈수록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선행연

구들(홍공숙 외 1995)에 의해 지지된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 경제적 상황과 주택상속의향과

의 관계에서 동일연도 출생 코호트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

을 위하여 동일연도 출생 코호트와 부모-자녀 경제적상황 사이의 상호

작용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주택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11>

로 정리하였다.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차례로 추가하여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

지와 회귀모형의 설명력의 크기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을 통해서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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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부모가 스스로 느끼는 노후대책충분도의 2가지 요인을 독립변수

로, 조절변수를 동일출생 코호트로, 종속변수를 주택상속의향으로 하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이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이므로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회귀모형은 유의하나 개별 변수들은 전체 설

명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김기영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중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노후자산충분도의 경우에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분석

하였다.

(1) 동일출생 코호트가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우선, 조절변수로서 동일출생 코호트가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서 고령가구 중에서도 더 오래된 세대에 속하는 집단이 가구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주택상속의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

하여 동일출생 코호트를 조절변수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이타적 동기를 강화하는 고령가구의 특성과 조절변수인 동일출생

코호트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마찬가지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 표 4-11 >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코호트는 고령가구 중 가장 최근 세대인 베이비붐 코호트을 시작으로

해방이후 산업화 코호트, 그리고 가장 오래된 코호트인 일제강점화 코호

트로 구성하였고 각각 0, 1, 2로 조작화하였다.

분석결과, 동일출생 코호트는 모형1와 모형2 모두에서 주택상속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오래된 세대에 속한 고령가구일수

록 주택상속의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대가 오래될수록 주택을 물려줄 의향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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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크기는 모형1에서는 1.5배, 모형2에서는 1.7배만큼 주택상속

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최근

세대에 속하는 고령가구일수록 이전 세대에 비해 주택상속의향이 희석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주택상속의향과의

관계에서 동일출생 코호트의 조절효과

다음으로는 이처럼 주택상속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코호트가 이타적 동기를 강화하는 고령가구의 부모-자녀 경제상황이

라는 특성과 상호작용할 경우, 주택상속의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부모-자녀 경제상황 중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는

< 표 4-11 >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동일출생 코호트의 조절효과

도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

로 부양하는지 여부는 최근에 비해 과거 코호트가 주택상속의향에 미치

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3) 노후대책이 충분한 정도와 주택상속의향과의 관계에서 동일출생

코호트의 조절효과

앞에서 주택상속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부모-자녀 경제상황 중 노후자산충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

표 4-11 >의 분석결과와 같이 동일출생 코호트와 결합한 동일출생 코호

트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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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어 ‘부모의 노후자산이 충분한지 여부는 최근에 비해 과거 코호트가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가설6도 지지되지 않았

다.

(4) 통제변수가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이 남성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 또는 거주지역이 수도권이거나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서 주택상속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문제1의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던 주택인식가격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주택상속의향에는 유의수

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크기는 회귀계수를 지수변환한 오즈비 0.76배만큼 주택상속의

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4-11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코호트의 조절효과 > 

구분
모형1 모형2

Estimate Std.
Error Estimate Std.

Error

독립변수
자녀를경제적으로부양 1.064 0.089 1.153 0.160

노후자산충분도 1.416*** 0.030 1.525*** 0.058

조절변수 코호트 1.502*** 0.039 1.779*** 0.116

통제변수

성별 0.844*** 0.052 0.844** 0.052

배우자유무 0.837** 0.065 0.837** 0.066

직업유무 0.852** 0.057 0.854** 0.058

주택인식가격 0.759*** 0.042 0.76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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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p < 0.05, ** p < 0.01, *** p < 0.001

참고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의 가설검정 결과를 <

표 4-12 >으로 정리하였다.

< 표 4-12 : 가설검정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1
주택상속의향은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지지하지

않음

2
주택상속의향은 노후자산이 충분한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지지함

3
주택상속의향은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지 여부와 상호작

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지지하지

않음

4
주택상속의향은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지 여부와 상

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일부

지지함

5
동일연령집단의 특성은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

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지지하지

않음

6
동일연령집단의 특성은 부모의 노후자산이 충분한지 여부와 상호

작용하여 주택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지지하지

않음

구분
모형1 모형2

Estimate Std.
Error Estimate Std.

Error

주택유형 0.678*** 0.049 0.677*** 0.049

주택면적 1.103 0.056 1.102 0.056

거주지역 0.773*** 0.062 0.774*** 0.062

학력 0.855 0.084 0.850 0.084

상호
작용항

자녀를경제적으로부양
#코호트 　 　 0.927 0.130

노후자산충분도
#코호트 　 　 0.942 0.040

Threshold (0->1) 0.053*** 0.379 0.067*** 0.408

Threshold (1->2) 0.135*** 0.378 0.17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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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령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택

상속의향이 갖는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주택연금의 상품

성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가구의 주택연금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1은 “이타적 상속동기를 형성하는 고령가구의 특성은 주택상

속의향과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가 전략적 상속동기의 경우와 동일한가?”이고 연구문제2는 “고령가

구의 주택상속의향은 세대에 걸쳐 강화되는가 아니면 일정수준을 유지하

는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택연금 수요실태조

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문제1에서는 부모-자녀 경제상

황과 부모-자녀 유대감을 독립변수로, 주택상속의향을 조절변수로, 주택

연금 가입의향을 종속변수로 정하고, 연구문제2에서는 부모-자녀 경제상

황을 독립변수로, 동일출생 코호트를 조절변수로, 주택상속의향을 종속변

수로 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기본적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가구가 스스로 노후자산이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주택상속

의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고령가구의 특성들은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낮

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 두 가지 특성을 결합하였을 때,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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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택연금 가입의

향을 높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한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지 여부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주택상속의향과 결합하였을 때는 주택연

금 가입의향을 높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 주택상

속의향이 일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주택상속의향은 노후자산이 충분한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택상속

의향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지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의

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오래된 세대에 속하는 고령가구일수록 주택상속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비붐 코호트에서 해방이후 산업화 코호트를

거쳐 일제강점기 코호트로 세대가 오래될수록 주택을 물려주려는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문제 1에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갖는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낮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였

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가입 시 매달 수령하는 주택연

금 월지급금이 커지는 주택연금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가입의향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높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문제 2에서 주택상속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이 남성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직업이 있거나, 거주지역

이 수도권이거나, 주택유형이 아파트이거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택상속의향을 낮추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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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의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살펴보

지 않았던 조절변수로서의 주택상속의향의 기능을 유산상속동기이론의

두가지 주요 상속동기인 이타적 상속동기와 전략적 상속동기를 이루는

고령가구의 특성과 함께 살펴 보았다. 또한,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주택

연금 수요실태조사가 패널조사가 아니라는 단점을 세 개 조사연도의 자

료를 기초로 하여 출생 코호트를 구성하여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코호트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

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주택상속의향이 있더라도 노후자산이 충분하다

고 느끼거나 자녀의 경제적 봉양을 받고 있는 고령가구들은 그렇지 않은

고령가구들보다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높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

며, 이는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

(김신우, 2016; 전희주, 2019)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노후자산이 충분하거나 자녀로부터 경

제적 봉양을 받고 있는 고령가구들은 주택상속의향이 있더라도 주택연금

에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상속의향이 있는 고령가구의 경우라도, 노후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싶어하며, 자녀로

부터 경제적인 봉양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자녀로

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자녀

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고령가구들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상속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한도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 주택연금 지급금액을 결

정하고 가입자 사망 후에도 자녀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보해주는 식으로

상품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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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오래된 세대

에 속하는 고령가구일수록 주택상속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비교적 젊은 최근 세대에 속하는 고령가구가 갖는 주택상속의향은

이전 세대가 가진 주택상속의향에 비해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

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비교적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

금 공급확대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급확대 전략은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주

택연금의 월 수령금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

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이며, 주택가격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산출하

여 이를 가입자의 잔여 수명동안 나누어서 연금형식으로 생활비를 대출

해주는 주택연금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금의 지속적인 안정성 측면에

서 이와 다른 방식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

지만, 기금이 감내가능한 수준 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 범위를 찾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낮은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지급금액을 증액

하거나 가입 초기에 월 수령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등 기금의 안정성과 공급확대 전략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택연금의 공급의 활성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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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에서 주택상속의향이 갖는 조절효과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상속’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의 기초자료인 주택연

금 수요실태조사 중에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조작화한 것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택

상속의향에서의 상속은 증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상속이 아니라 단

순히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가구에게 상속과 증여는 의

미하는 바가 크게 다르다. 상속은 증여는 모두 재산을 자녀에게로 이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은 사망 후에, 증여는 사망 전에 이루어진

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령가구를 대상으

로 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겠는가’라는 질문과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속과 증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매우 다른 응답결

과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의향에도 다

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타적 상속동기를 부모

-자녀 경제상황으로, 전략적 상속동기를 부모-자녀 유대감으로 각각 조

작화하여 조절변수와 함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 아쉽게도 과거 설문문항의 부재로 인하여 부모-자녀 유대감을 조작

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연구문제1은 선행연구의

두 가지 상속동기인 이타적 상속동기와 전략적 상속동기를 모두 조작화

하였으나 횡단적 연구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문제2는 출생

코호트를 반영하여 종단적 연구는 일부 가능했으나 전략적 상속동기를

조작화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출생 코호트에 따른 주택상속의향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코호트 내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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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살펴보지 못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란 종속변수의 범주를 0 또는 1로 구분

하여, 특정한 이벤트를 1로 보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발생

할 확률인 오즈(odds)를 연구모형에 따라 추정하는 분석기법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주택연금을 이용

하겠다‘ 또는 ’주택연금을 반드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로 하

였고 이외의 경우는 모두 0으로 하여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 ’주

택연금을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

0으로 조작화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것이 반드시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

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주택연금에 가입의향이 있지만 망설이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주

택연금에 가입의향이 없지만 나중에는 가입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면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들의 극복을 통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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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ousing

Inheritance on Housing Pension

join of Older Households

Nam, Hyun Seo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studies related to the intention to inherit housing mainly have

dealt with what factors affect the intention to inherit the housing as

a dependent variable, or whether the intention to inherit the housing

as an explanatory variable affects the formation of the intention to

join the housing pension along with other factors.

In this study, the function of housing inheritance intention as a

modulating variable that was not examined in the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intention to join the housing pension is analyz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eholds that constitute the two main

inheritance motivations of the inheritance motivation theory, altruistic

and strategic inheritance motivation. In addition to that, this study

also confirmed the effect of each cohort on the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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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ntion to inherit the house, composing of a cohort of the same

age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m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tatistical verific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case of feeling that the retired assets are sufficient or receiving

the economic support from the child, the case of having the will to

inherit the house by interacting with the willingness to inherit the

housing, which is a controlling variable, is more than that of the case

where it is not.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intention to join housing pension.

This means that even if there is a willingness to inherit a house,

elderly households who feel they have enough retirement assets or

are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are more willing to

join the housing pension than those who do not.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elderly households with sufficient

retirement assets or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have a willingness to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by enrolling

in a housing pension and a tendency to reduce the burden on their

children even if they have a willingness to inherit housing. Therefore,

for elderly households with these characteristic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housing pension payments based on loan

limit excluding the amount of housing inheritance when enrolling in a

houing penstion by means of securing the share of the child after the

subsriver’s death. It’s worth being reviewed.

Second, another fact that can be seen through empirical analysis is

that the more elderly households belonging to the older generation,

the higher their willingness to inherit the house.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willingness to inherit the housing of the elderly

households belonging to the recent relatively younger generation is



- 78 -

much diluted compared to that of the previous generation.

Considering these facts, it can be inferred that a strategy to expand

the supply of housing pensions for the relatively younger generation

can be effective. The current housing pension's monthly payment is a

structure that, if the housing price is the same, the older the housing

pension subscriber's age, the higher the amount received. However,

by minimizing the difference in monthly housing pension amount by

age, the supply of housing annuities is provided by implementing

aggressive policies that give incentives such as increasing the amount

of housing pension payments to an acceptable level or calculating a

high monthly payment amount at the beginning of enrollment. You

can examine the activation of the supply of housing pensions by

promoting aggressive policies.

keywords : JooTaekYeonKeum(JTYK), reverse mortgage,

housing inheritance

Student Number : 2020-2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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