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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완화하는 소득원천은 사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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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었으며, 사적이전과 공적연금의 역할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연금의 소

득안정화기능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기능은 노

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

득안정화 기능,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적인 심리적 편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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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OECD(2013:165)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0년 현재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7.2%로 그 다음 순위인 호주의 35.5%나 OECD 평균인 12.8%

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전반적인 건강증

진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급증은 이미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획득의 기회는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1

차 직업(primary job)에서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 실업문제가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고령 구직자 대부분의 구직동기가 생활

비 마련이라는 설문조사 결과(통계청, 2013)1)는 노인세대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급박한 문제

임을 말해준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공적연금에 대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국민(노령)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구

성된 공적연금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함께 대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

여수준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으로, 특히 고령으로 인해 1차적 소득활동인 근로 및 사업으로

부터 은퇴한 노인세대의 생활상의 위험을 제어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그 동안의 공적연금과 관련한 논의의 대부분은 연금급여의 보장수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는 연금수급을 통해 빈곤탈피 또는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이

슈이지만 공적연금의 또 다른 순기능인 소득안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소득변동이 빈번하거나 그 폭이 큰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저하되고 유동성 

제약은 강화되며, 이에 기반을 둔 소비활동에의 위험(risks) 역시 증가하고 따라서 복지(후생)

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Hacker & Jacobs, 2008b:1-2; Gosselin & 

Zimmerman, 2008:3-4),2) 이러한 소득변동이 노인가구에 발생하는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

해진다. 이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이 개입하게 되면 소득의 예측가능성은 제고

1) 통계청(2013)에 따르면, 2013년 고령층(55세∼79세) 중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9%이며, 
이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물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소득상승이 예상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이나 고학력 소지자

에게는 소득불안정성이 꼭 복지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소득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

거나 상실하는 노인가구에 있어서 소득불안정성은 결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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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비활동의 가능성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해당 가구

의 비연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또는 연금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라

면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기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가구에 대

한 공적연금의 복지(후생)적 측면의 효과는 비연금소득에 더해 추가된 연금소득으로 인한 

빈곤완화나 재분배 제고라는 비교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함께 추가된 연금소득으로 인한 노

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 완화라는 시계열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들이 

전자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후자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노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소득원천들의 구성과 조합,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소득안정성에 대한 

다른 소득원천과의 차별적인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적연금의 안정적 소득보장에 대한 고려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소득변동의 수준과 빈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면 저축이나 신용대출 또

는 사적보험 등을 이용하여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합

리적 선택이다. 만약 그러한 변동이 심각하거나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복지(후생)수준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소비수준을 줄일 것이다. 하지만 소득변동의 수준과 빈

도를 예상하기 곤란한 경우 즉, 소득불안정성이 야기된다면 유동성 제약은 실제 이상으로 

다가오게 되고 미래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은 결국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소비

수준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대폭적이거나 필요이상의 소비감축과 복지(후생)감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약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젊은 층보다는 노

인층에 있어서 보다 빈번해지거나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창출이나 소비감축의 여지가 훨씬 협소하기 때문이다. 보다 안정적인 소득원

천의 확보가 이들 집단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안정화 기능이 공적연금제도(넓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정책목

표 중 하나라는 문제의식 하에 다음의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3) 먼저 우리사회 

노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특히 이 과

정에서 1차 소득(근로, 재산, 사업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소득원천인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소득안정화 역할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

적연금제도가 수급측면에서 아직 미성숙 단계이고,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정도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양 소득원이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기능을 상호 비교해 봄으

3) 물론 그 동안의 연구에서 소득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부족했던 이유로는 무엇보다 소득안정성 

자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구나 개인단위의 패널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안정성은 개인이나 가구 등 기본 분석단위의 소득측면에서의 시계

열적 역동성을 통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사회의 소득안정성에 대한 연구들 대

부분이 20년∼30년 분석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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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측정된 소득불안정 수준과 노인들의 주관적 후생수준으로서의 삶의 

만족도4)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소득수준과 주관적 후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5) 소득불안정성과 개인의 주관적 후생 간의 관계는 최근 들

어 소수의 연구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Osberg & Sharpe, 2002; Morissette & Ostrovsky, 

2005). 특히 물리적인 소득증가와 구별되는 소득안정성 경험의 주관적 후생에 대한 심리적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들며, 특히 노인가구에 대한 사적이전과 공적연금의 차별

화된 소득안정화 기능을 살펴본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기존의 1차 소득과 사적이전에 

더해 공적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증가와 소득안정성 제고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득안정성 

제고 자체가 소득증가와는 독립적으로 주관적 후생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공적연

금의 또 다른 순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공적연금과 소득안정성

1. 소득(불)안정성

일반적으로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 or income volatility)은6) 일정기간동안의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증감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변동(income fluctuation)의 정도(폭)와 양태를 의

미한다. 물론 그 정도와 양태에 대한 판단은 공간적･시간적 제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소득변동의 폭이 크거나 빈번하다면 이에 기초한 소비와 후

생(well-being)은 실제 소득수준에 비해 더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득동태성

(income dynamics)을 이해하는데 중시되는 개념이다. 

소득불안정성은 시계열적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한 사회내의 횡단면적 소득분

포상의 상대적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과는 구별되며(Gottschalk & 

Moffitt, 2009:5-6), 한 사회내의 가구 혹은 개인의 상대적 소득분포상의 위치변화를 의미하는 

4) 주관적 후생(subjective well-being)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의 논의는 변

수의 측정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5) 소득과 주관적 후생(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Easterlin(1974)의 연구 이후 Happiness Economics라
는 이름으로 크게 성장해 오고 있다. 

6) 소득안정성은 일반적으로 소득불안정성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득불안정

성(income instability or income volatility)을 중심으로 측정 및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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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과도 구별(Fields, 2000:102-103)된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동안 동

일한 소득(분위)이동을 경험하는 가구(개인)들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소득지위로의 이동과정

은 가구(개인)에 따라 안정적일수도 있고 불안정적일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때 안정적이라 

함은 그 변동과정이 단조적･지속적임을 의미하는 반면 불안정적이라 함은 반복적･일시적임

을 의미한다.7) 

그 동안의 소득불안정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가구(개인)가 경험하는 소득불안정성을 측정

하고 계량화하는 데 집중되어왔다. 특히 Moffitt et al.(1995:1-2)의 연구에서 가구(개인) 소득

의 변화를 영구적(permanent)인 부분과 일시적(transitory)인 부분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사회

내의 고착화된 소득불평등정도의 측정기준으로, 후자를 사회구성원이 겪고 있는 소득불안정

성정도의 측정기준으로 제시한 이후, 소득불평등 정도와 구별되는 소득불안정성 수준을 측

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Hacker & Jacobs(2008a)는 미국 내 가구소득의 

불안정성이 지난 30여년(1969∼2004)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연령층에 있어

서 50%이상의 급격한 소득변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1970년대 4%에서 2000년대에는 10%

로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다.8) 

이처럼 소득불안정성 정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그 양태를 분석하려는 의도는 한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성이 거시적 수준에서는 그 사회의 현재 혹은 

미래의 경제적 안전성(economic security)에 대한 신호역할을 하고, 미시적 수준에서는 개별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내재된 경제적 위험성(economic risk)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가구나 개

인의 후생(welfare or well-being)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Hacker & 

Jacobs, 2008b:1-2; Gosselin & Zimmerman 2008:3-4; Gottshalk and Moffitt, 2009:22). 

실제 소득불안정성과 가구(개인)의 후생(welfare)수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가구

내 소비행태(Browning & Lusardi, 1996; Dynarski & Gruber, 1997), 저축행태(Caballero, 1991; 

Irvine & Wang, 1994, 2001; Huggett, 2004), 가구의 출산행태(Wu, 1996), 그리고 가구원의 노

7) 소득의 동태성을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영구적(항상) 소득(permanent income)과 불안정성을 특징으

로 하는 일시적 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방식은 Friedman(1957)에 기인한다. 그
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비활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8) 미국사회의 소득불안정성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분석대상과 단위에 따라 남성가구

주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연구(Gottschalk & Moffitt,1994; Cameron & Tracy, 1998; Haider, 2001; 
Keys, 2006; Shin & Solon, 2011), 가구 내 배우자(여성)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분석(Dynan, Elmendorf, 
& Sichel,2008), 전체 개인 소득을 대상으로 한 분석(Comin, Groshen, & Rabin, 2006; Gosselin & 
Zimmerman, 2008), 전체 가구 소득을 대상으로 한 분석(Batchelder, 2003; Hertz,2006; Bania and Leete, 
2007 ; Dynan, Elmendorf, & Sichel,200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소비활동의 공유정도

나 그 의미 및 가용한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분석결과

와 방법론은 Hacker & Jacobs(2008b:16-30)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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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급변화(Pistaferri, 2003)와 같은 다양한 삶의 차원들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불안정성이 삶의 다양한 영역 내에서 가구나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행태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Morissette & Ostrovsky (2005:274-275), Osberg 

& Sharpe (2002:293-294)이 지적하는 바를 종합해보면, 결국 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은 가구 가

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의 예상치 못한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위험회피적(risk-aversion)

인 개인과 가구들에게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economic uncertainty)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정부이전, 조세감면 더 나아가 사적이전(보험)과 

같은 정책수단이 부재할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소득변동은 궁극적으로 후생수준의 감소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2.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기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가구(개인)의 후생수준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이론적･실증적 논의는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의 주요 

근거가 된다. 물론 다양한 사회보장정책들이 사회구성원의 소득불안정성 완화라는 점을 명

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은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국민(노령)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

교교직원 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들의 1차적 목표는 정책대상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보장법에 기초를 둔 다양한 사회보장정책들이 소득안정성만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홍경준(2003:323-324)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보장정책은 

빈곤완화와 소득안정화 목표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9) 그 중 공

적연금제도의 경우 소득안정화 목표는 다른 사회보장정책들에 비해 보다 1차적이고 직접적

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에 대

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통한 빈곤탈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로서 국민(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을 통한 보편적인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10) 즉, 공적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발생한 노령, 장애, 사망, 퇴직

9) 홍경준(2003:323)에 따르면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완화목표와 소득안정화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그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38년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와 1942
년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개념은 수직적 배분의 효과를 강조하는 빈

곤완화 목표를 강조하는 반면, 독일의 노동보험과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주도된 필라델피

아 선언의 경우 수평적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소득안정화 목표를 보다 중시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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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적 소

득수준의 형성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소득안정성 확보는 

공적연금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11) 

출처: 정경희(2009:10) 수정･보완

<그림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하지만 그동안의 관련연구 대부분은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보다는 이로 인한 노인

가구12)의 빈곤완화효과와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에 주목하여 왔다. 예를 들어, 빈

곤완화 측면에서 김수완･조유미(2006)는 노인가구들의 소득원천에 따른 빈곤완화효과의 비

교를 통해 근로･재산소득에 비해 공적연금소득이 빈곤완화효과가 높음을 보이고 있으며, 석

재은(2010)의 경우 2008년 이후 본격화된 노령연금의 수급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같

10)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은 제 1장 제 1조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국민연금법의 경우에도 

제1장 제1조에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

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1)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

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군인연금법 역시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

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

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공적연금은 수급은 가입시기와 연령에 따라 60세∼65세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의 노인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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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적연금정책의 변화가 노인집단의 빈곤완화 정도(빈곤율 10.2% 감소)에 있어서 소득계

층별로 차별화 할 수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13) 한편, 손병돈(2009)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한국사회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을 Lerman & Yitzhaki(1994)의 요인분해방식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분석결과 노인소득불평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이고,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이전에 

형성된 기회구조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4) 

연령기준 
(2005년기준, 가구주)

1차소득 사적이전 사회보험 기초보장 기초노령 공적이전

56-60세 45.49 24.13 16.36 8.45 2.83 2.74

61-65세 35.89 31.65 14.46 6.10 8.66 3.24

66-70세 29.07 38.86 11.06 6.80 11.01 3.21

71-75세 18.29 48.53 10.23 5.63 12.74 4.59

76-80세 11.77 55.17 6.21 7.16 14.80 4.89

81세 이상 10.27 54.41 1.37 11.61 17.33 5.00

평균(%) 27.47 40.06 11.32 6.78 10.66 3.71

주1) 표에 제시된 값은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56세이상 가구)에 대한 통계량임.

<표 1> 2005년 기준 56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소득구성 (%) 

이와는 달리 공적연금제도의 효과를 소득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우

리사회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이 2008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노령연금 수

급자의 약 75%가 월 수급액이 4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미성숙 단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자 한다.15) 이는 노인가구 소득의 상당수가 여전히 1차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13) 빈곤율(poverty rate) 경감효과면에서는 최저생계비의 100-150% 소득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빈
곤갭(poverty gap) 경감효과면에서는 최저생계비 200-300%의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음을 보이고 있다.

14) 현행 공적연금 구조는 연금수급 이전의 기여정도에 따라 급여액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게 설계되어 

있으며, 홍백의(2005)에서 볼 수 있듯이 수급자의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과 경제적 상태

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현행 공적연금 급여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시

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5)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기준 월평균 수급액 및 수급자수

수급액(만원) ~10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이상

수급자(명) 75,977 995,256 678,704 365,323 199,215 136,837 99,117 72,928 51,094 34,700 39,304

(%) 2.76 36.21 24.69 13.29 7.25 4.98 3.61 2.65 1.86 1.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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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적이전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16) 이러한 1차 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성격상 그 자체에 불안정성(instability)과 휘발성(volatility)을 내재하고 있어 이들의 규

모와 배합, 그리고 그 안정성 정도에 따라 공적연금의 노인가구(개인) 후생에 대한 효과는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홍경준(2003)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데, 그는 

McManus & DiPrete(2000:406-408)의 분류에 따라 가족･국가･공동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결합구조가 다름을 강조하면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소득의 소득안정성 확보 정도

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안정성은 가구구성에 따라 달랐으며, 사

적 이전은 주로 저소득계층에게, 공적이전은 전체 사회집단 대부분에서 소득안정성의 확보

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연구가 공적이전 소득의 소득안정화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공적이전에 정부보조금, 공공부조, 공적연금 등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빈곤완화와 소득안정화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제도들이 궁

극적으로 국민들의 후생증진을 의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계를 갖고 있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공적연금이 갖는 수급자(가구)의 주관적 후생(효능

감)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수급이 개

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금현섭･백승주, 2011), 국민연금의 수급이 고령자의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권혁창, 201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김대환 외, 2011) 등이 대표적이다.17)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공적연금의 소득

안정화 기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16) 실제로 <표 1>과 분석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인가구의 연령(가구주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 소득 중 사전이전 소득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7) 권혁창(2011)과 김대환 외(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수급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수급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의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보험 

수급자들의 은퇴나 소득상실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측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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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가구소득안정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패널은 소득계층, 경

제활동상태, 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5년(설문내용기준)부터 연단위로 수집되는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가 공적연금의 수급과 

가구소득안정성에 주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먼저 기

본적으로 공적연금의 수급 시점이 공적연금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분

석대상을 가구주 연령이 2005년 기준 (만) 56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18) 또한 소득안

정성을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19) 가구주의 연령을 56세 이상으로 제한하더

라도, 다른 가구원들(예를 들어 자녀소득)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합산되어 노인들만의 독립적

인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노인가구만의 소득안정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이면서, 가구원의 평균연령이 56세 이상인 가구만을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소득안정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시계열적 소득정보가 필요하기 때

문에 2011년 기준으로 지난 7년간 지속적인 응답이 이루어진 1,921가구(가구원수 3,015명)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구수 7년 연속 응답한 1,921 가구

가구원수(명) 3,038 3,063 3,057 3,081 3,078 3,056 3,015

<표 2> 분석대상

18)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공적연금수급자중 80.75%(9,327,086명)가 노령연금을 수급

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자중 70∼79세가 26.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5∼59
세도 5.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본 연구에서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사용한 이유는 복지패널의 소득조사가 소득원천에 따라 서

로 다른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혹은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개인별로 

측정되는 데 반해, 사적이전소득이나 금융소득의 경우 가구단위로만 측정되고 있다. 물론 가구소득의 

경우 개인소득에 비해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원천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특정 가구원의 소득감소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구원의 구성 또는 그 변화에 따라 소득규모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구소득을 

분석단위로 활용하는 경우 가구원의 규모에 따른 보정(scale adjustment)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

떤 보정방식을 택하는지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된다. 한편,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이용

하는 경우 개별 소득원천이 갖는 불안정성을 상호 보완하여 전체 소득에서의 불안정성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과대추정에 비해 긍정적인 점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견해이다

(Gittleman & Joyce, 1999; Dynan, Elmendorf & Sichel, 2008; Gosselin & Zimmerman, 2008; Hacker & 
Jacobs,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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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적연금 수급(경험)가구는 

가구원 중 국민(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 연금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경우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1차적으로 공적연금이 가구소득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기 때문에 7년 중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수급한 

경우만을 수급가구로 구분하였고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과 같이 1∼2회만 수급한 경우

는 비수급가구로 분리하였다. 공적연금의 계속수급여부에 따른 가구 구분은 <표 3>과 같다. 

공적연금 수급가구 구분 계속수급 중간수급 미수급

가구수(%) 
(총 1,921가구)

571 (29.72%) 223 (11.61%) 1,127 (58.67%)

주1) 계속수급가구: 7년 연속으로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간수급가구: 7년중 일정시점부터 공적연금을 계속 수급하고 있는 가구

<표 3> 공적연금 수급 가구 구분 

반면 가구의 소득안정성 정도는 7년간의 가구소득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하

였다.20) 그동안 가구 혹은 개인수준에서의 소득(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일부 제시되

었는데, 대표적으로 Moffitt & Gottschalk (1995)은 대표성 있는 표본자료를 통해 다양한 인

구통계학적 변수(특히, 연령)를 이용한 생애소득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추

정된 연령에 따른 기대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이의 크기(분산)를 소득불안정성 지표로 사용

하고 있다. 반면, McManus & Diprete (2000)와 홍경준(2003)은 각 가구의 일정기간 소득변동

에 대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를 소득불안정성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준거소득(reference income)을 추정함으로써 소득안정성을 

영구적(permanent)인 부분과 일시적(transitory)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애소득함수의 추정은 분석 자료와 추정모형의 견고성(robust)에 크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

다. 또한 후자의 경우 추정모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비교

적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변이계수 자체가 분석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구(개인)의 생

애과정상의 이상치(outliers)나 극단적 관측치(extreme values)에 매우 민감하게 변할 뿐만 아니

라 계수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변화율을 측정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분석기간 동안의 가구소득에 

20) 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 또는 휘발성(income volatility)이라는 개념은 주로 재무(finance)관련 연구

들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시장가격 변화의 분산(variance)값으로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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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구별 지니계수를 측정하여 소득불안정성 정도로 사용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수

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이지만 그 성격을 살펴보면 자료 내 모든 개별 관측치 간의 차이

에 대한 평균화 지수로서 전체 평균에 대한 개별관측치의 차이에 대한 평균화 지수인 분산

(variance)과 구별되지만 기본적으로 분산정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더욱이 [0,1]의 상하한

선을 갖고 있어 상대적 차이를 절대화하여 측정하고 비교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된다

(Kum, 2010)

본 연구에서의 적용 역시 이러한 고려에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 <그림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한 가구의 시계열적 소득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왼쪽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1)만 고려했을 경우(예를 들어 근로, 사업, 재산소득)에는 소득이 급격히 변동하는 반면 

소득(1)과 다른 부가적 소득원천을 함께 고려한 소득(2)의 경우(예를 들어, 소득(1)+공적이전, 

사적이전, 연금) 상대적으로 소득변동이 작고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소득(1) 에 

대한 지니계수는 0.63788인데 반해 소득(2)에 대한 지니계수는 0.10834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그림 오른쪽의 로렌쯔 곡선(Lorenz curve)의 변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1)에 

부가된 각종 이전 및 연금과 같은 소득원천에 의해 해당 가구의 소득변동이 상당부분 안정

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소득원천별 소득안정화 정도는 각 가구(i)에서 해당 소득

원천이 없을 때(B:Before) 측정된 지니계수 대비 해당 소득원천이 포함된(A:After) 경우의 지

니계수의 변동률(%)을21)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소득안정화기능  









 

 




×

소득변화(7년) 지니계수 변화 (7년)

<그림 2> 소득원천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

21) 지니계수의 성격이 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동률보다는 차이(difference)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하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substantial) 측면에서는 양자 간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리어 변동률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 변동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장

점이 있어 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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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의 주관적 후생정도를 대변하는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가구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물론 주관적 후생이 다차원적 개념

(multi-dimensional concept)이라는 점(Diener et. al, 2003:191-192)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라

는 단일문항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후생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몇 가지 지표로서 주관적 후생을 측정하

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일지표이다(Veenhoven, 1996:2-3 ; Easterlin, 2001, 2003).22) 특히 Frey & Stutzer(2002)등은 

주관적 후생의 측정(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떤 측정지표

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실익은 연구목적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심리학 등에서는 매우 

세분화된 조사방법이 우월하겠지만, 경제학･사회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단순한 질문과 제한

된 스케일(scale)을 사용하는 것이 도리어 잘 부합한다고 보면서 “삶의 만족도”와 같은 단일

지표 사용의 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치를 주관적 후생정도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관적 후생함수(subjective well-being func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동태학적 변수들로서는(Clark & Oswald, 1996; Clark, 2003a; Ferrer-i Carbonell, 2005; Posel & 

Casale, 2011), 연령(Blachflower & Oswald, 2008), 실업(경제활동상태)(Lucas et al, 2004), 결혼

(혼인상태)(Clark et al, 2008)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3. 분석모형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 정도를 앞서 언급한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고, 동시에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안정화정도를 지니계수의 변동률로 측정하되,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안정화기

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안정화 정도는 가구소득을 어떤 소득

원천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정도를 측

정하는 경우, 소득구성이 (1차 소득)에서 (1차 소득+공적연금소득)으로의 변화인지, (1차 소

득+공적이전)에서 (1차 소득+공적이전+공적연금)으로의 변화인지에 따라 공적연금의 소득안

22) 물론 이는 일부 선행연구(Diener et al, 1999)에서 주관적 후생을 “가치나 의미, 혹은 사회적 순기능 등

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주관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로서 정의하거

나, “현재 상태를 넘어서는 생애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whole life sat-
isfaction)”으로 정의(Summer, 1999)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험적 측정(empirical meas-
urement)의 용이성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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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특정 기준에 따른 측정보다

는 다양한 소득구성방식에 따른 소득원천별 소득안정성 정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둘째, 각 소득원천(공적연금과 사적이전)의 소득안정화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Morissette & Ostrovsky,2005; 

Osberg & Sharpe, 2002)를 통해서 소득불안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주장되어온바, 이러한 관계가 우리사회의 노년가구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기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적

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소득 모두 가구소득을 증가시키

거나 또는 소득불안정성을 줄여줄 수 있는 소득원천이기는 하지만,23) 전자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소득원천임에 반해, 후자의 경우 가족을 통해 충당되는 소득원천이라는 

점에서 불안정성과 휘발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전에 따른 이전주체 가족들

의 후생감소를 수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24)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소득에 내재된 

이러한 차별적인 성격에 따라 동일한 소득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들이라 할지라도, 

공적연금의 수급을 통한 소득안정화 기능은 삶의 만족도 수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 

반면, 사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안정화 기능은 삶의 만족도 수준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먼저 가구별 소

득불안정성이 분석기간(7년)동안 한번만 측정되기 때문에 종속변수 역시 특정시점의 삶의 

만족도 수준(5점 척도)을 사용하기 보다는 개별 가구주의 7년 동안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사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역시 7년 동안의 상태 변

화를 개인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의 대상은 가구주이지만, 소득원천별 소득안

정화 정도는 가구소득으로 측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모형에 가구수준의 변수(가구형태, 

가구소득증가율)가 포함되어있고 이러한 경우 개인수준의 변수들의 표준오차가 과소추정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Cluster-robust 표준오차를 이용한 추정을 실시하였다(Cameron & Trivedi, 

2009:84-85). <표 4>는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과 기술통계량이다. 

23) 물론 양 소득원천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첫 번째 분석을 통해 제시될 것이다. 

24)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소득원천의 속성은 사회복지의 구조상 국가의 역할

(공적연금)과 가족의 역할(사적이전)로 대변되기도 한다.(홍경준,2003; McManus & DiPret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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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요소 측정내용 측정방법
2011년도 평균

(표준편차)

공적연금수급 공적연금수급경험 공적연금수급(계속,중간수급=1)
0.4133
(0.4925)

소득안정성 가구소득안정성 7년간 가구소득지니계수
0.1615
(0.078)

주관적후생 삶의 만족도 (1) 매우불만족 ↔ (5) 매우만족
3.3456
(0.6876)

개인특성

연령 현재 만 나이
70.42
(12.14)

교육 (1) 미취학 ↔ (8) 박사
3.46
(1.37)

결혼여부
(0) 미혼 (1) 결혼
상태변화 (배우자 있음→배우자 없음)

0.58
(0.49)

건강상태
(0) 장애 없음 (1) 장애 있음
상태변화 (장애 없음→장애 있음)

0.09
(0.28)

주관적 건강상태 (1) 매우불만족 ↔ (5) 매우만족
2.65
(0.95)

경력 현 직장 근속개월수
113.35
(215.4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실
업,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가변수로 사용
상태변화 (근로→비근로)

비경제활동
(61.56%)

거주지역규모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 복합군으로 구분하여 
가변수로 사용

군지역
(36.29%)

가구특성
가구유형(1) 단독가구(=1)

단독가구
(49.45%)

가구유형(2)
기초생활수급가구(=1)
상태변화 (일반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
(14.52%)

<표 4> 주요변수의 측정 및 기술통계

Ⅳ. 분석결과

1. 소득원천구성에 따른 노인 가구의 소득안정성 정도

2005년도 기준 56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에 따른 소득안정성 정도와 각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안정성의 변동정도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

소득으로 구성된 1차 소득만으로 측정된 분석기간(7년) 동안의 소득불안정성(지니계수)은 가

구 평균 0.431으로, 다른 모든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의 지니계수 0.162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차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원천들이 가구 소득의 불안정성을 상

당부분 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차 소득만으로 측정된 소득불안정성 0.4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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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1차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의 합으로 측정된 소득불안정은 0.242, 1차 소득과 공적연금

의 합으로 측정된 소득불안정성은 0.363, 그리고 1차 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측정된 

소득불안정성은 0.278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이 모두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기능이 월등히 우월하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표 5>의 하단에 제시된 소득안정성의 변동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1차 소득에 공적연금소득이 부가되는 경우 소득불안정성은 14.52% 감소하고, 공적이전

이 부가되는 경우 소득불안정성은 25.32% 감소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부가될 경우 소득

불안정성은 33.58%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원천의 구성 방식을 변화하여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제외

한 경우(즉,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우(즉, 공적

연금의 역할)의 소득불안정성을 비교해 보아도 사적이전소득은 소득불안정성을 15.51% 정

도 감소시키는 데 비해, 공적연금의 경우 9.01% 만을 감소시키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적이전

의 높은 소득안정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소득원천변화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소득안정성
정도(Gini)

1차 (근로+사업+재산소득) 0.431 0.230 0.023 0.857

1차+사적 0.242 0.131 0.020 0.849

1차+연금 0.363 0.235 0.009 0.857

1차+공적 0.278 0.148 0.012 0.849

1차+공적+사적 0.186 0.092 0.008 0.643

1차+공적+연금 0.237 0.137 0.012 0.849

1차+공적+사적+연금=(총소득) 0.162 0.078 0.008 0.584

소득불안정감
소율(%)

1차→1차+사적 33.580 40.729 -551.5 92.767

1차→1차+연금 14.542 25.502 -124.1 98.760

1차→1차+공적 25.327 28.261 -319.7 97.584

1차+공적→1차+공적+사적 19.934 47.994 -775.5 92.634

1차+공적→1차+공적+연금 11.238 24.113 -287.4 96.537

1차+공적+연금→총소득(사적역할) 15.512 51.864 -775.5 92.635

1차+공적+사적→총소득(연금역할) 9.018 19.666 -74.30 90.931
주1) 1차 : 1차 소득 (근로, 사업, 재산소득)
     공적: 공적연금을 제외 한 공적이전소득
     사적: 사적이전소득
     연금: 공적연금소득

<표 5>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안정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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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분석은 2005년 기준 56세 이상(2012년 기준 63세 이상)의 노인가구만을 분석대상

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가구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은 줄어드

는 반면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소득불안정성과 각 소득원천의 

소득안정화 역할이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그림 3>

에 제시하였는데, 2005년 기준 연령에 따른 7년간의 소득불안정성의 정도를 연령코호트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그림 3>의 왼쪽의 경우 연령코호트에 따른 1차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의 소득불안정성정도와 총소득(경상소득)의 소득불안정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1차 소득만의 소득불안정성 정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총소득에 따른 

소득불안정성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증가에 따라 1차 소득이 갖는 소

득불안정성을 공적･사적이전 및 공적연금이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차 소득과 총소득의 소득불안정성 수준 소득원천별 소득안정 역할

<그림 3> 연령별/소득원천별 소득안정화 수준

이를 좀 더 살펴본 것이 오른쪽 그림인데, 연령코호트에 따른 소득원천별 소득안정화 역

할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코호트에서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역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역할은 2005년 기준 58∼65세 

이하 연령코호트에서 2005년 기준 66세 이상 연령코호트에 비해 소득안정화 기능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고연령 코호트에서의 소득안정화는 공적연금보다는 사

적이전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중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민(노령)연금의 수

급이 2008년 이후에야 본격화되어 아직 공적연금 수급면에서 미성숙기에 머물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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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림 3>의 왼쪽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2012년 기준 73세 이상)의 연령코호트에서도 총소득에서는 유사한 소득불안정성을 보이

고 있다는 점, 그리고 70세 중후반 이후의 노인가구들의 연금 수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소득안정성이 상당부분 사적이전이나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확보되고 있음도 현재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을 이해하는데 주의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2.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안정화 수준

<그림 4>는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불안정성 정도와 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왼쪽의 경우 2005년 기준 연령코호트별로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7년간의 소득불

안정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5년 기준 75세(2012년 기준 82세) 이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코호트 집단에서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이 공적연금을 수급하

지 않는 가구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코호트별 비교 소득수준

<그림 4>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안정화 수준과 소득수준

하지만 <그림 4>의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공적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첫 번째 vs. 

두 번째, 세 번째 막대그래프), 특히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가구와 계속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가구(첫 번째 vs. 두 번째 막대그래프)의 경우 1차 소득과 이전(고적+사적)소득의 합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격차는 거의 공적연금의 수급액에 의

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규모가 상대적

으로 작기는 하지만 대체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 소득을 대체하는 역할보다는 부가적인 소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163

득원천으로 작용하고 정도가 더 크다고25) 볼 수 있으며, 공적연금 수급가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안정성 역시 공적연금수급을 통한 높은 소득수준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총)소득수준 하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른 

가구소득의 안정성 정도를 <그림 5>에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체 분석대상(1,921개 가구)을 

소득수준에 따라 30개 소득집단으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집단과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에 따

른 평균적인 소득불안정성 정도를 추정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하위 소득집단(소득하위 50% 

미만수준)에서는 가구소득의 불안정성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나머지 소득 상위 50% 이상의 집단에서는 총 가구소득이 동일한 수준에

서도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이 비수급 가구에 비해 확연히 낮다는 점이다. 이처

럼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불안정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집단으로 갈수록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공적연금의 수급 자체가 노인가구의 총소득을 일정부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고소득집단일수록 공적연금 수급으로 인해 가구소득구성비가 점차 안

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이 1차 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그리고 공적연금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소득 수준에서 1차 소득과 사

적이전소득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만,26) 여기에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미래예측성이 높은 공적연금의 안정성이 추가적으

로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소득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소득수준과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불안정성

25)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노령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이 노인가구의 생

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낮은 수준(수급자의 75%정도가 월평균 40만원 이하 수급)이기 때문으

로 보인다. 

26) 연금수급에 있어서 고연금수급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납부규모가 크고 가입기간이 긴 경우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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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 6>은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역할을 보여준다. 

먼저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가구에 있어서의 사적이전의 소득불안정성 감소율은 평균적

으로 21.87%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다시 비교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수급한 공적연금을 제거한 

상태에서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을 보는 접근과 둘째, 수급한 공적연금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을 보는 접근이 그것이다. 흥미롭게도 수급은 했지만 공적연금을 고려하

지 않은 경우 사적이전의 불안정성 감소율은 평균적으로 17.27%로 나타났지만, 수급한 공적

연금을 고려한 경우의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평균 6.47%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가구의 소득변동성은 사적이전소득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특히 공

적연금 미수급가구에 있어서 그 역할은 핵심적이지만,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비교기준으로 공적연금을 산입했을 때에 비해 산입하지 

않았을 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이 소득안정화에 이미 상당수준의 기여를 하

고 있어 추가적인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공적연금수급여부 미수급 수급

소득변화
(사적이전소득역할)

1차+공적이전 → 
1차+공적이전+사적이전

1차+공적이전 → 
1차+공적이전+사적이전

1차+공적이전+공적
연금소득 → 총소득

연령1)

56∼60 12.253 13.927 5.690

61∼65 14.685 18.547 8.885

66∼70 18.617 16.897 2.953

71∼75 27.330 14.893 5.349

76∼80 27.578 8.079 1.615

81세 이상 20.831 23.914 22.979

(평균) 21.878 17.271 6.474

주1) 2005년 기준 만 나이

<표 6>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안정성 감소율(%)

3.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정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

위에서 살펴본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 수준과 각 소득원천(공적연금과 사적이전)의 

소득불안정성 감소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사회의 경우 첫째, 평균적으로 공적연금보

다는 사적이전을 통한 소득안정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둘째, 공적연금의 수급가구가 비

수급가구에 비해 높은 소득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 공적연금수급가구에 한정해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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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불안정성, 그리고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안정화 기능과 삶의 만족

도로 측정되는 주관적 후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소득불안정성과 삶의 만족도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

는데, [모형1]은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형인 반면, [모형2]와 [모형3]의 경우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 가구(하위 20%)와 그렇지 

않은 경우(상위 80%)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형에 사

용된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가구주의 7년 동안의 평균적인 만족도 수준으로 측정되었기 때문

에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역시 연속적인 값(연령, 교육, 경력, 주관적 건강상태)들은 7년간의 

평균을 사용했으며, 이항변수들의 경우 상태변화(예를 들어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 있음에

서 배우자 없음으로 변화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모형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이 삶의 만족도 수준과 부정적

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높은 소득불안정성이 급격한 가구소득의 변동을 의미

하고 이러한 소득변동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태를 좀 더 제약하기 때문에 주

관적 후생 수준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Morissette & 

Ostrovsky, 2005). 이처럼 소득불안정성이 삶의 만족도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는 그 대상이 노인가구라는 점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상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첫째, 연령이 계속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1차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의 비중은 작아지고 주로 이전소득과 공

적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고,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이 아직

은 보편화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노인가구의 소득원천중 사적이전의 의존도가 높다27)는 특

징을 갖는다. 따라서 공적이전이나 공적연금에 비해 소득확보의 불확실성과 휘발성이 높은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거시경제적 변동이나 사적이전 주체의 여건에 따라 

언제든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가구의 

후생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형2]와 [모형3]의 결과는 소득불안정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가구소득 수

준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구소득이 소득분포 상 하위 20%

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소득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소득변동이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도리어 낮은 소득위치에 정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정수준의 소

27) 실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대상가구의 연령기준에 따른 소득구성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적이

전의 소득구성비는 높아지는 반면, 1차 소득의 소득구성비는 감소하는 양태이다(<표 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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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변동이 오히려 소득의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Clark, 2003a:8-9; 

Alesina & Ferrara, 2005:927-928)에서 후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형 2]의 결과와 [모형 3]의 결과가 상치되는 것은 소득안정성이 갖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삶의만족도
전체 소득수준1)

모형(1)
모형(2) 모형(3)

(하위 20%) (상위 80%)

LN(평균가구소득)
0.303*** 0.321*** 0.291***
(0.015) (0.096) (0.017)

연령
0.009** 0.015 0.008*
(0.004) (0.015) (0.004)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교육수준
-0.003 0.009 -0.002
(0.026) (0.074) (0.029)

교육수준제곱
0.000 -0.002 0.001
(0.003) (0.010) (0.003)

경력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경력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혼인상태변화
(배우자있음->배우자없음)

-0.065** -0.022 -0.074***
(0.027) (0.058) (0.030)

건강상태변화
(비장애->장애)

0.059 -0.054 0.072*
(0.039) (0.092) (0.043)

주관적건강수준
0.319*** 0.305*** 0.314***
(0.011) (0.026) (0.012)

가구형태변화
(일반->기초생활수급)

-0.191*** -0.313*** -0.113**
(0.043) (0.062) (0.058)

경제활동변화
(근로->비근로)

0.017 0.031 0.013
(0.024) (0.068) (0.026)

평균소득증가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득불안정성
-0.181** 0.607** -0.285***
(0.091) (0.239) (0.102)

_cons
-0.267* -0.868 -0.117
(0.160) (0.741) (0.185)

N 2,965 560 2,317
Adj-R2 0.437 0.290 0.398

주1) 소득수준은 가구소득 기준이므로, 소득기준에 포함된 가구의 크기에 따라 분석대상의 수는 상이함. 
주2) 괄호 (표준오차,cluster-standard error)
주3) *** p<0.01, ** p<0.05, * p<0.1

<표 7> 소득불안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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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정도가 삶의 만족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모형1]∼[모형3]은 다양한 소득구성 방식에 따

른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며, [모형4]∼

[모형6]은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

다. 먼저 [모형1]∼[모형3]의 추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적연금이 갖는 소득안정화 정도

(소득불안정성의 감소정도)는 모든 모형에서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고 있고, [모형4]∼[모형6]의 경우 사적이전의 소득안정화 정도는 소득원천의 구성

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없거나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든 모형에서 즉, 소득원천의 구성방식에 상관없이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정도와 사

적이전의 소득안정화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공적연

금의 소득안정화 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반면, 사적이전의 소득안정화 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분석결과를 고

려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선 <표 5>와 <그림 3>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

나라 노인가구들의 소득안정성은 공적이전이나 공적연금소득보다는 상당 부분 사적이전소

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표 8>의 분석결과는 사적이전의 상당

한 소득안정화 기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안정화정도가 낮은 공적연금의 경우 노인들의 삶

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원천에 따른 이러한 차별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소

득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보장을 받는 안정적인 소득원천인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대

부분 자녀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이전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이전해주는 주체에 기인

하는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의 발생은 소득을 이전하는 주체의 입장

에서는 총소득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

도의 소득수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득이전 주체(보통 자녀들) 역시 소득감소에 따른 

후생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소득이전을 받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소위 “마음

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후

생증가와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주관적 후생감소가 병행된다는 점이 삶의 만족도라는 주관

적 후생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공적연금 소득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7>와 <표 8>의 분석에 포함된 여타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들의 예측결과와 상

당부분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후생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구소득과 소득증가율(Clark, 2003a:2-3)은 삶의 만족도 수준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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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만족도
공적연금의 역할 사적이전의 역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LN(평균가구소득)
0.274*** 0.262*** 0.270*** 0.292*** 0.301*** 0.30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평균소득증가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연령
0.003 0.007* 0.006 0.005 0.009** 0.009**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연령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교육수준
-0.005 -0.013 -0.012 0.003 -0.006 -0.000

(0.026) (0.025) (0.025) (0.027) (0.026) (0.026)

교육수준2
0.000 0.001 0.001 0.000 0.001 -0.000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경력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경력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혼인상태변화
(배우자있음->배우자없음)

-0.065** -0.066** -0.068*** -0.066** -0.063** -0.066**

(0.028) (0.026) (0.026) (0.028) (0.027) (0.027)

건강상태변화
(비장애->장애)

0.058 0.058 0.053 0.060 0.057 0.059

(0.040) (0.038) (0.038) (0.040) (0.039) (0.039)

주관적건강수준
0.307*** 0.314*** 0.315*** 0.309*** 0.319*** 0.318***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가구형태변화
(일반->기초생활수급)

-0.214*** -0.188*** -0.182*** -0.216*** -0.189*** -0.192***

(0.044) (0.043) (0.043) (0.045) (0.043) (0.043)

경제활동변화
(근로->비근로)

0.017 0.016 0.015 0.016 0.019 0.016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소득불안정성
-0.037 0.071 0.050 -0.263*** -0.182** -0.177*

(0.095) (0.093) (0.092) (0.093) (0.091) (0.091)

<표 8>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의 소득안정화 기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여부)

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고, 모형에 포함된 개인이나 가구의 상태변화

를 나타내는 혼인상태, 건강상태, 가구형태, 근로형태 등의 변화 역시 취약한 상태로의 변화

과정은 삶의 만족도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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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의
소득안정화정도

0.002*** 0.003*** 0.003***

(0.000) (0.000) (0.000)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정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_cons
0.135 0.067 0.036 -0.035 -0.233 -0.288*

(0.164) (0.161) (0.160) (0.169) (0.161) (0.160)

N 2,741 2,965 2,964 2,741 2,965 2,964

Adj-R2 0.445 0.454 0.457 0.430 0.438 0.438

주1) 모형 (1) 1차소득→1차소득+공적연금
 모형 (2) 1차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총소득(1차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공적연금)
 모형 (3) 1차소득+공적이전→1차소득+공적이전+공적연금
 모형 (4) 1차소득→1차소득+사적이전
 모형 (5) 1차소득+공적이전+공적연금→총소득(1차소득+공적이전+공적연금+사적이전)
 모형 (6) 1차소득+공적이전→1차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
주2) 괄호 (표준오차,cluster-standard error)
주3) *** p<0.01, ** p<0.05, * p<0.1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지난 7년간(2005년∼2012년)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노인가구가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성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공적연금과 사적이전

소득의 역할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득불안정성이 해당 가구의 후생수준을 

감소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의 소득안정화 정도가 노인가구의 주관적 

후생수준(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현재 노인가구들에 있어

서 근로능력의 약화 또는 상실에 의한 1차 소득(근로+재산+사업소득) 비중의 감소 및 불확

실성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성은 공적연금 및 이전소득(공적, 사적)에 의해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었으며, 그 중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완화하는 소득원천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공적연금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안정성을 경

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총소득이 동일한 수준 즉,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동

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안정성 수준의 공적연금 수급가구

들에 있어서도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정도는 여전히 높지만 그 크기가 공적연금을 고

려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공적연금을 고려한 상태에서는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어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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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노인가구의 소득안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노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성은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주관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그 영향관계가 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소득안정성이란 저소득의 고착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득불

안정성의 의미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이 갖는 소득안정화 역할(소득불안정성 완화정도)은 매우 대조적인 양태를 보였는

데,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일관성있게 미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적연금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근거를 제

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의 기능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가 노인가구

에 대한 추가적 소득증가 또는 탈빈곤 수준의 최저소득 보장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

만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은 기존의 소득에 물리적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소비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감소해가는 1차 소득을 보완하고, 사적이전소득의 내재적 의존

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성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실증적 근거가 제

도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공적연금의 성숙과 함께 그 기능적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사실 공

적연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정부에 의한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보다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도모하게끔 

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소득원천별 소득안정화 수준과 역할은 향후 

연금개혁 및 사회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당부분 이론적･경험적 예측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

서 다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한계점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먼저 국외의 선행연구들

이 20년∼30년이라는 매우 긴 시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7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분석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가구의 소득변동은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기간의 시계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소득불안정성의 측정과 관련해서 아직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

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해 기존 연구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측정과 

관련한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토대위에 다른 국가와

의 비교해석이 좀 더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계는 분석단위

와 관련한 것인데, 주요 변수인 소득의 경우 많은 구성요소들이 가구수준에서 측정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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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실질적인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소비의 경우 가구수준에서 그 공유 정도가 높다는 점

에서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하지만 주관적 후생수준은 개인수준에서 측정되고 가구원

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수준으로의 분석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단독 또는 2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가구주의 주관

적 후생수준을 해당가구의 대표값으로 가정하는데 따르는 편의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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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Pensions, Private Transfers, and Subjective 

Well-Being: A Focus on the Role of Income Instability 

Reduction

Hyunsub Kum & Seungju Baek

Various studies about the public pension system has focused on poverty reduction 
an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even though the public pension system aims at 
improving well-being and ensuring economic security for the elderly by providing 
ongoing pension payments. Instead,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public pension 
income, together with private transfer income, on the reduction of elderly household 
income insecurity, and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reduction in insecur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results show that, first, private transfer income 
lowers the income insecurity of the elderly most, but public pension income lowers 
income insecurity more when the elderly receive a pension payment. Second, income 
insecurity of the elderl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but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tials. The impa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reducing income 
insecur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hile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income has a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is 
work underscores the public pension role in securing income grounded on this 
evidence and emphasizes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ublic pension income to the 
elderly.

【Keywords: Public pension, Income insecurity, Subjective well-be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