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1.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빈곤 문제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 속도는 가까운 미래에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Ⅱ-1>의 2010년 인구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약 5,200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며,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까지 약 3,700만 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장기적인 성

장 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현재 3% 수준에서 

2030년 이후 1%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빠른 고령화는 젊은 층의 부담을 점차 증가시켜 2036년 이후에는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2명이 65세 이상 노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아리형에

서 2050년에는 55세 이상의 중·고령층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으로 전

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１>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계

    자료: 통계청(2010), 장래 인구추계.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19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있다. 

OECD에서 발간한 Pensions at a Glance(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소

득빈곤율은 2010년 기준 15.2%인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7.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소득빈곤율은 멕시코, 미국, 일본보다 낮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의 소득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들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호주에 

비해서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그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 OECD 국가들의 소득빈곤율 비교
(단위: %)

구분
2007　 2010　

65세 이상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인구

한국 44.6 14.8 47.2 15.2

호주 39.2 14.6 35.5 14.4

멕시코 29.0 21.0 27.6 20.4

미국 22.2 17.3 19.9 17.4

일본 21.7 15.7 19.4 16.0

독일 10.1 8.5 10.5 8.8

스웨덴 9.9 8.4 9.5 9.1

영국 12.2 11.3 8.6 10.0

프랑스 5.3 7.2 5.4 7.9

OECD 21.6 13.2 20.4 13.3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심각한 빈곤율은 <그림 Ⅱ-2>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래프는 각국 전체 인구의 소득빈곤율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

4) OECD에서는 국제적 비교를 위해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층

은 각국 중위가구 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를 의미함. 소득빈곤율은 이

들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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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빈곤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 수준 자체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나쁠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소득빈곤율 수준에 비례

하여 볼 때도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이 비정상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멕

시코의 경우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이 27.6%로 절대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

나, 전체 인구의 소득빈곤율 또한 20.4%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가 노인

인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전체 인구

의 소득빈곤율과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호주

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소득빈곤율에 비해 월등히 높

아 노인인구 소득빈곤율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소득빈곤율 비교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 문제가 심각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공적연금

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연금 소득대체율(Pension Replacement 

Rate)이란 근로자가 은퇴하기까지 벌어들이는 자신의 평균소득에 비해 공적연금소

득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OECD 34개국의 평균 근로소득자 기준 연

금 소득대체율은 54.4%에 달한다. 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가들 간 격차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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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편인데, 연금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이 

90.7%에 달하기도 하지만 연금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은 멕시코와 영국의 경우 각각 

28.5%, 32.6%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39.6%로 OECD 국가들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3> OECD 국가들의 중위소득자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이와 같이 낮은 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은퇴 후 재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높은 실질 은퇴연령 지표에서 드러

나고 있다. <그림 Ⅱ-4>에서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2012

년 기준 남성 64.2세, 여성 63.1세이며 대부분의 국가(22개국)에서 남성과 여성 모

두 실질 은퇴연령이 법적 은퇴연령보다 더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실질 

은퇴연령은 71.1세로 멕시코의 72.3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여성의 경우도 69.8

세로 칠레의 70.4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법적 은퇴

나이인 60세와 11.1년이 차이가 남으로써 OECD 국가들 가운데 실질 은퇴연령과 법

적 은퇴연령이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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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OECD 국가들의 법적 은퇴연령과 실질 은퇴연령 비교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은퇴 후 재취업의 문제는 근로소득이 심각하게 감소하여 고령층 가구주의 노후생

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표 Ⅱ-2>의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2012

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급여액은 221만 6천 원으로 사회초년

생으로 이루어진 29세 이하 근로자가 월평균급여액 161만 원에서 시작하여 40대까

지 꾸준히 증가하여 255만 3천 원을 벌게 된다. 그 후, 50대에는 236만 4천 원의 월

평균급여액을 기록하며 크게 변화가 없다가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60세 이후에

는 월평균급여액이 168만 5천 원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의 월평균급여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하게 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

직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은퇴 후 재취업자들은 120만 1천 원의 월평균급여액을 

벌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수준으로는 고령층 가구주의 노후생활비를 감

당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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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우리나라 연령별 가구주의 실질소득 변화
(단위: 만 원)

연령
월급여액(2012년 기준)

전체근로자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전체 221.6 250.2 131.3

29세 이하 161.0 187.6 106.4

30~39세 236.2 250.1 153.0

40~49세 255.3 283.5 141.9

50~59세 236.4 272.8 142.7

60세 이상 168.5 214.9 120.1

자료: 고용노동부(201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 Ⅱ-3>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에 따르면 60대와 70대 부부가구의 적정 노

후생활비는 각각 190만 8천 원과 162만 2천 원이며 최소 노후생활비도 각각 134만 2

천 원과 115만 5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노년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으로는 70대 부부

가구의 적정 노후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노년근로자의 경우 70대 

부부가구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3> 우리나라 연령별 가구주의 노후생활비 요구 수준
(단위: 만 원)

연령
2011년(부부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적정 노후생활비

50~59세 149.9 211.4

60~69세 134.2 190.8

70~79세 115.5 162.2

80세 이상 108.0 149.0

자료: 국민연금(2012), 국민노후보장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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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자산 활용의 중요성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낮은 연금 소득대체율과 함께 은퇴 후 재취업 일자리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노후생활비를 감당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고령층 그리고 2015년을 기점으로 60대에 본격

적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

로 성장해오면서 동반된 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부를 축적해 왔으며 

소유 자산 가운데 대부분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 2,557만 원으로 이 중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총자산의 67.8%에 달하는 2억 2,060만 원이다. 특히,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거주

주택 자산은 평균 1억 1,826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36.3%에 해당한다. 

그러나 60세 이상 노년 가구의 경우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게 증가한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평균 총자산은 3억 2,587만 원으로 전체 가

구 평균과 유사하나, 부동산 자산의 경우 2억 5,774만 원으로 총자산의 79.1%에 달

한다. 주택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거주주택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평균 1억 3,806만 

원으로 총자산의 42.4%에 달한다.

이렇게 상당수의 고령층 가구가 주택의 형태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서 거주주택을 유동화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미흡한 보장수준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안정

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현 고령

층에게 주택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보장 개선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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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만 원)

가구주 연령
자산 및 부채

분류별

2013

전가구 평균
총자산(부채) 
중 비중(%)

보유가구 비율 
(%)

전체

가구분포(%) 100.0 -　 -

가구주 연령(세) 51.4 -　 -

자산 32,556.9 100.0 100.0

실물자산 23,856.4 73.3 86.7

부동산 22,060.0 67.8 66.4

거주주택 11,825.9 36.3 56.3

부채 5,818.4 100.0 66.9

거주주택 담보대출 1,768.9 30.4 22.8

순자산액 26,738.5 100.0 100.0

60세 이상

가구분포(%) 27.3 -　 -

가구주 연령(세) 70.0 -　 -

자산 32,587.3 100.0 100.0

실물자산 26,961.6 82.8 83.0

부동산 25,773.7 79.2 74.8

거주주택 13,805.7 42.4 69.2

부채 4,111.8 100.0 47.4

거주주택 담보대출 1,057.3 25.7 14.5

순자산액 28,475.5 100.0 100.0

자료: 통계청(2013),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3.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

어 있으며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해외 주요국과 주택

연금 가입률을 비교해 보았다. 공적보증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된 이래 연평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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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가입건수 약 2,514건, 신규 보증공급액 3조 3,636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

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신규 가입건수가 각각 5,013건과 

5,296건을 기록하여 2014년 9월 말 현재까지 총 21,224건의 누적 신규가입건수(보

증잔액기준 19,124건)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 총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는 1,733만 

9,422가구로 이 중 60세 이상 고령 가구 수는 439만 6,528가구이다. 2010년의 고령

가구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하더라도 2014년 9월 말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0.48%(잔액기준 0.43%)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장래가구추

계에 따른 2014년 60세 이상 고령가구 수인 518만 3,393가구를 대입해보면 주택연

금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0.41%(잔액기준 0.37%)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1989년 공적보증 주택연금 제도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 FY1990부터 FY2012까지 

총 775,224건의 신규가입건수와 590,900건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하였다.5) 미국의 

Census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총가구 수는 1억 2,245만 9,000가구로 이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 수는 2,792만 4,000가구이며 이를 기

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 비중을 계산해보면 2.78%(누적기준 2.12%)임을 알 

수 있다.6)

대표적으로 사적 역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영국은 1991년 SHIP 프로그램이 시작

된 이래 2011년 말까지 총 26만 9,787건의 신규 역모기지 가입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영국의 역모기지는 주로 민간 보험회사에 의해 제공되기 때

문에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는 상품도 있으나, 주로 50대 이상의 가구가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50대 이상 가구주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비

5) FY2012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기준으로 자료는 미국 주택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사이트의 HECM Characteristic Report에서 제공됨.

6) 미국의 주택연금은 62세 이상 가입 가능하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비중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Census의 가구통계가 10년 단위의 연령별 가구 수 자료

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55~64세 가구주의 가구 수는 22,802,000가구임. 이를 바탕으

로 보수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가구 수를 환산하면 1.53%임.

7) Equity Release Council(2011), “SHIP 20th Anniversary Report: December 1991 to 

Dec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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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영국의 Census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가구 수는 5,507만 

1,113가구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수는 888만 5,638가구, 50~64세 가구주의 가

구 수는 1,010만 5,262가구로 50세 이상 가구주의 총가구 수는 1,899만 900가구이

다. 이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가구주의 비중은 1.42%임을 알 수 있다.

물론 2007년 시작되어 만 10년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 공적보증 주택연금의 가입

률과 주택연금 시장의 역사가 적어도 20년 이상 된 해외 주택연금 선진국들의 가입

률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률이 

1%에서 3% 사이로 추정되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

해 노력할 경우 현재 주택연금 활용도가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개

선시킬 여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층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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