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빈곤 완화 효과 분석

1. 분석 자료의 특징

1) 분석 자료

주택연금의 고령층 빈곤완화 효과 분석을 위해 이용한 데이터는 한국조세재정연

구원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의 2012년(6차) 소득 기준 자료로 조사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군 지역에서 추출한 5,014가구와 그 가구에 속

해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이다. 표준추출방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자면, 2005년 인

구주택총조사의 90%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이를 층화

하여 추출하였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여 

추출된 조사구에서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적용

하였다. 자료의 층화를 위해서 지역, 읍면/동부, 일반/아파트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층 내의 조사구 정렬을 위해서 시군구와 조사구 내의 가구 연건평의 최빈값을 사용

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방식의 표본추출로는 원하는 만큼의 저소득계층 표본 수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득층 300가구, 저소득층 300가구 정도를 추가 표집하

였다. 이를 위해 다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밀

집 주거지역을 선정,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sampling)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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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유형과 자산 유형

주택 연금의 노후빈곤 완화 및 소득 향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소득빈곤 산

출 기준이 되는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의 유형은 OECD 소득 분류기

준에 근거하여 근로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

소득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가구 외부에서 받은 용돈, 생활비, 학

비 등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이고,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

득(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조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을 합산한 것이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가계 자산에 대해 일반 자산을 비롯하여 금융자산, 자동차 등

을 조사하고 있다. 일반 자산에는 현재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주택 이외

의 토지·건물 등 보유 부동산 총액, 농기계·가축, 선박·건설중장비, 기타 자산,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등으로 구분하였다. 금융자산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가입 금액, 채권 보유 금액, 주식 보유 금액, 저축성 및 연금성 보험, 빌려준 돈, 기타 

금융자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채 항목에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

출,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금융기관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임

대보증금,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빈곤가구의 정의

소득빈곤의 기준은 크게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절대빈

곤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빈곤·차상위·차차상위 가구

의 정의는 <표 Ⅲ-1>과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것으로 정의

되며,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이하, 차차상위는 120% 이상 150% 이

하인 가구로 정의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고시되고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2012년 최저생계비는 <표 Ⅲ-2>와 같다.



30 조사자료집 2015-5

<표 Ⅲ-1> 절대빈곤 계층의 구분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 절대빈곤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비빈곤

차상위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120%

차차상위 최저생계비×120%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150%

일반 최저생계비×150% ＜ 소득인정액

자료: 남상호(2009),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참고.

<표 Ⅲ-2> 최저생계비(2012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자료: 보건복지부.

상대빈곤은 연구자의 판단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중위소득의 40%, 50%, 혹은 

60%를 기준으로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

로 그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로 상대빈곤을 정의한다.

3. 분석 결과

1)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보유 실태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2012년 말 기준 소득이 있는 가구 수는 4,745가구이다. 

<표 Ⅲ-3>은 가구주의 연령을 중심으로 평균 총소득 및 자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이

다. 먼저 가구주가 60대인 가구 수는 747가구(15.7%), 70대인 가구주는 936가구(19.7%)

로 60대 이상 고령 가구주가 전체 표본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 총소득은 20대

의 2,386만 원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늘어날수록 증가하여 50대에는 5,686만 원으로 

절정에 이르 다가 60대 3,507만 원, 70대 1,627만 원으로 감소한다. 특히, 가구주

의 근로기라고 볼 수 있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가계 평균 총소득은 5,147만 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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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은퇴 후라고 볼 수 있는 60대 이상 가계 평균 총소득은 2,462만 원으로 근로기 

평균 총소득의 47.8%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20대 가구가 3,319만 원, 30대 가구가 9,004만 원의 평균 부

동산 자산을 보유하여 총자산의 절반을 좀 넘고 있으나, 40대 가구는 평균 2억 934

만 원, 50대 가구는 2억 6,138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 

특히, 60대 가구는 2억 6,691만 원, 70대 이상 가구는 1억 7,898만 원의 부동산 자산

을 소유하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론의 가계

금융·복지조사 패널 통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3> 가구주 연령별 평균 소득 및 자산 규모
(단위: 만 원)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가구 수 80 587 1222 1173 747 936

비중(%) 1.7 12.4 25.8 24.7 15.7 19.7

총소득 2386.3 4305.0 5214.1 5685.6 3506.9 1627.4 

금융자산 1022.0 2236.0 3381.3 4679.0 4417.7 2303.2 

부동산 3318.8 9003.6 20934.2 26137.7 26691.1 17898.3 

비중(%) 51.7 58.2 73.0 76.9 81.6 86.0

기타자산 2076.0 4242.6 4389.5 3175.2 1608.7 638.3 

총자산 6416.8 15466.9 28668.0 33989.2 32717.5 20816.0 

총부채 1036.3 2985.7 6003.0 6154.6 4301.4 1786.6 

순자산 5380.5 12481.2 22665.0 27852.1 28416.1 19082.3 

<표 Ⅲ-4>는 <표 Ⅲ-1>과 <표 Ⅲ-2>의 절대빈곤 기준 및 상대빈곤 기준에 따라 

소득빈곤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표이다. 먼저 절대소득빈곤가구

는 전체가구의 18.2%로 차상위 5.3%와 차차상위 7.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을 알 수 있으며 상대소득빈곤가구는 25.5%로 절대소득빈곤가구 수보다 7%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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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소득빈곤 가구
(단위: 만 원)

구분
절대소득빈곤 상대소득빈곤

빈곤층 차상위 차차상위 일반 중위 50%

전가구

가구 수 865 252 355 3273 1209

비중(%) 18.2 5.3 7.5 69.0 25.5

주택보유 가구 478 135 213 2023 664

계층 내 비중(%) 55.3 53.6 60.0 61.8 54.9

총소득 782.5 1477.3 1940.0 5549.6 893.4

금융자산 1176.0 1377.9 1428.1 4439.2 1201.5

부동산 8989.5 9920.3 12667.6 25484.5 8997.2

기타 1065.3 1314.9 1528.0 3586.4 960.5

총자산 11230.9 12613.2 15623.7 33510.1 11159.2

총부채 2221.3 2081.8 2547.7 5456.7 1811.0

순자산 9009.5 10531.3 13076.0 28053.4 9348.1

60대 이상

가구 수 371 100 131 620 557

비중(%) 30.4 8.2 10.7 50.7 45.6

주택보유 가구 370 97 131 619 553

계층 내 비중(%) 99.7 97.0 100.0 99.8 99.3

총소득 708.6 1241.7 1662.5 4333.2 864.5

금융자산 1426.1 1450.2 1589.2 5515.1 1456.8

부동산 12724.8 16324.2 20319.1 39623.0 13770.6

기타 72.1 73.3 378.2 566.2 114.9

총자산 14223.1 17847.7 22286.4 45704.3 15342.4

총부채 1908.1 1877.8 1982.7 4653.0 1771.1

순자산 12315.0 15969.9 20303.8 41051.2 13571.3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60대 이상 가구주의 소득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절대소득

빈곤가구는 371가구로 60대 이상 가구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소득빈곤가

구 또한 557가구, 45.6%로 전가구 기준 소득빈곤가구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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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령층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절대소득빈곤 기준 60대 이상 빈곤가구주의 평균 총소득은 약 709만 원으로 전가

구 기준 평균 총소득인 783만 원보다 70만 원 이상 차이난다. 그러나, 평균 보유 부

동산 자산은 1억 2,725만 원으로 전가구 기준 평균 보유 부동산자산액인 8,990만 원

보다 약 3,735만 원의 자산을 더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택보유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 가구주의 경우 99.7%에 달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경우 빈곤 완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주택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을 위해 60대 이상 가구주(주택소

유주)의 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전환 시 총소득 증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주택연금 홈페이지(http://www.hf.go.kr)의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주택가

격을 월지급금으로 전환한 소득을 사용하여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연

금 가입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8)

<표 Ⅲ-5>는 주택연금 가입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한 표이다. 절대소득빈곤기준 

60대 이상 가구주 빈곤가구인 371가구 중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구 수는 315

가구이며 평균 총소득은 1146.1만 원으로 전체 371가구의 평균 총소득인 708.6만 

원보다 약 437.5만 원 높으며 이들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

면 연평균 455.4만 원의 총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빈곤가구 수는 

239가구로 줄어들어 고령층 빈곤가구 비율을 30.4%에서 18.8%로 낮출 수 있게 된

다. 또한, 상대소득빈곤기준에서도 빈곤가구 수를 557가구에서 444가구로 줄일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빈곤비율을 45.6%에서 36.3%로 줄일 수 있게 된다.

8) 현재 공적보증 주택연금은 1주택(한시적 2주택자 허용)보유 가구에 한하여 주택법상 주택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입가능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 소유주 기준으로 만 60세

가 넘는 경우와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한하여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주택담

보 대출이 있거나 오피스텔, 점포주택(주택면적이 1/2 이하일 경우 가입 불가) 등에 대해

서는 연금전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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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주택연금 가입의 소득빈곤 완화 효과
(단위: 만 원)

구분
절대소득빈곤 상대소득빈곤

빈곤층 차상위 차차상위 일반 중위 50%

가구 수
(비중(%))

371
(30.4)

100
(8.2)

131
(10.7)

620
(50.7)

557
(45.6)

연금가입 가능
가구 수

315 81 102 415 470

평균총소득 1146.1 1766.2 2066.1 4886.4 1308.7

평균 주택가격 8436.7 11284.0 10311.8 18895.7 9078.0

평균 주택연금 455.4 537.0 447.5 890.6 465.8

주택연금 가입 시

가구 수
(비중(%))

230
(18.8)

90
(7.4)

138
(11.3)

764
(62.5)

444
(36.3)

현재 우리나라 공적보증 주택연금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가입이 불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62만 5,500달러의 인정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

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홍콩의 경우 주택가격 제한 없이 대출금 산정 기

준인 주택가격 인정한도를 최대 HK 1,500만 달러까지 제한하고 있다. 재정패널 자

료에서 60대 이상 고령가구인 1,222가구 가운데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가구 수는 29가구, 2.4%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1가구 2주택자이거나 점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9억 원의 

가격제한 완화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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