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효과 분석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은퇴 전 소득과 대비하여 은퇴 후에 적

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 얼마인지, 즉 적정(목표)소득

대체율과 우리나라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시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효과(소득대체율 수준)는 얼마나 되는지, 실질(예

상)소득대체율을 각각 추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적정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대체

율개념을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데이터

를 통해 추정된 가구소비 함수를 이용하여, 인퇴이전의 소득수준 대비 은퇴이

후의 소비수준 비율을 이용하여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적정소득대체율 은퇴전 소득 수준
은퇴 후 소비 수준

둘째, 실질소득대체율은 현재 근로여건 및 연금제도 등을 감안할 때 표준소

득 근로자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시현

할 수 있는 있는 소득대체율로 보았으며,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소비)은 단

지 연금소득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은 은퇴 직전 3년 평균소득으로, 은퇴 후 소비는 은퇴시점의 연금총액을 은퇴

기간동안의 확정연금으로 환산․배분한 금액으로 보고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우리나라 평균소득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은퇴기

간을 고려하여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시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소득대체율, 즉

실질소득대체율이 어느 수준인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셋째, 실질소득대체율은 구체적으로 노동패널상의 평균소득계층이 근로기간

동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은퇴이후의 예상소득을 기초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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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통계청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해 산출된 임금상승률, 연

금비교공시를 통한 투자수익률에 따라 가입기간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자

산 및 연금 수급액을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퇴직연금의 실질소득대체

율은 연간 임금 총액의 8.33%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임금상승률 및

수익률 변수 감안)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근로기간

(연금 납입기간)에 따른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 하기위해 가입기간을 30년,

35년, 40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금 수급기간은 평균기대여명을 고

려하여 58세 이후 24년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하였다.21)

2. 분석모형의 설정 
가. 적정소득대체율 산출 모형22) 

은퇴이후에도 적정 소비수준 유지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출하기 위

해서는 소비함수의 모형 추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비함수 모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적정소득대체율의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가구소비에 대한 예

측치와의 은퇴 이전의 소득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퇴 이후

가구소비 예측을 위한 가구소비함수 설정을 위해 평생소득가설을 기초로, 시

점의 가구 의 특성이   로 표현되는 가구의 동태적 최적화 문제를 통해 가

구소비를 가구소득 등 경제적 능력변수와 가구특성의 함수로 표현하였다.

21) 통계청(2008)에서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58세의 평균 기대여명은 24.6년이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볼 경우 각각 21.8년과 26.8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가구소비함수 모형은 허석균(2005)이 제시한 모형을 따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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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모딜리아니 피라미드 (평생소득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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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구특성변수는 내생적 외생적 변수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률적 또는 결정론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구특성변수

가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정값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가구소비,    :가구특성,  :할인율

             :가구자산,    :가구부채,    :가구소득,   :자산수익율

가구의 효용 극대화 문제화에서 이용된 기간별 효용함수인        는

Attanasio and Bank(1998)이 제시하고 있는 CRRA(Constanct Relative Risk

Aversion) 형태를 지니면서   와   의 분리가능성(separability)을 가정한

효용함수인   
     exp ′ 이 적용이 되었으며, 를 통해 가구원

수와 같은 규모변수들이 구성원의 효용에 미치는 규모효과를 측정하고자 하

였다. 또한 가구의 소비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Value Function 으로 전

환시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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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를 인적자원의 가치, 즉 미래의 근로소득 흐름(            ⋯ )

의 현재가치라 할 경우, 위의 Bellman Equation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소비는

완전자본시장의 가정에서 물적자산(physical asset)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합으로 표현되는 가구의 부(wealth)와 근로소득에 관한 선형함수로 표현된다.

                      

인적자본인   를 가구별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인  와 백색잡음(white

noise)   의 함수로 가정하여,   를 · exp′       로 표현하는 경

우, 완전자본시장에서의 가구소비함수는 동원가능현금(cash-on-hand)과 인적

자본과의 산술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 exp′   

그러나 불완전 자본시장(imperfect market)의 경우 인적자본의 현재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식의 산술평균을 다음과 같이 기하평균

으로 전환하여 불완전 자본시장의 가구 소비함수로 설정하였다.

            


  exp′       

따라서 위의 최적함수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가구규모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소비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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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log            ′      

log    log   log   log      ′      

첫 번째 식의 경우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이 되며, 두 번째 식의 경우는 이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

원 가능한 현금(       ) 대신 소득을 고려한 소비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 과정

을 통해 도출된 동태적 최적소비함수를 이용하여 가구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 가구의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의 변화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패널자료는 횡단면 자료가 여러 시계열에

걸쳐 구성됨에 따라, 표본크기의 증가로 인해 자유도가 늘어나 추정의 효율성

(efficiency)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패널자료에 포함된 횡단면

자료가 두 변수의 변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시계열자료에서 발생하기 쉬운

설명변수 간 공선성(collinearity)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

로 패널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게 된다.

       ′      
    ⋯        ⋯  

여기에서,   는  시점에서 조사된  가구의 특성이며,   는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이며, 총오차()는 개별 가구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

와 통상 에러(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는 개별 가구 및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개별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를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  ),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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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관측 불가능한 개별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비관측 효과

(unobserved effect)를 나타내는 에 대한 가정에 따라 모형의 성격과 추정방

법이 달라진다. 즉, 패널자료 분석 시 본 효과가 다른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비관측효과를 다

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소비함수의 추정식을 고정효

과 모형으로 볼 것인가 확률효과 모형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 기술적 방법인

Hausman 검정결과에 기초하여 고정효과모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확률효과

모형에 의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나. 실질 소득대체율 산출 모형 

근로기간 동안의 연금가입을 통한 은퇴 이후 소득 대비 은퇴 이전의 평균

소득으로 정의되는 실질소득대체율의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시점의 우선 연금

자산규모가 설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기간 동안 연금수급액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생애보험료 산출 모형을 설정하여 은퇴시점의 연금 자산

규모를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여기서,   : 시점에서의 생애보험료,  : 가구, : 기준시점,

 : 최초가입시점,  : 가입종료시점,  : 보험요율,

   : 기의 연간임금소득,  : 임금상승률, : 할인율

위의 생애보험료 산출 모형에서 은퇴시점의 연금자산, 은퇴 후 연금 수급액

의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연령, 가입기간, 은퇴기간(은퇴이후 사망시점까지의

기간),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등에 대한 세부가정이 요구되는데, 이들 각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효과 분석 105

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해 설정하였다.

1) 은퇴연령  

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은

퇴 연령이라 할 수 있는데, 고령화 패널조사(2006)에 의하면 평균 은퇴연령은

58.02세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문헌에서 은퇴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

용되는 기준은 경제활동에 대한 설문자료 또는 연령에 따른 구분으로 55세,

60세, 65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23)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구분 이외

에도 권문일(1996)의 경우 “당신은 현재 은퇴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여부로 은퇴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정의, 노동시간

이나 임금 수준에 따른 정의24), 연금수급여부에 따라 은퇴여부를 정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전병힐(2008)의 경우는 기존의 평균 은퇴연령 추정방식의 문제점

을 위험률을 정의하는 데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은퇴 연령에 대한 분포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며 생존 분석을 이

용한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방정식을 통해 평균은퇴연령 추정방식에 의한 평

균 은퇴 연령을 제시하고 있다.25) 2007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은퇴연령은

61.9세, 여성의 경우 54.9세,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58.4세를 은퇴연령으로

보고 있다.

23) 이는 노인복지법의 경우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로연금 수

혜자격을 65세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고령자를 55~64세로 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에 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4) 노동시간에 따른 은퇴의 기준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Parenes

and Nestel(1974)의 경우 연간 1,000시간 미만을, Burtless and Moffitt(1984)의

경우 주당 30시간 미만을, Gustman and Steinmeir(2000)의 경우 주당 25시간

미만, 연간 1,200시간 미만을 은퇴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25) 기존의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위험률을 계산한 후 노동인구로부터의 평균 이탈연령을 산출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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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2> 은퇴연령

<표Ⅴ-1> 은퇴 정의와 기준

분 류 정 의

연령 - 55세, 60세, 65세

노동시간
- 주당노동시간 25시간 미만,

- 연간 노동시간 1,2000시간 미만

임금수준 - 생애 최고급여의 60% 미만

주직장에서의 퇴사여부

가교직(bridge job) 고용여부

-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 4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0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 4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회보험급여 수급 - 사회보험 수급자

은퇴여부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 직접적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은퇴연령 추정식 이용 -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용한 은퇴연령의 추정

주 : Gustman and Steinmeier(2000)의 경우 은퇴를 완전은퇴(Completely Retired),

부분은퇴(Partially Retired), 비은퇴(Not Retired)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

나, 본 표에서의 은퇴에 관한 정의는 부분은퇴와 완전은퇴를 포함한 정의임

자료 : Gustman and Steinmeier (2000), Retirement Outcomes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NBER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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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의 경우도 4차년도(2001년)의 건강과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 및

6차년도(2003년)의 중․고령자 건강 및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에서는 은퇴여부

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있다.26) 그러나 그 이후 은퇴에 관한 문항이 존재하

지 않아, 이 기준을 적용시킬 경우 6차년 이후 은퇴한 가구를 포함시키지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은퇴개념 및 정의 등을 고려한 은퇴연령방정식을 이용

하여 은퇴연령을 추정한 전병힐(2008)의 결과 및 고령화 패널조사(2006)에서

제시한 평균은퇴연령인 58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분석하는 데이터가 패널데이터이며, 은퇴연령방정식을 통해 은퇴연령을 추정

한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라는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6) 4차년도 부가조사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 만 45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6차

년도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 만 50세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은퇴여부에 관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

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은

퇴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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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전체 남자 여자

1997 2007 증감률 1997 2007 증감률 1997 2007 증감률

0세 74.4 79.6 6.9 70.6 76.1 7.9 78.1 82.7 5.9

10세 65.2 70.0 7.4 61.4 66.6 8.5 68.9 73.2 6.2

20세 55.5 60.2 8.5 51.7 56.8 9.8 59.1 63.3 7.0

25세 50.7 55.3 9.1 47.0 51.9 10.4 54.3 58.4 7.6

30세 46.0 50.5 9.9 42.3 47.1 11.3 49.4 53.5 8.3

35세 41.2 45.7 10.7 37.7 42.3 12.3 44.6 48.7 9.2

40세 36.6 40.9 11.7 33.2 37.6 13.3 39.8 43.9 10.2

45세 32.1 36.2 12.8 28.8 33.0 14.6 35.1 39.0 11.3

50세 27.7 31.6 14.1 24.6 28.6 15.9 30.4 34.3 12.8

55세 23.5 27.2 15.6 20.7 24.3 17.4 25.9 29.6 14.4

56세 22.7 26.3 15.9 19.9 23.5 17.7 25.0 28.7 14.8

57세 21.9 25.4 16.1 19.2 22.6 17.9 24.1 27.8 15.1

58세 21.1 24.6 16.4 18.5 21.8 18.1 23.2 26.8 15.5

59세 20.3 23.7 16.8 17.8 21.0 18.4 22.3 25.9 16.0

60세 19.5 22.9 17.2 17.0 20.2 18.7 21.5 25.0 16.4

61세 18.8 22.0 17.4 16.4 19.4 18.8 20.6 24.1 16.8

62세 18.0 21.2 17.8 15.7 18.6 19.0 19.8 23.2 17.3

63세 17.2 20.4 18.0 15.0 17.9 19.2 18.9 22.3 17.9

64세 16.5 19.5 18.4 14.3 17.1 19.4 18.1 21.4 18.4

65세 15.8 18.7 18.9 13.6 16.3 19.7 17.3 20.5 18.9

70세 12.3 14.9 21.1 10.6 12.8 20.5 13.4 16.3 21.5

75세 9.3 11.4 22.9 8.1 9.7 19.9 10.0 12.4 24.1

80세 6.7 8.4 25.4 6.0 7.1 19.6 7.1 9.0 27.6

2) 은퇴기간  
<표Ⅴ-2> 남자와 여자의 기대여명

(단위 : 년, %)

자료 : 통계청, 2007년 생명표, 2008.12

은퇴 이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자금 추정을 위해서는 은퇴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며, 은퇴 기간의 산출을 위해서는 은퇴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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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대여명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2008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생명표의 기대여명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평균은퇴연령을 58세로 보았으며, 이 경우 은

퇴기간은 58세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21.6년과 26.8년이며, 전체 평

균 24.6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임금상승률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자산 산출을 위해 보험요율 및 연도별 임

금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적용시킬 임금 수준

및 연도별 임금 상승률을 노동부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다.

<표Ⅴ-3> 연도별 임금상승률

(단위: 천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Q

명목임금 1,426 1,543 1,667 1,752 1,947 2,127 2,254 2,404 2,541 2,683 2,778

실질임금 1,733 1,859 1,964 1,984 2,146 2,264 2,316 2,404 2,487 2,560 2,561

실질임금상승률 -9.31 7.31 5.64 0.98 8.16 5.51 2.32 3.77 3.44 2.94 0.03

자료 : 노동부,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표Ⅴ-3>참조), 전년 대비 명목임금상승률 및 실질

임금상승률이 각각 5.27%와 2.94%이며, 1998 ~ 2008년 2분기 사이의 평균 실

질임금상승률이 2.80%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임금상

승률은 2.80%로 가정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4) 투자수익률

실질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생애 보험료 및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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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

간 수익률은 은행연합회, 증권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

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비교 공시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표Ⅴ-4>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운용 수익률

(단위: 억원, %)

DB형 DC형 IRA형 전 체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2006 3,881 4.41 1,931 5.57 536 4.48 6,349 4.80

2007 18,253 4.96 7,036 7.05 2,241 6.93 27,529 5.66

2008. 6 26,476 4.44 11,105 1.70 2,860 1.02 40,441 3.44

자료 : 박진모(2008), 금융기관별 퇴직연금 운용방식 및 수익률 현황, 증권연구원

즉, 2006 ~ 2008년 6월 까지의 DC형 퇴직연금의 실질 운용수익률 평균값인

1.54%를 토대로 생애보험료 및 연간 연금수급액을 산출하였으며, 개인연금의

실질투자수익률은 생명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2.10%로 적용하

였다(<표Ⅴ-4>참조).

 3. 분석대상 및 분석데이터
개별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KLIPS) 1~9차년도 자료27)가 사용되었으며, 실질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데

이터는 노동부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생명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공시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노동패널의 경우 소득을 근로소

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28)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은 시장소득으로, 시장

27) 동일 가구의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 비교를 통한 적정소득대체율 산출을 위

해 한국노동패널의 1차년도(1998년)에서 9차년도(2006)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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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을 합한 것은 경상소득으로, 경상소득에 기타

소득을 합한 것은 총소득으로 정의하여 분석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에서 가구근로소득은 이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1~3

차년도의 경우 월평균 소득으로, 4~9차년도의 경우 연간총소득으로 조사되었

으며,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은 1차 년도에는 월평균으로 2~9차 년도에는 작년

한해의 소득으로 조사가 되어,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조정한 분석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그림Ⅴ-3> 소득의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

시장

소득

경상

소득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

시장

소득

경상

소득

총소득

이와 더불어 여기에서 소득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 소비,

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2005=100)를 이용하여 실질가치로 환산하는 것

으로 하였다. 각 소비함수 추정모형에 따라 가구 소비액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과 가구규모효과를 반영한 소비액의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이용하였다.

28) 노동패널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임금,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시킴)

② 금융소득: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 (금융기관 이자소득, 배당금, 사

채 또는 채권이자 수입, 주식의 매매차익 등)

③ 부동산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

④ 사회보험소득: 사회보험 수급액(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⑤ 이전소득: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친척/친지에게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보조금

⑥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당첨상금 등



112 연구보고서 2009-04

<표Ⅴ-5> 소비함수 추정을 위한 기초통계량

평 균 표준편차 최 대 최 소

연령 50.0976 11.7980 21 87

성별 0.8866 0.3170 0 1

혼인유무 0.9699 0.1708 0 1

광역도시 거주여부 0.5310 0.4990 0 1

가구원수 3.5068 1.2671 1 10

교육수준 4.7418 1.4597 2 9

주택소유 0.6660 0.4716 0 1

소비 172.4967 110.8303 4.8 1811.6

임금소득 216.7709 185.7202 0 4110.1

총소득 346.0704 1338.007 0.2754 133388

이 경우 가구소비함수 추정 시 이용되는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그 밖의 주

요변수들의 주요 기초통계량은 <표Ⅴ-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4.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결과 
가. 적정 소득대체율 산출결과

1) 가구소비함수 추정결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소득변수와 교육수준, 가구원수, 혼인상태,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성별 등 가구특성변수들로 표현된 소비함수를 이용하여

은퇴이후의 가구소비 수준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구규모효과를 반영하

지 않은 소비함수와 가구규모효과를 반영한 소비함수로 구분하여 각각 소비

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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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log       

이 경우 첫 번째 식은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 소비함수식이

며, 두 번째 식의 경우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가구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가구 특성벡터를 나타내는   에는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유무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은

인적자본 축적량(human capital accumulation)에 대해 이차곡선(quadratic)의

형태를 띠고 있다.29) 이에 따라 가구특성변수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가구주 연

령과 가구주 연령의 제곱항도 포함시켜 분석이 이루어졌다.

(1)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함수 추정결과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계소비함수식에 대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

효과모형의 추정결과는 <표Ⅴ-6>과 같다.30) <표Ⅴ-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소득이 가구소비에 현저하게 영향을

29) Mincer(1958)는 교육연수, 근무연수, 건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타요소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인적자본을 반영한 특정 근로자 계층의 연령에 따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연령에 따른 소득분포(age-earning profile)를 나타낸 인적자본

소득함수(human capital earnings function)를 log     로 설

정하고 있다. 여기서 는 교육수준을, 는 근무기간을 나타내며, 는 연령에

따른 소득의 볼록성(concavity)을 파악하기 위해 근무년수의 이차함수형태로 표

시하고 있다.

30) 여기에서는 설정된 패널모형의 추정식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볼 것인가 확률효과

모형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선택은 Hausman Test를 통해 제시하였다. 즉, 고

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방식에 의해 얻어진 각각의 추정치 간에 차이가 없

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해당 가설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 후, 귀무가설이 채

택되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고, 기각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자한

다. Hausman 검증 결과를 보게 되면, 귀무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고정효과 모

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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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연령, 가구원수, 교육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

의 부호를 가지며 소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구소득, 연령, 가

구원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가구주 성별 및 광역도시 거주여부 등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급여차이가 존재하는 현

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이 이미 가구주 성별 변수가 설명하는 바를 설명하였

거나, 선택편의에 의해 자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가구주의 성별

변수에 대한 부호 및 유의성이 모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더미변수로 사용된 은퇴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며 유

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은퇴자 가구의 소비수

준이 비은퇴자 가구의 소비수준 보다 더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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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6>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 (Ⅰ)

log(소비)
모형 1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log(총소득)
0.3821 ***

(0.0044)

0.1148 ***

(0.0045)

가구주 연령
0.0675 ***

(0.0023)

0.0356 ***

(0.0014)

(가구주 연령)2 -0.0005 ***

(0.0000)

-0.0003 ***

(0.0000)

성별 (남성=1)
0.0157

(0.0133)

0.0778 ***

(0.0074)

교육수준
0.0673 ***

(0.0056)

0.6815 ***

(0.0019)

광역도시 거주여부 (거주=1)
0.0010

(0.0119)

0.0309 ***

(0.0046)

결혼유무 (결혼=1)
-0.0513 **

(0.0200)

0.0452 ***

(0.1330)

주택소유여부 (소유=1)
0.0151 ***

(0.0050)

0.0278 ***

(0.0043)

가구 구성원수
0.0079 ***

(0.0021)

0.3920 ***

(0.0018)

은퇴여부 (은퇴=1)
-0.0282 ***

(0.0079)

-0.0716 ***

(0.0073)

상수항
-0.2941

(0.0675)

0.3957

(0.0381)

R-squared 0.0327 0.5448

Hausman Test  = 1849.25 (p-value = 0.0000)

주 :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한 소비함수의 추정결과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 요소는 가구의 규모효과

이다. 즉, 가구원수가 작은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와 비교할 경우 1인당

소득 및 소비가 높지만 가구의 총소득 및 소비규모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상이한 가구규모 사이

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게 되는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이다. 예를 들어

가구 의 총소득과 가구 구성원수를 각각  와  로 나타낼 경우, 가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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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원 에 대해서 조정된 소득()은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규모효과(economies of scale)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탄력성(equivalence elasticity)을 의미한다. 이 0인 경우 가구 구성원의

증가로 인한 가구 내 추가적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정하여 가

구규모 조정 후의 소득이 조정 이전의 가구소득과 동일함을 나타내며, 1의 값

을 가지는 경우 규모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가구 규모를 반영한 소

득은 1인당 소득과 동일함을 나타낸다. 즉,  값이 작을수록 소비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짐을 나타낸다.

McClements(1977)의 경우 어른과 아이별로, 그리고 자녀의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값을 할당하여 동등화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의 경우

0.61을, 배우자의 경우 0.39의 값을, 가구 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성인의

경우 0.46과 0.42의 값을 0~1세, 2~4세, 5~7세, 8~10세, 11~12세, 13~15세,

16~18세의 자녀에게는 각각 0.09, 0.18, 0.21, 0.23, 0.25, 0.27, 0.36의 값을 부여

하여 가구구성원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Citro and Michael(1995)의 경

우는 가구 내 어른의 수()와 아이의 수()를 고려하여, 위에서 정의된 균

등화 지수인  
 에 해당하는  를        

로 정

의하고 있다.

또한,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OECD 균등화 지수를 살펴보면, 1982년 OECD

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수(Oxford Scale)의 경우 가구주, 추가적인 성인, 자녀

마다 각각 0.7, 0.5, 0.3의 값을 부여하고 있으며, 1994년 Haagenars에 의해 처

음 제시되어 이용되고 있는 OECD 수정지수(modified scale)의 경우는 가구

주, 추가 성인 구성원, 자녀에게 각각 1, 0.5, 0.3의 값을 부여하여 산출하고

있다. 국가 간 소득 불평등도 및 빈곤에 관한 비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최

근 OECD 연구들에서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어서 사용하

게 된다(<표Ⅴ-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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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7> 주요 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Mc

Clements

Citro and

Michael
Oxford

OECD

수정지수
제곱근지수

성인 1명 0.61 0.62 0.59 0.67 0.71

성인 2명 1.00 1.00 1.00 1.00 1.00

성인 2명, 자녀 1명 1.23 1.23 1.29 1.20 1.22

성인 2명, 자녀 2명 1.46 1.45 1.59 1.40 1.40

성인 2명, 자녀 3명 1.69 1.65 1.88 1.60 1.56

성인 1명, 자녀 1명 0.84 0.89 0.88 0.87 1.00

성인 1명, 자녀 2명 1.07 1.14 1.18 1.07 1.22

성인 1명, 자녀 3명 1.30 1.36 1.47 1.27 1.41

주 : 1) McClements 지수의 경우 자녀의 연령대별, 주거비용 전․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나, 본 표에서는 주거비용전 그리고 평균자녀연령대(8~10세)
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임

2) 가구원수에 따른 지수 간 상대적 비교를 위해, 성인 2명(부부)을 기준으
로 각 지수의 값을 조정함

자료 : Jonathan Bradshaw, A New Equivalence Scale, Minimum Income
Standards Working Paper를 수정 보완함

이에 여기에서는 가구규모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OECD 수정 지수(   )를 이

용하여 아래와 같은 가구 내 규모효과를 반영한 소비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log       log              

가계소비함수식에 대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대한 Hausman 검

증 결과를 보게 되면, 귀무가설          이 기각됨에 따라 고정

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추정결과(<표Ⅴ-8>참조), 가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함수식과 동일하게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교육수준, 소득이

가구소비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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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8>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 (Ⅱ)

log(소비)
모형 2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log(총소득)
0.0327***

(0.0045)

0.1142***

(0.0045)

가구주 연령
0.0607***

(0.0023)

0.0328***

(0.0014)

(가구주 연령)
2 -0.0004***

(0.0000)

-0.0003***

(0.0000)

성별 (남성=1)
-0.0689***

(0.0013)

0.4012***

(0.0071)

교육수준
0.0665***

(0.0058)

0.0665***

(0.0018)

광역도시 거주여부 (거주=1)
0.0038

(0.0123)

0.0287***

(0.0045)

결혼유무 (결혼=1)
-0.1902***

(0.0204)

-0.0484***

(0.0127)

주택소유여부 (소유=1)
-0.0071

(0.0052)

0.0240***

(0.0042)

은퇴여부 (은퇴=1)
-0.0124

(0.0081)

-0.0611***

(0.0073)

상수항
-0.1182

(0.6968)

0.5006

(0.0375)

R-squared 0.0064 0.4042

Hausman Test  = 17466.73 (p-value = 0.0000)

주 :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남.

이는 첫째, 가구소득, 연령, 교육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지

며 소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구소득, 연령, 교육수준이 증

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광역도시 거주여부,

주택소유, 은퇴여부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고 있지 않

다. 셋째,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함수에서 소비에 유효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던 가구주 성별 변수의 경우, 가구 규모효과를 고려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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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퇴가구의 적정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은퇴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해, 앞서 도출된 은퇴자 비은퇴자를

모두 포함한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하여 가구소비의 추정치를 구한 후, 동일 가

구의 은퇴 전․후 소비 비율을 통해 적정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Ⅴ

-9>와 같다.

<표Ⅴ-9> 적정소득대체율 산출결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모형1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1.0428 0.3918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495 0.3624

모형2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0.9813 0.4024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147 0.4178

가계 소비함수의 회귀선 상의 값으로 은퇴 전․후 소득과 소비가 파악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비의 추정치를 구한 후, 은퇴 전 소비대비 은퇴 이후

소비비중 및 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이후 소비 비중을 통해 <표Ⅴ-9>와 같

은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 은퇴 이후의 가구소비 추정치를 통해 산

출된 적정 소득대체율은 61.47%~64.95%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실질 소득대체율 산출결과

실질 소득대체율 산출모형 상의 생애보험료 산출식과 투자수익률, 임금상승

률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생애연금자산을

산출한 결과는 <표Ⅴ-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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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0>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자산 산출결과

 (단위: 천원)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78,803 125,593 100,153 168,062 123,862 218,715

<표Ⅴ-10>에서 보면 개인연금에 매월 20만원씩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

퇴직전 개인연금 자산은 가입기간에 따라 7,880 ~ 12,38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연금 자산규모는

12,559 ~ 21,871만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Ⅴ-11>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월수급액 산출결과

 (단위: 천원)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351 525 446 702 552 914

주 : 가입기간 만료 후 연금자산총액을 은퇴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연금으로 환산

한 공식은 연금자산총액           이 적용됨. 여기서 r은 이자율, n

은 기대여명임.

이제 실질 소득대체율을 산출하기 위해 <표Ⅴ-10>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은

퇴기간(은퇴이후부터 사망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수급하게 되는 연금액과 은퇴

이전의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수지상

등 원칙을 적용하는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을 가정하는 경우 생애연금자산과

동일한 현재가치를 가지는 연간 연금액은 <표Ⅴ-11>와 같이 산출된다.

<표Ⅴ-11>에서 보면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연간 수급액이

35~5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으로 은퇴기간 동안 매년 수

급하게 되는 금액은 52~9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산출된 연간 수

급액을 은퇴 이전의 급여수준(은퇴직전 3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Ⅴ-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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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2> 실질소득대체율 산출결과

(단위 : %)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6.3 9.4 7.0 11.0 7.5 12.5

15.8 18.0 20.0

산출결과, 개인연금 가입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6.3 ~

7.5%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의 경우는 9.4 ~

1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으로 인해 근

로자들이 은퇴 이후 현실적으로 시현할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15.8 ~

20.0%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분석상의 시사점
지금까지 적정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에 의한 적정 소득대체율은 64.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기간

(연금가입기간)을 35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47.5%(개인연금 포함시 총 실질소득대체율은 55%)에 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패널데이터상의 표준근로소득자가 퇴직 후 평균기대여명 동

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해 시현할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

율은 근로기간(연금가입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18%, 근로기간(연금가

입기간) 35년 가정시에는 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 35

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적정소득대체율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차이인 45%는 공적연금에서 보전하여야 하지만 고

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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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에 훨씬 못 미치는 12.5%에 그치고 있어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

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제외

하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5%(35년 기준)과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5%

를 합하더라도 겨우 47.5% 수준이어서 국제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사연금

실질소득대체율(60~70%)에 비해 약 12.5~22.5%이 미달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결국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에 의한 노후소득보장효과는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

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가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체

계에 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Ⅴ-4>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표준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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