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전망 결과

본 장에서는 전망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자산, 부채, 그리고 생활

비에 대해 일반회귀에 의해 산출된 계수들과 능형회귀에 의해 산출된 계수들을 비교

하고 어떤 설명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2절에서는 능형회귀와 일

반회귀의 정확성을 비교한다. 먼저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계산하고 Cross Validation에 의해 추정의 정확성을 비교한다. 또한 

실제 전망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회귀 방법에 의한 순자

산 크기를 비교해 본다. 3절에서는 능형회귀를 통하여 은퇴 시점에서의 자산과 소비

(생활비)를 실제로 전망하고 순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을 산출한다.

1. 모형계수 비교

모형의 설명변수에 인터렉션 항들을 추가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추정계수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표 Ⅲ

-1>에서 성별의 계수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남자가 더 작은 종속변수의 값을 가

질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성별과 관련된 인터렉션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면 양의 값이 

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인터

렉션 항들을 추가하였다.

설명변수들의 계수들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능형회귀계수들의 절대크기가 일반

회귀계수들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계수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분산은 낮추고 편향

은 높이려는 능형회귀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능형회귀의 이론에 의하면 가 

커지면 계수의 크기는 작아지고 가 작아지면 계수의 크기는 커진다. 실제로 <그림 

Ⅲ-1>~<그림 Ⅲ-4>와 같이 가 커질수록 계수는 수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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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에 따른 설명변수계수 값 변화: 종속변수 - 금융자산 

<그림 Ⅲ-2> 에 따른 설명변수계수 값 변화: 종속변수 - 비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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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에 따른 설명변수계수 값 변화: 종속변수 - 부채

<그림 Ⅲ-4> 에 따른 설명변수계수 값 변화: 종속변수 –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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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CV(Cross Validation)를 사용하여 추정 오차(MSE: Mean Square Error)가 최

소화되는 값으로 결정되었다. 최적화된  값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 그리고 

생활비의 경우 각각 7.9, 1.84, 204.2, 0.18로 나타났다. 부채에 대한  값이 상당히 크

게 나타났으나 실제 일반회귀(OLS)와 비교한 결과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설명변수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경우 근로소득, 근로소득 : 교육이 주요 

변수로 나타났고 비금융자산의 경우 근로소득, 배우자, 성별 : 배우자, 연령 : 근로소

득, 근로소득 : 배우자, 그리고 근로소득 : 교육이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에는 근로소득 : 교육 및 근로소득 : 추세가 주요변수로 나타났고 생활비의 경우에는 

연령, 연령제곱, 근로소득, 근로 외 소득, 가구원 수, 배우자, 교육, 연령 : 가구원 수, 

연령 : 배우자, 연령 : 교육, 그리고 근로소득 : 교육 등이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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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 생활비

Ridge OLS Ridge OLS Ridge OLS Ridge OLS

상수 2412.1 6822.0 544.9 -9315.0 6095.0 -2511.0 -33.8 -51.3

성별(남자=1) -741.0 -1087.0 10587.4 14440.0 -783.0 506.5 -52.1 -48.4

연령 -55.7 -306.9 523.0 930.1 -66.7 267.3 6.6 7.6**

연령제곱 1.1 5.6* -2.3 -6.2 -0.4 -2.9 -0.2 -0.2***

근로소득 0.6 0.7** 5.6 6.8*** -0.4 -1.4* 0.0 0.0***

근로 외 소득 － － － － － － -0.0 -0.0**

가구원 수 － － － － － － -33.6 -33.6***

배우자(유=1) -2653.5 -3988.0* -25517.9 -29300.0** 167.6 1333.0 -195.2 -199.2***

교육(대졸=1) -165.6 -33.2 -16873.6 -19560.0* -378.9 2614.0 -146.4 -146.0***

추세 -3.6 31.5 1709.2 2122.0* 135.3 950.7* -0.7 -0.8

인터렉션 변수 － － － － － － － －

성별 : 연령 19.2 26.6 -281.7 -428.8 -8.8 -62.6 1.8 1.6

성별 : 연령제곱 0.0 -0.01 3.9 5.2 0.2 0.7 -0.0 -0.0

성별 : 근로소득 0.1 0.1* -0.3 -0.3 0.2 0.3* 0.0 0.0***

성별 : 배우자 -687.1 -636.2* -4412.2 -4408.0** -604.3 -680.6 3.8 3.8

성별 : 교육 -207.7 -181.1 -1060.7 -1173.0 -446.7 -538.1 3.2 3.1

성별 : 추세 5.1 8.6 -173.6 -182.5 -53.9 -73.9 -1.2 -1.2*

연령 : 가구원 수 － － － － － － 1.6 1.6***

연령 : 근로소득 -0.0 -0.0 -0.2 -0.3*** 0.0 0.0 -0.0 -0.0

연령 : 그 외 소득 － － － － － － 0.0 0.0

연령 : 배우자 95.0 152.0* 516.2 647.1 -1.1 -38.2 8.4 8.6***

연령 : 교육 -66.5 -75.5 585.5 700.8* 18.0 -96.8 5.7 5.7***

연령 : 추세 -0.5 -2.2 -58.5 -75.7 0.0 -31.3 0.2 0.2

근로소득 : 배우자 0.0 0.0 1.6 1.6*** 0.2 0.3 -0.0 -0.0

근로소득 : 교육 0.2 0.2*** 0.9 0.9*** 0.3 0.3*** 0.0 0.0***

배우자 : 교육 468.7 498.8 792.0 845.2 -97.4 -63.0 -1.7 -1.6

⋮ ⋮ ⋮ ⋮ ⋮ ⋮ ⋮ ⋮ ⋮
주: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0.1%를 나타냄

<표 Ⅲ-1> 설명변수의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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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형회귀와 일반회귀에 의한 정확성 비교

먼저 모형에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설명변수들 사이에 다중

공선성이 높으면 모형의 계수가 높게 계산되어 변수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큰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

산하여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분산팽창계수 VIF는 

 






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결정계수로

∼       ⋯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가 다른 설명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가 1에 

가까워지면  값은 매우 커지게 된다.

실제 데이터를 계산해보면 <표 Ⅲ-2>와 같이 설명변수들 간 분산팽창계수가 대부

분 10보다 훨씬 크므로 다중공선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회귀

보다 능형회귀를 사용하면 설명변수들의 과대평가된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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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분산팽창계수(VIF)

단독변수 분산팽창인수 인터렉션 변수 분산팽창인수

성별(남자=1) 372.8 성별 : 연령 1708.9

연령 3113.8 성별 : 연령제곱 771.9

연령제곱 8467.2 성별 : 소득 20.3

소득 445.7 성별 : 배우자 9.6

주택소유(소유=1) 303.0 성별 : 교육 16.1

배우자(유=1) 288.6 성별 : 추세 30.4

교육(대졸=1) 343.7 연령 : 소득 1755.3

추세 320.3 연령 : 배우자 1418.1

－ － 연령 : 교육 1202.9

－ － 연령 : 추세 2593.5

－ － 소득 : 배우자 30.3

－ － 소득 : 교육 6.3

－ － 배우자 : 교육 15.6

－ － ⋮ ⋮

이제 능형회귀와 일반회귀 추정결과 값의 정확성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비교는 

5-fold Cross validation(CV)을 이용하고 정확성은 MSE로 계산한다. CV는 통계적 

분석 결과를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가 아닌 독립적인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추정모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5-fold CV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록>에서 설

명하였다.

<표 Ⅲ-3>과 같이 종속변수를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 그리고 생활비로 한 각

각의 경우에서 능형회귀로부터 계산된 MSE 값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으나 일

반회귀모형으로부터 계산된 MSE 값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 능형회귀모형의 정확성이 

일반회귀모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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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MSE에 의한 정확성 비교 

종속변수 능형회귀(R) 일반회귀(O) 차이(R-O)

금융자산      40,572,314     40,731,360    -159,046

비금융자산 1,070,938,910 1,072,398,187 -1,459,277

부채    184,303,419   185,212,519    -909,100

생활비(연)             6,897            6,907           -10

주: 100회 반복 5-fold CV 결과

5-fold CV 테스트로부터 능형회귀모형의 정확성이 일반회귀모형보다 높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제로 두 모형 간 전망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순자산을 비

교해 본다. <표 Ⅲ-4>와 <표 Ⅲ-5>와 같이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모두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9)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두 모형 간의 차이는 0.2% 이

내이고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2% 이내로 능형회귀모형의 결과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순자산 전망액 비교: 1차 베이비부머
(단위: 만 원)

구분 2017년: 54~62세 2019년: 56~64세

능형회귀 35,397 36,444

일반회귀 35,337 36,379

능형회귀-일반회귀 60(0.17%) 65(0.18%)

주: 1) 2017년 기준 현가

      2) 괄호 = [(능형회귀 - 일반회귀) / 능형회귀] × 100

9) 1, 2차 베이비부머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망 결과 33

<표 Ⅲ-5> 순자산 전망액 비교: 2차 베이비부머

(단위: 만 원)

구분
2017년:
43~49세

2021년:
47~53세

2026년:
52~58세

2031년:
57~63세

능형회귀 28,530 29,765 31,088 32,933

일반회귀 28,444 29,499 30,618 32,358

능형회귀-일반회귀 86(0.3%) 266(0.9%) 470(1.5%) 575(1.7%)

주: 1) 2017년 기준 현가

      2) 괄호 = [(능형회귀 - 일반회귀) / 능형회귀] × 100

3. 은퇴 시 자산 및 소비 전망 결과

자산과 소비의 전망은 능형회귀모형 식 (2)를 사용한다. 모형에 의한 전망 후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에 대해 각각 은퇴 시점의 자산과 소비 수준이 어느 정

도인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 먼저 물가와 금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물가와 금리

에 대한 가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망 결과가 2020년까지 있으므로 2020년 이후의 가정은 2020년의 전망치가 동일하

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표 Ⅲ-6> 참조).

<표 Ⅲ-6> 물가 및 금리 가정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물가 1.6 1.8 1.8 1.9

금리 1.7 2.3 2.5 2.5

주: 금리는 국고채 3년 만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물가 전망 결과를 현가계산에 적용하면 은퇴 시점에서의 순자산은 1차 베이비부머

가 2차 베이비부머보다 2017년 기준의 현가로 3천 5백만 원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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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의 소비는 2차 베이비부머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2017년 현가로 대략 연 4

백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50세 가구의 순자산은 2017년 현가 기준으로 평균 3억 5천 

953만 원에서 55세에 3억 1천 111만 원으로 감소한 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60세에

는 3억 6천 43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순자산을 소득별로 구분11)하면 소

득이 높을수록 순자산도 많고 순자산 차이는 1분위층과 2분위층과의 차이보다 2분위

층과 3분위층과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가구주인 경우, 배우자가 있

는 가구주의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순자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5> 참조).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50세 가구의 순자산은 2017년 현가 기준으로 평균 2억 9천 

799만 원에서 60세 3억 2천 976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부머와 마찬가지로 남자가구주인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

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의 순자산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하면 순자산의 크기는 2차 베이비부머 가구주에서 더 낮게 전

망되었다(<그림 Ⅲ-6> 참조). 

10) 본 연구에서 전망한 자산과 생활비 크기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기에는 연령대와 시점이 다

르므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순자산이 양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망

하였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 전망한 가구 순

자산은 2031년 60세 시점에서 3억 3천만 원인데 비해 김재호 외(2014)는 2030년 65세 이

상 연령에 대해 2억 2천 5백만 원으로 전망함. 김재호 외(2014)의 결과는 한국노동패널 

2차(1998년)~15차(2011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하였고 전망 시점도 3~4년 전이었으

므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음. 재정패널을 통한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은 조현승 외(2015)

의 연구에서 2015년 2억 9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남. 한편, 생활비는 본 연구에서는 2019

년 60세 월 약 3백 2십만 원으로 전망한 데 비해 심현정(2017)이 제시한 은퇴 전후 소비 

지출액은 2백 3십만 원~2백 7십만 원임

11) 소득은 3분위, 2분위, 1분위로 명하였음. OECD에서는 2분위층을 중앙소득액의 50%~150%

로 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가구들 중 소득이 33.3%~66.6%에 해당하는 비율

로 정하였음. 또한 각 연령에서의 소득을 구분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전 연령에 대한 소

득 구분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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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순자산 전망 결과: 1차 베이비부머
(단위: 만 원)

 주: 1) 2017년 기준 현가

       2) 56~64세의 순자산은 전망 값이고 나머지 연령대의 순자산은 실제데이터 평균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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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순자산 전망 결과: 2차 베이비부머
(단위: 만 원)

 주: 1) 2017년 기준 현가

   2) 전 연령대의 순자산 모두 전망 값임

가구의 총생활비 전망 결과를 2017년 기준 현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45세 가구주는 대략 연 3,820만 원에서 50세 4,224만 원으

로 증가하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낮아져 60세에 3,889만 원에 도달하였다. 남자 가구

주의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총생활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7> 참조).



전망 결과 37

<그림 Ⅲ-7> 총생활비(연) 전망 결과: 1차 베이비부머
(단위: 만 원)

 주: 1) 2017년 기준 현가

   2) 56~64세의 순자산은 전망 값이고 나머지 연령대의 순자산은 실제데이터 평균 값임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1차 베이비부머와 마찬가지로 남자 가구주인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총생활비가 높았다. 1차 베이비부머보다 2차 베이비부머의 총생활비가 높게 나타

났다(<그림 Ⅲ-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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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총생활비(연) 전망 결과: 2차 베이비부머
(단위: 만 원)

 주: 1) 2017년 기준 현가

   2) 전 연령대의 순자산 모두 전망 값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부동

산 자산 비율이 너무 높으면 자산의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늘

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가구 순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

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50세 가구주의 금융자산 비율은 11%에서 55세 16%로 증가

하고 그 이후 1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가구주의 경우, 소득이 높

은 가구주의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의 경우가 금융 자산 비율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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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의 경우는 은퇴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금

융자산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 참조).

<표 Ⅲ-7> 순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 1차 베이비부머
(단위: %)

구분 46~54세 51~59세 54~62세 56~64세

전체 11.1 15.9 14.7 14.9

성별
남 11.3 15.8 14.8 14.9

여 9.8 16.2 14.2 14.8

3분위 11.7 18.0 15.6 15.8

소득 2분위 10.5 14.0 14.3 14.4

　 1분위 11.0 13.8 14.0 14.3

배우자
유 11.2 16.0 14.6 14.8

무 10.8 13.8 15.9 16.6

교육
대졸 이상 10.5 16.5 15.2 15.4

대졸 미만 11.5 15.6 14.5 14.7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융자산 비율이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보

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 비율이 40대 중반 가구주의 경우는 16%에서 60세 20%로 

점차 높아졌다.12) 남자 가구주인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는 금융자산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융자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Ⅲ-8> 참조). 전반적으로 보면 은퇴연령에 가

까워질수록 금융자산 비율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13) 하지만 1, 2

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점이 되어도 부동산 자산의 구성이 매우 높고 금융 자산의 

비중이 낮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20%를 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12)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비중은 23%로 조사되어 본 연

구의 패널데이터 분석과는 차이가 있음

13) 미국과 일본도 금융자산 비중이 연령에 따라 높아짐(오승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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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를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주택연금과 같은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Ⅲ-8> 순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 2차 베이비부머
(단위: %)

구분 43~49세 47~53세 52~58세 57~63세

전체 16.2 17.9 19.4 19.9

성별
남 16.6 18.2 19.7 20.1

여 13.6 14.9 16.5 17.5

3분위 16.6 18.0 19.6 20.1

소득 2분위 16.4 18.3 19.7 20.3

　 1분위 15.5 17.3 18.6 19.0

배우자
유 16.1 17.7 19.1 19.6

무 17.6 20.1 22.8 24.2

교육
대졸 이상 16.1 17.6 19.0 19.5

대졸 미만 16.4 18.2 19.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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