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노후생활비를 위한 은퇴 시점의 자산 
적정성 분석

본 장에서는 은퇴 이후 근로 소득(또는 자영업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은퇴 시점

에서의 자산 적정성을 분석한다. 자산 적정성 분석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생활비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적용해 본

다. 은퇴 시점은 근로자 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은

퇴 시점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60세를 은퇴 시점으로 정한다.

본 장은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1절에서는 은퇴 시점에서의 순자산 및 은퇴 후

의 사회보험소득,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전망 결과와 가정들에 대해 설명한다. 2절에

서는 은퇴 시점의 순자산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인 자산 고갈 연령을 

산출한다. 3절에서는 은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사망 시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추가로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노후생활비 

부족분을 계산한다. 4절에서는 본 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1. 분석을 위한 순자산, 사회보험소득,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전망 결과 및 가정

가. 순자산 및 사회보험료

자산 적정성은 은퇴 시점의 순자산에서 매년 지급 받는 사회보험소득을 더하고 매

년 발생하는 생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잔여 순자산을 산출한다.14)

14) 미래에 대한 자산(금융, 비금융)과 부채는 <표 Ⅲ-6>의 금리전망에 따라 2017년 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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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은 전망모형인 능형회귀모형을 바탕으로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

에 대해 각각 은퇴 시점으로 전망한 가계 특성15)별 결과를 사용한다.

사회보험소득도 능형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전망한 가계 특성별 결과를 사용한다. 

사회보험소득은 기초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그 외에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보조금, 양육수당, 출

산장려금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소득이 국민연금이므로 

사회보험소득 개시 시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으로 정한다. 즉, 1차 베이비부머

의 경우 사회보험소득의 평균 개시 시점은 62세이므로 62세의 사회보험소득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사회보험소득의 평균 개시 시점

은 65세이므로 65세의 사회보험소득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회보험소

득 중 국민연금의 경우 회귀모형으로는 국민연금이 성숙함에 의한 수급액의 증가분

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회귀모형에 의해 산출된 결과에 GDP 대비 전망 연도의 국민연

금급여액 비율을 곱하여 연금급여액을 산출한다.

나. 생활비

생활비는 총 4가지 가정을 사용한다. 최저 생계비 가정(가정 1), 패널데이터에 의

한 생활비 전망 결과(가정 2와 가정 3), 그리고 소득대체율 70% 가정(가정 4)이다. 패

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전망은 능형회귀모형을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시 생활비가 

은퇴 후에 감소하는 경우(가정 2)와 은퇴 시점부터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정 3)

로 구분한다. 소득대체율 70%를 사용한 이유는 OECD에서 70%를 적정 소득대체율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이다. 4가지 가정 중 

아래의 가정 2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 

외에는 매년 동일 금액이 지출된다고 가정한다.

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이후 매년 2.5%만큼 증가하고, 사회보험소득과 생활비는 물가

전망에 따라 2017년 1.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이후 매년 1.9%만큼 증가하는 것으

로 가정함

15) 가계 특성은 성별, 소득계층별, 배우자 유무별, 그리고 교육수준별 특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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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1: 최저 생계비 가정(부부: 월 174만 원, 1명 기준: 104만 원)16)(생활비 고정)

  ⋅가정 2: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의 생활비 전망(연

령별 생활비 변화)

  ⋅가정 3: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퇴 시점의 생활비 전망(생활비 고정)

  ⋅가정 4: 은퇴 시점 근로소득(또는 자영업소득)의 70%를 생활비로 가정(생활비 

고정)

가정 1, 가정 3, 가정 4에 따른 생활비는 <표 Ⅳ-1>과 같다. 가정 2의 생활비는 <표 

Ⅳ-2>와 <표 Ⅳ-3>에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비록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1

차 베이비부머보다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가정 3과 가정 4의 생활비 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OECD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70%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나라 노후 생활비는 OCED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6)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17), “50대 이상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237만 원, 개인 

1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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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3가지 가정별 생활비 비교
(단위: 만 원, 만 원/연, 배)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가정 1 가정 3 가정 4 가정 1 가정 3 가정 4

전체 1,969 3,889 3,883 1,969 4,025 4,491

성별
남자 1,969 4,113 4,087 1,969 4,132 4,656

여자 1,969 2,251 2,044 1,969 3,203 3,222

소득

3분위 1,969 4,976 4,840 1,969 4,596 5,425

2분위 1,969 3,819 3,898 1,969 4,150 4,589

1분위 1,969 2,872 2,912 1,969 3,330 3,461

배우

자

유 2,088 4,153 4,166 2,088 4,242 4,768

무 1,248 2,175 2,052 1,248 2,227 2,200

교육
대졸 이상 1,969 5,208 5,092 1,969 4,394 5,130

대졸 미만 1,969 3,526 3,551 1,969 3,721 3,966

주: 1) 가정 4의 경우 근로소득(또는 자영업소득)을 능형회귀모형에 의해 전망한 결과에 70%를 곱하여 산출함

 2) 가정 1의 경우 2차 베이비부머의 부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이 1차 베이비부머와 동일하다고 가 

정함

 3) 2017년 기준 현가

가정 2와 가정 3의 차이는 가정 3에서는 은퇴 시점에서의 생활비를 전망하고 생활

비가 은퇴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반면 가정 2에서는 은퇴 이후도 생활

비 전망 결과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망 결과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최저생계비로 대체한다. <표 Ⅳ-2>는 1차 베이비부머의 생활비 변화를, <표 

Ⅳ-3>은 2차 베이비부머의 생활비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2차 베이비부머의 

생활비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 시점부터 생활비가 감소

하나 75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작아지거나(1차 베이비부머)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

로(2차 베이비부머) 나타난다. 75세 이후에는 의료비 등으로 인한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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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생활비 변화(가정 2) – 1차 베이비부머
(단위: 만 원/연)

구분
2019년 2024년 2029년 2034년 2039년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전체 3,889 3,225 2,900 2,693 2,683

성

별

남자 4,113 3,369 3,019 2,790 2,769 

여자 2,251 1,927 2,088 2,089 2,088

소

득

3분위 4,976 4,183 3,748 3,441 3,349

2분위 3,819 3,120 2,786 2,566 2,563

1분위 2,872 2,372 2,168 2,089 2,136

배

우

자

유 4,153 3,437 3,076 2,836 2,808

무 2,175 1,855 1,765 1,763 1,869

교

육

대졸 이상 5,208 4,377 3,934 3,632 3,574

대졸 미만 3,526 2,909 2,616 2,434 2,438

주: 2017년 기준 현가

<표 Ⅳ-3> 생활비 변화(가정 2) – 2차 베이비부머
(단위: 만 원/연)

구분
2031년 2036년 2041년 2046년 2051년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전체 4,025 3,561.7 3,218.3 3,081.1 3,182.0 

성

별

남자 4,132 3,652.0 3,295.4 3,151.7 3,255.2 

여자 3,203 2,867.8 2,625.7 2,537.9 2,619.0 

소

득

3분위 4,596 4,079.0 3,694.2 3,543.0 3,649.7 

2분위 4,150 3,661.9 3,286.0 3,106.8 3,186.9 

1분위 3,330 2,945.4 2,672.2 2,593.8 2,709.4 

배

우

자

유 4,242 3,747.9  3,377.1 3,222.0 3,318.7 

무 2,227 2,022.6  1,905.9 1,916.3 2,051.5 

교

육

대졸 이상 4,394 3,903.6  3,543.1 3,405.6 3,530.6 

대졸 미만 3,721 3,280.4  2,951.1 2,814.0 2,895.1 

주: 2017년 기준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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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망 결과 요약

능형회귀에 의한 순자산, 생활비, 그리고 사회보험소득 전망 결과를 가구 특성별로 

요약하면 <표 Ⅳ-4>과 <표 Ⅳ-5>와 같다. 1차와 2차 베이비부머를 비교하면 사회보

험소득을 차감한 생활비 대비 순자산 비율이 2차 베이비부머가 전반적으로 낮게 산

출되었다. 또한 가구주가 남자인 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가 생활비 대비 자산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적정성은 예상과 달리 소득 1분위가 2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생활비 대비 순자산이 1분위가 높고 사회보험소득도 소득 1분위가 2분위보다 

더 높거나(1차 베이비부머) 차이가 작기(2차 베이비부머)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소득의 크기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2차 베이비부머의 사회보험소득이 1

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이 낮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소득 2분위의 사회보험소득이 1분위보다 낮은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계량적 전망 방법의 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자산 및 생활비와 회귀

분석에 의한 전망 결과를 비교해 보면 60세 기준으로 순자산은 2015년 실제값, 1차 

베이비부머,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각각 32,829만 원, 36,444만 원, 32,933만 

원이고, 연 단위 생활비는 각각 3,272만 원, 3,889만 원, 4,0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값들은 2017년 현재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2차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은 1차 베이비부

머 보다 낮고 현재 순자산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비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 소득계층,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과 같은 특성에 따른 비교는 <부록 표 

Ⅲ-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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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순자산, 생활비, 사회보험소득 전망

- 1차 베이비부머(2019년 56~64세 평균)
(단위: 만 원, 만 원/연, 배)

구분 순자산
생활비
(연)

사회보험소득
(연) 생활비사회보험소득

순자산

전체 36,444 3,889 419 10.5

성별
남자 38,014 4,113 441 10.4

여자 22,299 2,251 314 11.5

소득

3분위 44,480 4,976 511 10.0

2분위 34,063 3,819 359 9.8

1분위 30,790 2,872 391 12.4

배우

자

유 38,701 4,153 432 10.4

무 21,816 2,175 331 11.8

교육
대졸 이상 53,022 5,208 632 11.6

대졸 미만 31,881 3,526 355 10.1

주: 2017년 기준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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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순자산, 생활비, 사회보험소득 전망 - 2차 베이비부머

(2031년 57~63세 평균)
(단위: 만 원, 만 원/연, 배)

구분 순자산
생활비
(연)

사회보험소득
(연) 생활비사회보험소득

순자산

전체 32,933 4,025 648 9.8

성별
남자 33,602 4,132 713 9.8

여자 27,789 3,203 454 10.1

소득

3분위 40,479 4,596 898 10.9

2분위 30,787 4,150 572 8.6

1분위 27,509 3,330 503 9.7

배우

자

유 34,571 4,242 656 9.6

무 19,390 2,227 581 11.8

교육
대졸 이상 40,395 4,394 876 11.5

대졸 미만 26,792 3,721 473 8.2

주: 2017년 기준 현가

전망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생활비 대비 순자산의 비율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표 Ⅳ-6>과 같이 실제 결과가 <표 Ⅳ-4>과 <표 Ⅳ-5>의 전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실제 결과인 <표 Ⅳ-6>에서도 생활비 대비 순자산의 비율은 

1분위가 항상 가장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순자산 대신 총소득을 

사용한 결과를 보면 생활비 대비 총소득의 비율은 1분위에서 3분위로 변함에 따라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비 대비 총소득 비율과 소득계

층에 따른 생활비 대비 순자산의 비율의 크기 순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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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은퇴 시점(60세)에서의 생활비 대비 총소득(B/A) vs. 생활비 대비 순자산(C/A)
(단위: 만 원, 배)

연도 소득계층 연생활비(A) 연총소득(B) 순자산(C) B/A C/A

2013

고 4,310   9,382 47,939 2.2 11.1

중 2,912   4,712 26,980 1.6  9.3

저 1,801   2,266 21,956 1.3 12.2

2014

3분위 4,545 10,278 46,047 2.3 10.1

2분위 3,070   4,932 27,411 1.6  8.9

1분위 1,915   2,477 21,302 1.3 11.1

2015

고 4,521 10,086 46,204 2.2 10.2

중 3,132   5,099 29,906 1.6  9.5

저 1,992   2,565 20,666 1.3 10.4

주: 1) 연도별 56~64세 평균 값(경상가)
    2) 소득분위는 연도별 56~64세에 대한 통계만을 사용하여 구분함 

지금까지의 설명을 기초로 2절과 3절에서 설명할 자산 적정성 분석 방법을 구분하

면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산 고갈 연령 

   가. 생활비 가정 1(최저 생계비 가정: 생활비 고정)

   나. 생활비 가정 2(패널데이터에 의한 전망: 생활비 변화)

   다. 생활비 가정 3(패널데이터에 의한 전망: 생활비 고정)  

   라. 생활비 가정 4(소득의 70%로 가정: 생활비 고정)

2. 노후 생활비 부족액

   가. 생활비 가정 1(최저 생계비 가정: 생활비 고정)

   나. 생활비 가정 2(패널데이터에 의한 전망: 생활비 변화)

   다. 생활비 가정 3(패널데이터에 의한 전망: 생활비 고정)  

   라. 생활비 가정 4(소득의 70%로 가정: 생활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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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고갈 연령

가. 최저 생계비 가정(가정 1: 생활비 고정. 부부: 월 174만 원, 

1명 기준: 104만 원17))

은퇴 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 즉, 부부 월 174만 원, 1인 기준 월 104만 원으로 가정

하는 경우는 <표 Ⅳ-7>과 같이 1차 베이비부머의 자산 고갈 연령은 85세로 2차 베이

비부머의 경우보다 1세 더 낮게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이 2차 베이비부

머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고갈 연령이 더 낮아지는 이유는 사회보험소득이 

2차 베이비부머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Ⅳ-1>, <표 Ⅳ-2> 참조).

성별 자산 고갈 연령 차이는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9세로 1차 베이비부머에서의 

차이인 13세보다 크게 좁혀졌다. 소득계층별 자산 고갈 연령 차이는 3분위와 2분위

의 차이가 2분위와 1분위의 차이보다 컸다. 1, 2차 베이비부머 모두 배우자가 없는 경

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자산을 더 오래 유지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는 

100세까지 자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경우는 모두 유동화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으므로 본 절

에서는 모든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한 경우와 함께 부동산 유동화율을 50%로 가정할 

경우의 유동자산 고갈 연령도 계산하였다. 부동산 유동화율을 50%로 낮출 경우에는 

유동화율 100%일 경우와는 반대로 2차 베이비부머의 금융자산 고갈 시점이 1차 베이

비부머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소득의 시작 시점이 2차 베이비부

머는 65세로 1차 베이비부머의 62세보다 늦기 때문으로 보인다. 

17)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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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자산 고갈 시점 - 최저 생계비 가정(가정 1)
(단위: 세)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유동자산 고갈 연령 유동자산 고갈 연령

전체 85(72) 86(69)

성별
남자 87(72) 88(70)

여자 74(67) 79(67)

소득

3분위 94(74) －(72)

2분위 83(71) 83(68)

1분위 81(70) 79(68)

배우자
유 85(71) 85(69)

무 86(72) 91(71)

교육
대졸 이상 * (78) * (72)

대졸 미만 81(70) 78(67)

주: 1) 배우자 무인 경우 1명 기준 생활비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부부 기준 생활비를 적용함

     2) *은 100세까지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임

     3) 괄호 안은 부동산 유동화율 50% 가정임

나. 패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전망(가정 2: 생활비 변화)

생활비를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전망한 경우는 <표 

Ⅳ-8>과 같이 1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가구주가 74세에,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71세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분위 가구주의 경우가 2분위와 3

분위보다 오히려 자산 고갈 연령이 더 높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3분위 가구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분위 가구주로 2분위보다 높았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주의 자산 고갈 연령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1차 베이비부머는 없으나, 2차 베이비부머는 남자 가구주가 1세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 유동화율을 50%로 가정할 경우의 유동자산 고갈 연령은 유동화율 100%인 

경우보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7~10년 줄어들었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5~10년 



52 연구보고서 2017-18

줄어들었다. 유동화율을 100%에서 50%로 줄일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Ⅳ-8> 자산 고갈 시점 - 생활비 패널 전망(가정 2)
(단위: 세)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유동자산 고갈 연령 유동자산 고갈 연령

전체 74(66) 71(64)

성별
남자 74(66) 71(64)

여자 74(67) 72(64)

소득

3분위 73(65) 73(64)

2분위 73(66) 70(64)

1분위 77(67) 71(64)

배우자
유 74(66) 71(64)

무 75(67) 73(65)

교육
대졸 이상 75(66) 74(64)

대졸 미만 73(66) 69(64)

주: 괄호 안은 부동산 유동화율 50% 가정임

다. 패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전망(가정 3: 생활비 고정)

생활비를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퇴 시점으로 전망하고 은퇴 시점의 생활비가 

은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자산 고갈 시점은 <표 Ⅳ-9>와 같

다. 1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가구주가 71세에,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70세에 고

갈되어 두 세대 간 1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소득 1분위층보다 2분위와 3

분위 가구주의 자산 고갈 연령이 더 빠르고,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2분위의 경

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1분위, 3분위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가구주의 경

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주의 자산 고갈 연령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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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동화율 50%의 경우의 자산 고갈 연령은 유동화율 100%일 경우보다 최소 

4년 이상 줄어들었다.

<표 Ⅳ-9> 자산 고갈 시점 - 생활비 패널 전망(가정 3)
(단위: 세)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유동자산 고갈 연령 유동자산 고갈 연령

전체 71(65) 70(64)

성별
남자 71(65) 70(64)

여자 72(66) 70(64)

소득

3분위 71(65) 71(64)

2분위 71(65) 69(64)

1분위 73(67) 70(64)

배우자
유 71(65) 70(64)

무 73(66) 71(65)

교육
대졸 이상 72(66) 71(64)

대졸 미만 71(65) 68(64)

주: 괄호 안은 부동산 유동화율 50% 가정임

라. 은퇴 시점 소득의 70%를 생활비로 가정(가정 4: 생활비 고정)

생활비를 은퇴 시점 소득의 70%로 가정하는 경우는 <표 Ⅳ-10>과 같이 전반적

으로 고갈 연령이 전반적으로 가정 3보다 약간 낮아졌다. 가정 4의 생활비가 가

정 3보다 약간 높아졌기 때문이다.

1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71세에,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69세에 고갈되어 두 

세대 간 차이는 2세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모두 소득 2분위 가구의 경

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산 고갈 연령이 낮았다. 그 외에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의 고갈 연령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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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자산 고갈 시점 - 생활비 은퇴 직전 소득의 70%로 가정(가정 4)
(단위: 세)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유동자산 고갈 연령 유동자산 고갈 연령

전체 71(65) 69(64)

성별
남자 71(65) 68(63)

여자 74(67) 70(64)

소득

3분위 71(65) 69(63)

2분위 70(65) 68(63)

1분위 73(66) 69(64)

배우자
유 71(65) 68(63)

무 73(67) 71(65)

교육
대졸 이상 73(66) 69(64)

대졸 미만 71(65) 68(63)

주: 괄호 안은 부동산 유동화율 50% 가정임

3. 노후 생활비 부족액

노후 생활비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수명을 가정해야 한다. 성별 

특성의 경우에는 기대수명을 남자와 여자의 경우로 나누었으나 그 외의 특성의 경우 

즉, 소득계층,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성별이 통합

된 기대수명을 사용하였다.

기대수명은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5년 데이터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2015년 평균 연령인 56세에서

의 전체, 남자, 여자 각각의 기대여명18)을 더한 84.2세, 81.6세, 그리고 86.7세로 가정

해야 한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2015년에서의 평균 연령이 44세이므로 44세에

18)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56세의 기대여명은 전체, 남자, 여자의 경우 각각 

28.2세, 25.6세, 30.7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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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전체, 남자, 여자 각각의 기대여명19)을 더한 연령인 83.2세, 80.3세, 86.1세로 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에 의하면 1차 베이비부머의 기대수명이 2차 베

이비부머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기대수명을 단순히 60세 시점에서의 기대여명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즉 1차 베이비부머의 60세 시점에서의 기대여명은 전체, 남자, 여자 각각 

24.5세, 22.1세, 27.0세이므로 1차 베이비부머의 기대수명은 각각 84.5세, 82.1세, 

87.0세로 가정하고 2차 베이비부머의 60세에서의 기대여명은 각각 25.9세, 23.8세, 

28.1세이므로 2차 베이비부머의 기대수명은 각각 85.9세, 83.8세, 88.1세로 가정한다

(<표 Ⅳ-11> 참조).

<표 Ⅳ-11>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간 기대수명 비교
(단위: 세)

구분 전체 남자 여자

1차 베이비부머 84.5 82.1 87.0

2차 베이비부머 85.9 83.8 88.1

주: 60세에서의 통계청 기대여명 수치를 더하여 산출함

가. 최저 생계비 가정(가정 1: 생활비 고정, 부부: 월 174만 원, 1명 기준: 

104만 원)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모두 전반적으로 기대수

명에 도달할 때까지 생활비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2> 참조).

남자와 달리 여자 가구주의 경우에는 생활비 부족액이 존재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

의 경우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부족액이 작게 나타났다. 여자 가구주의 경우에는 2차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이 1차 베이비부머 순자산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Ⅳ-4>과 <표 Ⅳ-5> 참조). 소득별 부족액은 3분위, 2분위, 1분위의 순서로 

19)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44세의 기대여명은 전체, 남자, 여자의 경우 각각 

39.2세, 36.3세, 42.1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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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다. 2차 베이비부머의 소득 1분위의 부족액은 1차 베이비부머보다 크게 나타났

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저 생계비도 낮아지므로 1차, 2차 베이비부머 모두에서 

생활비 부족액 없이 기대수명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가

구주의 경우 생활비 부족액은 1차보다 2차 베이비부머에서 더 컸다.

<표 Ⅳ-12> 노후 생활비 부족액 - 최저 생계비 가정(가정 1)
(단위: 만 원/연)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생활비 부족분 생활비 부족분

전체   0* (820)   0* (810)

성별
남자   0* (700)   0* (700)

여자  780(1,240)  470(1,100)

소득

3분위   0* (620)   0* (500)

2분위   130 (920)  160 (910)

1분위  250 (940)  360 (980)

배우자
유   0* (890)   40 (900)

무   0* (450)   0* (330)

교육
대졸 이상   0* (350)   0* (510)

대졸 미만   240 (960)  420(1,040)

주: 1) 배우자 무인 경우 1명 기준 생활비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부부 기준 생활비를 적용함

     2) * : 자산 고갈 연령이 기대수명과 같거나 높음

     3) 괄호 안은 부동산 유동화율 50% 가정임

나. 패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전망(가정 2: 생활비 변화)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전망한 경우 1차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1,000만 원의 생활비가, 2차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1,380만 원의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3> 참조).

1차 베이비부머와는 달리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소득수준이 2분위인인 가구와 교

육수준이 낮은 가구의 생활비 부족액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컸다. 따라서 2차 베이

비부머의 소득 2분위와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의 재무상태가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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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가구주의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경우

는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모두 여자 가구주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보다 생활비 부족

액이 더 컸다. 

부동산 유동화율을 100%에서 50%로 줄일 경우에는 소득 3분위인 가구의 생활비 

부족액이 2분위와 1분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유동화율을 50%로 줄일 경우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모두 남자 가구주의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더 큰 영향을 받

았다.

<표 Ⅳ-13> 노후 생활비 부족액 - 생활비 패널 전망(가정 2)
(단위: 만 원/연)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생활비 부족분 생활비 부족분

전체 1,000(1,850) 1,380(2,195)

성별
남자 910(1,890) 1,280(2,185)

여자 890(1,340) 1,220(1,850)

소득

3분위 1,400(2,480) 1,320(2,375)

2분위 1,050(1,830) 1,580(2,350)

1분위 550(1,240) 1,190(1,820)

배우자
유 1,070(1,980) 1,470(2,325)

무 590(1,070) 670(1,100)

교육
대졸 이상 1,120(2,420) 1,200(2,240)

대졸 미만 980(1,700) 1,520(2,140)

주: 괄호 안은 부동산 유동화율 50% 가정임

다. 패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전망(가정 3: 생활비 고정)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1차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1,900만 원의 생활비

가, 2차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2,110만 원의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4> 참조).

1차와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생활비 부족액도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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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소득 2분위 가구의 생활비 부족액이 3분위 가구보

다 컸다. 또한 1차 베이비부머는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의 경우 생활비 부족액이 크

지만 2차 베이비부머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2분위와 교육수준이 낮은 가

구의 재무상태는 2차 베이비부머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자 가구주와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경우 생활비 부족액은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모두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컸다.

부동산 유동화율을 100%에서 50%로 줄일 경우에는 2차 베이비부머보다 1차 베이

비부머의 노후 생활비 부족액 증가율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전체 순자

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차 베이비부머가 2차 베이비부머보다 더 크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Ⅳ-14> 노후 생활비 부족액 - 생활비 패널 전망(가정 3)
(단위: 만 원/연)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생활비 부족분 생활비 부족분

전체 1,900(2,740) 2,110(2,925)

성별
남자 1,820(2,800) 2,040(2,930)

여자 1,060(1,520) 1,750(2,380)

소득

3분위 2,550(3,625) 2,160(3,210)

2분위 1,990(2,765) 2,390(3,150)

1분위 1,150(1,840) 1,760(2,390)

배우자
유 2,050(2,950) 2,260(3,160)

무   900(1,380) 935(1,365)

교육
대졸 이상 2,280(3,580) 1,980(3,020)

대졸 미만 1,790(2,515) 2,210(2,835)

주: 괄호 안은 부동산 유동화율 50% 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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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은퇴 시점 소득의 70%를 생활비로 가정(가정 4: 생활비 고정)

전체적으로 1차 베이비부머보다 2차 베이비부머의 생활비 부족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 Ⅳ-15> 참조). 생활비 부족액이 가정 3에 비해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대략 연 200만 원,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연 400만 원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가정 3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비 부족액

도 높아졌다. 그 외에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별 차이도 가정 1과 유사하였다. 

<표 Ⅳ-15> 노후 생활비 부족액 - 생활비 은퇴 직전 소득의 70%로 가정(가정 4)
(단위: 만 원/연)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생활비 부족분 생활비 부족분

전체 1,890(2,740) 2,580(3,390)

성별
남자 1,840(2,820) 2,560(3,460)

여자   860(1,310) 1,770(2,400)

소득

3분위 2,410(3,490) 2,990(4,040)

2분위 2,060(2,840) 2,830(3,590)

1분위 1,190(1,880) 1,900(2,520)

배우자
유 2,060(2,970) 2,780(3,640)

무   780(1,260)  910(1,340)

교육
대졸 이상 2,170(3,470) 2,720(3,760)

대졸 미만 1,820(2,540) 2,460(3,080)

주: 괄호 안은 부동산 유동화율 50% 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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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노후생활비를 위한 은퇴 시점의 자산 적정성을 자산 고갈 연령과 노

후 생활비 부족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은퇴 전 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소득 2분위 가구가 다른 분위 가구보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표 Ⅳ-6>에서와 같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소

득을 생활비로 나눈 비율(B/A)은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낮아지지만 순자산을 생활비

로 나눈 비율(C/A)은 중간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 전 소득

이 높더라도 자산은 그만큼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퇴 후 소비는 자산 상태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것이다. 소득 2분위의 자산 고갈 연령은 <표 Ⅳ-8>, <표 Ⅳ-9>, 그리고 <표 

Ⅳ-10>에서와 같이 1분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점 노후 준비 정도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은퇴 시점의 순자산은 더 

적은 반면, 생활비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표 Ⅳ-1>과 <표 Ⅳ-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은퇴 시점의 순자산은 전반적으로 1차 베이비부머가 대략 3천 5백

만 원 더 많은 반면 연 생활비는 38만 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2차 베이비부머

의 사회보험소득이 더 높지만 이보다는 순자산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

인다. 순자산을 사회보험소득을 차감한 생활비로 나누어 보면 <표 Ⅳ-4>과 <표 Ⅳ

-5>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베이비부머가 더 낮게 산출되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자산이 고갈되는 시점을 계산해 본 결과 <표 Ⅳ-8>, <표 Ⅳ-9>, 그리고 

<표 Ⅳ-10>과 같이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 고갈 연령이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노후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표 Ⅳ-7>에서와 같이 대부분

의 계층에서 자산 고갈 시점이 평균 수명(<표 Ⅳ-11> 참조)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다수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만큼

의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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