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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편, .

중되는 이유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아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수도권일수록 아파트 비중이 높고 주택의 비상속 의향도 높게 나타나 지방 도시에 비해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에 주택연금 활성화 및 지역별 편중현상 해소를 위해 지방도시 노인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주택가격 안정 가입자의 특성 고려한 다양한 주택연금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주택연금1) 신규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년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수는 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택연금 상2017 1 386 ,

품 출시 년도인 년 명 대비 약 배가 넘는 수준임2007 515 20 2)

년 월 이후 누적 가입건수는 만 건에 이름- 2007 7 4 9,815

년 월 말 기준 수도권 가입자 수는 명으로 비수도권 명에 비해 약 배 수2017 11 34,792 14,112 2.5

준이며 수도권 가입자 비중이 에 달함, 71%

경기와 서울의 경우 가입자 비중이 를 넘어서는 반면 제주 전남 세종 등은 가입자 비중- 30% , , ,

이 미만임 그림 참조1% (< 1> )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이유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의 주택가격보다 높아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3)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억 원에 가까운 반면 전남의 경우 억 원 수준에 불과함4 , 1

1) 주택연금이란 만 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60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함 한국주택금융공사( )

2) 한국주택금융공사(2018. 1. 16),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만명 돌파5
3) 안상모(2014), ｢주택연금 가입의 지역적 결정요인｣, ࡕ부동산포커스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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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의 평균 월 지급금 만 원으로 전남의 만 원에 비해 배 가량 높은 수준임- 129 45 3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의 경우 연금액으로 노후생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임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는 주택연금 평균 지급금이 만 원 이상이지만 강원 전북 전남 등의- 100 , , ,

경우 만 원 내외에 불과함 그림 참조50 (< 2> )4)

그림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 비중과 평균 주택가격< 1> 그림 지역별 월 평균 지급금< 2>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

또한 수도권에 있는 가구는 가격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고 보유주택에 대한 비상,

속 의향도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높음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연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는데5) 경기지역 아파트 비중,

이 에 비해 지방도시는 로 절반 수준임 표 참조62.1% 31.7% (< 1> )

보유주택에 대한 비상속 의향은 서울 경기에 비해 지방도시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지역별로 보유주택에 대한 비상속 의향은 경기 광역시 서울 지방도시- 34.7%, 29.3%, 25.9%,

순으로 나타남23.5%

4) 통계청의 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2017 · 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 평균 최소생
활비는 만 원 적정생활비는 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192 , 276

5) 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택보다 가격 산정이 용이하여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음 안상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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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도시

일반노년
가구주)

아파트 45.8 48.3 62.1 52.6 31.7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39.3 24.2 21.0 33.6 59.9

기타 14.9 27.5 16.9 13.8 8.4

주택연금
이용가구

아파트 92.1 86.3 98.8 94.8 80.8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3.8 7.2 1.2 2.2 5.4

기타 4.1 6.5 0.0 3.0 13.8

주 주택을 보유한 만 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함: 60~84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 ࡔ 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2017 ࡕ

표 지역별 보유주택 유형< 1>

단위( : %)

주택연금 활성화6) 및 지역별 편중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도시 노인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주택가격 안정 지역별 가입자의 특성 고려한 다양한 주택연금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거주주택의 가격이 낮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도시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필요함

년 출시된- 2016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7)을 통해 지방과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양극화로 인한

주택연금 지급금의 격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구주의 소득수준이 고려되지 않아 향,

후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8)

또한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는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 운, ,

영을 위해 지역별 주택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9)

6)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은 거주주택 중심의 실물자산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해 주택자산의 유동화
가 중요하지만 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 가구는 전체 대상가구의 약 에 수준에 불과함, 2017 1.1%

7) 년 월 출시된2016 4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 주택가격 억 원 이하 에 대해 월 지급금을 최대 까지 우대하는( 1.5 ) 15%
상품임

8) 강성호 류건식· (2016),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과제｣, ࡕ고령화리뷰ࡔ 보험연구원,
9) 안상모(2014), ｢주택연금 가입의 지역적 결정요인｣, ࡕ부동산포커스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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