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의 노후소득 효과
여윤경*
본 연구는 은퇴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현재의 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역모기지 소비대체율(consumption
replacement ratio)을 추정하고, 특별히 높은 소비대체율을 갖는 집단(소비대체율이 50% 이상인 집
단과 100% 이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digliani and Brumberg(1954)와 Ando and Modigliani(1963)의
소비의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 of consumption)이 이론적 모형으로 이용되었다.
역모기지 연금으로부터의 소비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LTV를 60%로 가정할 경우 역모기지의 평
균 연금액수는 4,826,016원, 평균 소비대체율은 48%로 나타났다. LTV를 70%, 80%, 90%, 100%로
증가시킬수록 역모기지 연금액수와 소비대체율은 증가하였는데, LTV가 100%일 경우 평균 연금액
수는 8,043,360원, 평균 소비대체율은 79%로 추정되었다.
역모기지 소비대체율(HR)이 50%(100%)를 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는 여러 특성에 있
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비대체율이 높은 은퇴 노인가계는 낮은 가계에 비하여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았고, 일인가계의 비중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비중이 낮았고, 가구주의 기대여명
도 짧았다. 또한 소비대체율이 높은 은퇴 노인가계는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낮았고, 총자산수준과
거주주택자산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대체율이 높은 은퇴 노인가계는 총자산 중 거주주
택의 자산비중이 높았으며, 부채를 소유한 비중이 낮았고,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비중
이 높았으며, 과소비를 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역모기지 연금의 소비대체율이 50%(100%) 이상의 달성가능성
에 관한 분석결과, 은퇴 노인가계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일인가계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는 가계일수록 그 달성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
진 은퇴 노인가계가 역모기지 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 수준이 높은 집단임 알 수 있으며, 이는 역
모기지 제도가 효율적인 노후의 소득원을 제공해 주는 집단이 어떠한 집단인지 또한 역모기지 제도
의 도입과 정책 수립시 표적이 되어야 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Ⅰ.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사회적 기반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1990년에는 5.1%였으나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급속도로 진

에는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행되고 있으나 노인계층의 소득지원을 위한

로 접어들었고, 2010년에는 10.7%, 201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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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에 달하여 고령사회(aging society)가 될

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것이고, 2020년에는 15.1%, 2026년에는 20%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접

있다.

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http://www.nso.go.kr/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nso2005/bbs/report/report10). 이러한 고령화

가계의 자산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

속도는 현재까지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선진국과는 달리

일본을 앞질러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가계의 자산 중에서 특히 부동산 자산의 비중

보고 되어 있다.

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1년 한국노동패널조

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

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은 비

으나 사회 고용구조의 변화, 공적․사적 연금

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83%, 금융자산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

17%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주요 선진국의 비

전망이 상당히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불

금융자산 대 금융자산의 비중과 비교해 보면,

안감은 매우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구

미국은 40% 대 60%, 영국은 45% 대 55%, 독

조상으로는 퇴직정년이 빨라지고, 연금지급액

일은 57% 대 43%, 일본은 55% 대 45%, 싱가

의 단계적 축소와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포르는 46% 대 54%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한

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

국은행, 2004; 한국은행, 2001; Guiso, Haliassos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부양체

& Jappelli, 2002). 우리나라 가계의 비금융자

제에 의한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즉,

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차고 있으며 비

핵가족화의 진전, 개인주의의 확산, 기혼여성

금융자산의 보유비중이 금융자산에 비해 높은

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것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기대 등을 반

부양체제에 의한 노인부양 역할이 약화되고

영한 가계의 높은 주택선호현상에 주로 기인

있는 것이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은행, 2004).

물론 퇴직자들의 노후보장책으로는 기존의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퇴직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있다. 그러나 퇴직

생애주기 중에서 특히 은퇴기, 노년기로 갈수

금 제도는 빈번한 이직과 조기 퇴직, 중간 정

록 증가하는 것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공

산제 도입 등으로 노후보장소득제도로서는 매

통적인 자산축적의 패턴이다. 노년기 및 은퇴

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

기에 접어들어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상

전과 저금리의 지속은 과거에 퇴직금을 금융

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로 살아가던 노인가계의

자산의 비유동적 상태(liquidity constraint)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연금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즉,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개인이나 가계가 일생동안 축적한 자산 중에

한편, 민간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상품의 판매가

서 주택자산의 비중은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 상품은 저소득으로

이며, 특히 노인가계의 경우 주택은 총 자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한 것이라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

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인가계에 있어 주택자산은 매우 중요한 잠재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층의 경제적 자립이

적 자원이며, 특히 노후의 장기적인 건강관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차원

(long-term care)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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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가주택보유율과 주택자산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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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노인 은퇴자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자

다. 노인들은 주택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심

원이 될 수 있다(Yuh, 1998; Andrews, 1993).

리적 비용과 실질적 비용 때문에 주택이동을

부동산 자산, 특히 거주주택이 전체 자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이를 노후자금

대체로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영무,
2004; Chen & Jensen, 1985; Merrill, 1984).

으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두 번째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다양한 대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 주택을

상품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일시에 목돈이 들어

처분하여 다른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 한 후

와 장기간에 걸쳐 소비지출을 조달하고자 하는

그 차액을 노후 가용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

수요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이 목돈을 운용

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노인들의 거주 이

할 적합한 수단이 없을 경우 대출금리보다 훨

동에 대한 비선호성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

씬 낮은 예금금리로 다시 은행에 돈을 맡기는

라고 볼 수 없다. 은퇴기 이전부터 주택을 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대출만기가 되

리 줄여 이동하여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고 인

면 이미 생계비로 써 버린 목돈을 갚을 방법이

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

없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위

퇴를 이미 맞이한 후 익숙해진 주거지역과 인

험에 노출될 수 있고 주택 매각 이후 집값 상

적관계를 떠나 낯선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시 기회손실의 위험이 있다(조영무, 2004).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거주지 비이동성은 우리나라

미국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86%의

뿐 아니라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에

노인들이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

서도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는 것보다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노인들의 주거상황을 변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금

화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

까지 살아왔던 집과 이웃들, 익숙한 환경을 떠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대안의 하나로 선진 주택금융기법의 하나인
소비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6년 3월)

179

역모기지 제도(reverse mortgage system)를

한 수단을 제공하는 노인가계의 개별적 특성

들 수 있다. 역모기지는 공공부문에서 해결해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특별

야 할 사회문제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이전시

히 역모기지가 소득원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

키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는 노인가계에게는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융제도이다.

적 측면에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향상시키

역모기지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

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정책적, 제도적 측

여 연금과 같은 형태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면에서는 향후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받고, 이들의 사후 또는 이주 후에 담보로 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집단을 파악하는데 기여

공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주택담보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제도를 말한다. 역모기지는 사망, 주택 매
각, 장기 이주 등의 사유가 아니면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입자(노인)
는 이를 생활비, 주택수리비, 요양비 등으로

Ⅱ.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에
관한 고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역모기지는 부동산의
‘소유’와 ‘이용’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
도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하게 고령화를

2.1 역모기지의 개념

겪고 있는 상황 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
한 경우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유선종,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란 본인 명의의

구본영, 2005; 김진, 2004). 즉 노인들이 거주

주택에 대해 담보 및 대출계약을 체결할 뒤 일

하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정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최신금융기

이용하여 노후소득을 충당한다면 연금제도를

법 중의 하나이다. 즉 역모기지란 고령자가 소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

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택지를 담보로 하여 연

회적 측면에서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후생활

금과 같은 형태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

안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

령자의 사망 후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

에서는 주택자산의 유동화로 인한 경제적 효

분하여 변제하는 주택담보연금제도를 말한다

과를 얻을 수 있다.

(손상호, 2004; 김진, 2004). 역모기지는 더 이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노인가계를

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주택 등

대상으로 하여 역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어느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경제능력이 없

정도의 소득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가를 추정

어도 부동산 등을 매도하지 않고 부동산 자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택자산의 비중

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에

이 높은 주택소유자인 은퇴자들이 역모기지를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

이용할 경우 현재소비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는 고령층

있는지 역모기지의 소비 대체율(consumption

인구가 많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노

replacement ratio)을 추정하는데 연구의 초점

인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편화된 상품이다.

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역모기지의 소비 대체

역모기지가 금융상품으로서 갖는 가장 핵심

율이 높은 집단을 결정하는 요소를 밝힘으로

적인 특징은 주택 소유자의 사망, 이주 등의

써 향후 역모기지가 노후 소득원으로서 충분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출자는 보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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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open-ended

에 따라 역모기지와 관련된 취급비용의 절감,

loan). 즉 금융기관은 종신시점까지 상환청구

보험시장의 안정, 시장규모의 성장 등이 이루

권(recourse)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출자는 중

어졌다. HECM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역모

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

기지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역모기지

금을 수령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권자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의 권리는 담보인 주택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HECM은 정부가 직접 대출을 시행하는 프

인정되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그

로그램이 아니라 역모기지계약의 완수를 보증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non-recourse loan). 따

하는 보험상품이다. 즉 정부기관인 연방주택청

라서 대출자는 주택가치보다 더 많은 채무를

(FHA)의 보증을 통해 대출 금융기관과 대출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역모기지는 주택소

자가 직면하게 되는 리크스를 완화시키고 있다.

유권을 기초로 하여 대출계약이 성립되기 때

연방주택청은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담보

문에 대출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보다는

주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변동, 대출자의 생존

미래의 특정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치에 근거

기간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증해 주고, 대출

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자에 대해서는 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경

역모기지를 이용하여 노인가계는 자산포트

우에 대신 생계비를 보증 지급하는 역할을 하

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하고 유동성 증가를 통

고 있다. 보험료는 역모기지 이용자인 대출자가

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

부담한다(유선종, 구본영, 2005; 조영무, 2004).

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역모기지는 노인 은

HECM의 대출금은 모기지 대금업자, 은행,

퇴자들이 생전에 자금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

크레디트 유니온, 저축 및 대출조합과 같은 대

으면서도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기 않고 주택

출기관에서 조달된다. HECM을 이용하기 위해

등 부동산 자산을 효과적으로 유동화시켜 소

서는 연령, 신용상태, 주택종류 및 상태, 소득수

득화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준 등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정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부보조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으므로 소득수준
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HECM은 62세 이

2.2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

상의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
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대출제도로서 계약자

역모기지 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전하

의 사망 또는 이주시 계약이 만료되고 이자부

였으며 공적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최초

담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혜택) 등이 있다.

의 역모기지는 연방주택국 보증역모기지(FHA-

또한 HECM은 대출대상주택, 대출한도 등을

Insured Reverse Mortgage)인 주택자산전환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HECM의 대출한도는

당보험(Housing Equity Conversion Mortgage:

담보주택의 가치, 차입자의 연령, 금리 등에 의

HECM)이다(유선종,

미국은

해 결정되나, 대출최고한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1987년 정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개

두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최저 172,632달러, 최

정을 통해 62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

대 312,895달러로 정해져 있다(강종만, 2005b).

구본영, 2005).

는 역모기지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HECM 이외에도 현재 미

정부지원을 본격화하였다. 1987년 이후 연방주

국에서 판매되는 역모기지 상품은 Fannie Mae

택청(FHA)이 역모기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

(FNMA, Fer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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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ome Keeper와 Financial Freedom사의 역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국민 평균가처

모기지론 등이 있다. Home Keeper와 Financial

분 소득 대비 주택자산가치의 비율이 381%로

Freedom의 역모기지론도 62세 이상 노인층을

서 호주(355%), 미국(163%)에 비해 높은 것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출대상주택, 대출한도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 관한 제한은 HECM보다 완화되어 HECM

가계는 높은 자가주거비율(80%)을 보이며 이

을 활용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론을

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도 비교적 높아 노

가능하게 함으로써 HECM의 기능을 보완하고

인가계는 전형적으로 자산은 풍부하나 소득은

있다(강종만, 2005b). 즉 Home Keeper는 1996

적은(house rich, cash poor) 경제적 특성을 보

년 Fannie Mae가 개발한 상품으로서 소액자

이고 있다(유선종, 구본영, 2005; 임진자, 2005).

산 보유층을 대상으로 한 HECM과 고액자산

일본도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유상 재택

보유층과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역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일환으로서 역모기지

모기지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 중

미국의 역모기지 시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주

심으로 운영되는 자산활용제도라는 공적플랜

택의 소유자는 HECM을, 가격이 높은 주택의

과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한 장기생활지원자금

소유자는 민간상품을, 그리고 중간층은 Home

대출제도인 민간플랜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Keeper를 이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쇠퇴, 민간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미국 역모기지 관련 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건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했

존재하였으나, 2002년에 들어서야 저금리와 높

다. 또한 일본 주택시장의 정보 비효율성, 불

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성장세(2001년

안정한 금융시스템, 상속에 대한 고정관념은

대비 68%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미국

역모기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의 역모기지 시장은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급

작용했다. 즉 일본 노년층의 상속에 대한 고정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 중 HECM의 계

관념으로 인해 유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남기

약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

려 하고 있으며 이는 역모기지 이용을 저해하

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실질소득이 감소한 노인들이 부족한 생계비를

그러나 제도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3

보전하기 위해 역모기지를 활용한데 기인하는

년부터 국가기관인 후생노동성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62세 이상 고령자

형태의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되어 빠른 정착

2,800만 명의 약 50%가 역모기지를 활용할 것

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거주용 부

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역모기지 시장은 지속

동산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

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을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 가계를 대상으로 그

(강종만, 2005b).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하여 노인
가계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3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

하고 있다(유선종, 구본영, 2005). 특히 최근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공적연금 부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 및 높은 부동산 가

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장래의 불안을

격으로 인해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역모

느낀 고령자들이 역모기지론에 가입하는 등

기지 시장의 형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시 역모기지제도가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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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저출산 현상에 고령자들의 의식변화가

전후가 적용된다.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많은 고령자

대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대출기간이

가 자녀가 없어 자식이나 손자에게 주택을 물

10년이 넘을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60%를 넘을

려줄 필요가 없어졌으며, 연금이나 예금만으로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느

서는 미국의 역모기지와 같은 진정한 역모기

끼는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다. 일본의

지 상품은 출시된 적이 없다(유선종, 구본영,

역모기지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미국 수준으

2005; 조영무, 2004).

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규모도

현재 우리나라의 역모기지 상품은 낮은 담보

현재의 320억 엔에서 16조 엔 규모로 즉 현재

인정 비율, 고금리, 대출연령에 제한이 없는

GDP 대비 0.02%에서 12.1%까지 확대될 것으

점, 한정된 대출기간 등으로 선진국형의 역모

로 전망되고 있다(박신영, 2004).

기지가 아닌 변형된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현재 종신계약

2.4 한국의 역모기지 제도

에 기초한 역모기지 상품은 존재하지 않고 주
요 대상이 40대 및 50대가 되고 대출기간이 15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 금융기관(국민은

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고령자의 노후보

행, 조흥은행, 삼성생명)에서 처음 역모기지 상

장이라는 역모기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품을 도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모기지 상품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주택이 ‘소유’

은 금융기관과 소비자 양 측면의 적극적인 위

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되

험 관리가 어렵고 따라서 매우 보수적인 상품

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역

석되고 있다. 또한 상품 판매시 설명을 소비자

모기지 상품 본래의 장점이나 혜택을 충분히

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비용을 공

살린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노후생

제한 후 지급되는 연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으

활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어서 수요가 제한되

로 분석되고 있다(김희락, 2004; 박덕배, 2004).

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5월 다시 일부 금융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및 조

기관(신한(조흥)은행, 농협, 흥국생명)에서 역

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역모기지 이용에

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대한 노년층의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

본인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40세 이

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상품화되어 있는 역

상의 개인이며 담보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

모기지 상품은 3개 기관에 불과하지만 은행과

단독주택,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제2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금융기관들이

이 해당된다. 대출기한은 최장 15년으로 대출

역모기지 시장에 대한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대출한도는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역모기지 제도에 대

주택기준 가격의 60%로 되어 있다. 금리는 고

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되는데 고정금리 대

으로부터 대출이용자를 보호할 장치 등 제도

출은 6%-8%로 높은 편이고, 변동금리 대출은

적인 장치가 미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

시장연동금리에 2%-4%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융기관 자체적으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붙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연 6%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역모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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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중인 역모기지 상품의 비교>
신한(조흥)은행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

흥국생명

2004.5.1.

2004.7.1

2004.5.1.

대출대상

4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개인

55세 이상 농업인
(단위조합 가입자만 가능)

만 20세 이상 개인

대출한도

담보인정금액의 40-60%
(대출기간 및 지역별 차등적용)

담보인정금액의 60% 이내

담보인정금액의 60% 이내

대출금
지급방식

1-3개월 중 선택

1개월 단위

1-3개월 중 선택

대출금리

변동금리(CD 또는 금융채)+2%
고정금리 7.8-8.4%

고정금리(6%)

변동금리(CD 3개월)+3-4%

대출기간

15년
(고정금리 대출은 5년)

10년
(신용대출은 5년)

15년, 20년

출처: 유선종, 구본영(2005). p.126; 문영기, 김진(2004). p.75

충분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2005년을 기준으

가치(home equity)를 활용하는 금융상품(second

로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

mortgage, refinancing mortgage, home equity

가구는 46만 7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

borrowing, home equity credit line 등)의 이용

고 있다. 이 중 10%만 실제로 역모기지를 이

행동을 직접 분석하거나 이용의도를 분석한

용하더라도 4만 6천 가구 이상의 고령자가 생

연구들이 있었으므로 선행연구의 고찰을 이러

계비 마련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조영무,

한 연구로 대체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004).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HECM이나

Chen과 Jensen(1985)은 ‘소비자신용조사(Con-

일본의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와 같은 공

sumer Credit Survey)’를 이용하여 자가 주택

적기관이 참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소비지출을 위해 주택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자산가치(home equity)를 이용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를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하
였다. Chen과 Jensen은 ‘Age Model’과 ‘Life

Ⅲ. 선행연구의 고찰

1)

Expectancy Model' 을 이용하여 주택 순자산
가치 이용의 결정요소를 분석했는데, 가구주
연령, 기대여명, 은퇴여부, 결혼상태, 소득, 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역모기지와

자산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

은퇴소비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국내외 연구

여부와 결혼상태간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노후의 소비를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한 가계라도 배우자나

위해서 현재의 주택자산을 활용하는 행동에

부양가족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택 순

관한 국내외 소수 연구들이 있었다. 즉, 노후

자산가치의 사용여부는 달랐다는 것을 시사한

의 소비를 위해 역모기지나 또는 주택 순자산

다. 즉 은퇴한 가계라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1) 저자는 독립변수 중 age를 사용한 모형을 “age model"로 칭하고, age 대신에 life expectancy를 사용한 모형을 ”life expectancy
model"로 칭하였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논문 pp.43-46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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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의 노후소득 효과

없는 경우에 주택 순자산가치의 이용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김진(2005)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역모기

Lee(2005)는 ‘2001 American Housing Survey'

지를 이용하는 경우, 고령세대의 소득이 어느

를 이용하여 56,145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home

정도 상승되는지에 대한 소득효과를 ‘대출가액

equity borrowing(주택 순자산가치 담보대출)

산출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부동산 감

의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특성분석과 그 이용

정가액을 1억원으로, 가입연령을 65세로 가정

가능성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하고, 이자율, 연간급부액체증율, 부동산처분비

과,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인종, 주거지역, 소

용 등을 고정조건으로 하고 지가상승률과 가

득, 투자소득 유무, 이용중인 모기지의 숫자

입자 수명을 변수로 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등이 home equity borrowing에 유의한 영향을

그 결과 지가상승률이 1%일 때와 가입자수명

미치는 결정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 연

이 15년으로 가정한 경우, 연간 급부액이 520

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원이며, 지가상승률이 3%일 때는 698만원으

home equity borrowing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

로 추정되었다. 가입자수명이 25년일 경우, 지

가하였다.

가상승률이 1%일 때는 연간 급부액이 252만

Salandro와 Harrison(1997)은 ‘1982, 1992 Survey

원, 3%일 때는 41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부동

of Consumer Finance'를 이용하여 home equity

산 감정가액을 6억원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가

credit lines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

입자 수명 15년, 지가상승률 1%일 때에는 연

계의 순자산, 소득, 이자율이 그 수요를 결정

간 급부액이 3,122만원, 지가상승률 3%일 때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는 4,18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가입자 수

Salandro와 Harrison은 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명을 25년으로 가정한 경우에는 각각 1,513만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자율에 점점 더 민감해

원, 2,47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김진의 시뮬레

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션 분석을 통해서 고령세대가 역모기지의

유선종과 구본영(2005)은 50세 이상 70세 이

이용으로 얻게 되는 연간 급부액은 부동산가

하의 중장년층 세대주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격, 지가상승률, 가입자 수명에 따라서 차이가

제도 도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부동

이들의 23%가 시가 4억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

산감정가액이 높을 경우 역모기지는 고령자들

하고 있었고, 84%가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

의 사적이전소득의 보완과 노후 여유자금으로

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46%가 주택을 자녀에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게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69%가
동일지역에 장기거주를 희망하였고 44%가 노
후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34%

Ⅳ. 연구모형

가 주택자산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또한 32%가 역모기지 제도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고 28%가 역모기지 제도를 이

4.1 이론적 연구모형(Theoretical Model)

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나라의 공적 역모기지 제도 도입에 따른 이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Modigliani와 Brumberg

용자 측의 밝은 전망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1954), Ando와 Modigliani(1963)의 소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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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 of consump-

4.2 실증적 연구모형(Empirical Model)

tion)이다. 이 가설은 개인이나 가계수준에서
자원의 기간 간 사용이나 분배(interetmporal use

은퇴 노인가계가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역모

of resources)에 대한 많은 이론들의 기초를 제공

기지로부터 얻게 되는 연금액수는 PVAD(Present

하였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가계는 생애주

Value Annuity Du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의 전 기간에 걸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전

구할 수 있다.

생애적 지출패턴(lifetime expenditure pattern)을
선택하게 된다(Modigliani와 Brumberg, 1954).

1-

즉 가계는 소비를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의 사

H c = A ×[

용에 있어서 생애주기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

1
(1+ r)
r

d-1

+ 1 ] (1)

인데, 젊은 시기에는 빌려서 소비를 하고, 중
년의 고소득 시기에는 저축을 하며, 노년기에
는 축적된 자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수준은 근로소득과 가계자산의 함

Hc = 주택의 담보 가치
A = 역모기지로부터의 연금
r

= 역모기지 이자율(금리)

d

= 사망연령-현재연령

수가 된다. 축적된 자산으로부터의 자금화는
저축의 인출이나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유동화

여기서 Hc는 역모기지의 LTV(Loan to

(liquidation)를 통해서 가능하다(Chen & Jensen,

Value)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

1985).

모기지 상품의 LTV는 60% 선으로 매우 낮게

그런데 주택은 전 생애에 걸쳐서 가계가 축

책정되어 있으나 향후 선진국형 역모기지 상

적할 수 있는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품이 들어올 경우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는 자산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가계에 있어서

있을 것이다. 즉 공적보증제도가 도입되고 담

주택 매매와 대출은 가장 큰 투자행동이 된다.

보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되어 역모기지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을 팔아 사용하거나 담보

제도가 활성화 되면 역모기지의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거나 또는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것

낮아지고 담보인정비율은 높아지게 된다(문영

을 통해서 주택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고 실

기, 김진, 2004). 본 연구에서는 LTV를 60%

제로 그런 행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소

~ 100% 까지 다양한 범위로 가정하여 이에

비를 위해 주택을 처분하여 활용하는 것은 상

따른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

당한 심리적, 화폐적 비용을 수반하여 따라서

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역모기지 이자율 r은

노년기에 접어든 가계의 경우에는 선택하기가

6%, 물가상승률은 4%로 가정하여 물가상승률

매우 꺼려지는 대안이 될 수 있다(Salandro &

조정수익률(inflation-adjusted return) 을 사용

Harrison, 1997; Chen & Jensen, 1985). 따라

하였다. 즉 은퇴기간 동안에 역모기지로부터

서 이러한 심리적, 화폐적 비용 부분을 해결할

제공되는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면 주택자산은

에서와 같이 은퇴기간 동안의 실질가치가 보

노후의 소득안전성을 위해 이용가능하고 의지

장되어야 함을 가정하고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할만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고려한 실질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였다. 기

2)

2) 소비와 자산 등에 관한 장기 추정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물가상승률 조정수익률’의 이용이 일반적이다. 자세한 사항은
Ibbotson Associates(2005). Stock, Bonds, Bill, and Inflation 2005 Yearbook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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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명에 해당하는 d는 통계청의 생명표를 이

는 60대와 70대 노인 은퇴 가계를 대상으로

용하였다.

하였고 조기퇴직자를 고려하여 55세 이상을

역모기지로부터 얻게 되는 연금소득(A)이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은퇴여부에 대한 문항

현재의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이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없었기 때문에

가를 나타내주는 역모기지 소비대체율(HR)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0”인 가구를 은퇴가구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로 간주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상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

HR =

A
×100
C

(2)

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자산 중 주택자산
의 비중이 70% 이상인 가구만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자산 중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HR = 역모기지 소비대체율(%)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것은 주택이 자산의

C = 현재 소비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며 따라서 역모기지 이용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따라서 역모기지 상품개

소비에 대한 생애주기가설의 소비의 평활화

발의 목표집단(target group)이 될 수 있기 때

(consumption smoothing)에 의하면 전체 생애

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위의 기준을 만족

주기 동안에 실질 소비(real consumption)는

시키는 총 1,561 가계가 사용되었다.

항상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은퇴소비가계의 현재 소비가 은퇴기간 동

5.2 연구자료

안 실질가치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이다. 통계청
에서 5년을 단위로 실시하는 본 자료는 전국

Ⅴ. 연구방법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소득과 소비지출, 저
축, 부채, 가구 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자산
에 관한 심층조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5.1 연구대상

부합하는 자료이다. 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2001년 5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이며, 소

본 연구의 대상은 55세에서 79세에 속하는

득과 지출 자료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

노인 은퇴자 가구이다. 연령을 하한선을 55세

일까지의 1년간의 자료이며, 저축 및 부채, 가

로 정한 이유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구 내구재 보유현황 자료는 2000년 12월 31일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기준으로 수집되었다. 분석 대상가구는 주요지

나라 국민의 평균 은퇴연령이 남성은 58.3세,

표 따라 층화 추출한 27,000 가구를 목표로 하

여성은 55.2세, 평균 56.8세(김지경, 2004)인 사

였으며, 면접타계식과 자기기입식을 병행하여 조

실에 근거하고 있다. 연령의 상한선을 79세로

사가 이루어졌다(http://www.nso.go.kr/nso2005

정한 이유는 80대로 접어들게 되면 평균 기대

/upload_file/upload/potal/116-2000.hwp).

여명의 감소에 따라 역모기지 이용의 혜택도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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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로 양분

5.3 분석방법

(binary choice)할 경우 이 모형이 적용될 수
위에서 기술한 실증적 연구모형에 따라 은퇴

있으며, 이 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노인가계의 역모기지 연금과 소비대체율을 각
각 추정하였다. 은퇴 노인가계의 역모기지 연

            

금이 현재소비수준을 대체하는 정도(역모기지

          

(6)

연금의 소득대체율)는 가정에 따라서 매우 다
양한 범위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
은 역모기지의 노후소득 효과이므로 역모기지

여기서 Pi는 종속변수( y i)가 1 또는 0으로


응답될 확률이며    

 

 

, F는 u의



이용시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달성가능한지에

누적분포함수(cdf)이다. 로짓모형에서는   의

있다. 따라서 역모기지 연금의 노후소득 활용

누적함수가 logistic distribution이라고 가정하

도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소비대체율이 현
재 소비수준의 절반(50%)이상을 대체할 수 있

며 따라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
다(Maddala, 1992).

는가, 아니면 현재 소비수준 전체(100%)를 대
체할 수 있는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역
모기지를 이용한 연금액수가 현재 소비수준을
50% 이상 달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와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2가지 경우

  
 
    

(7)

  

 
 
  
    

(8)

   


로 각각 분석을 실시하여 역모기지 연금의 노
후소득 활용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Z 에는 상수항과 독립변수가 포함되는데 독
립변수의 선정에는 위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에

소비대체율이 50%와 100%를 달성하는가의

서 중요하게 나타난 공통 독립변수들과 본 연

여부에 따른 은퇴 노인가계의 특성을 각각 분

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선

석하기 위해서는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

행연구에서 역모기지와 주택순자산가치(home

며, 소비대체율이 50%와 100%를 달성하는가

equity)를 이용한 금융상품 이용행태에서 유의

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logit)분석을

하게 나타난 공통 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결혼

실시하였다. 로짓모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상태, 교육수준, 소득, 순자산, 총자산, 총자산

추정된다.

중 유동자산비중, 사전이전소득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순자산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위험자산, 안전자산, 부채로 구분하여 포

k

y i *=β 0+ ∑ β jx ij +u i
j =1

3)

(3)

함시킴으로써 그 개별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

y i=1

if y i *>0

(4)

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주택자

y i=0

otherwise

(5)

산을 활용한 역모기지 연금의 소비대체율이므
로 주택자산 이외의 부동산 자산, 기타 소득원

즉, 역모기지 소비대체율이 50%(100%)를

(공적 연금소득, 사적 보조금소득), 과소비 여

3) 여기서 yi*는 역모기기 연금 소득대체율의 50(100)% 달성가능 여부를 의미한다. 즉 달성 가능한 경우 yi=1, 불가능한 경우
yi=0의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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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변수들은 노후

노인가계의 평균 연령은 66세였고, 남성 가구

준비와 관련된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주가 66%를 차지하였으며, 은퇴 노인가계의

변수들이다(Chen & Jensen, 1985; Salandro

23%가 일인 가계(단독가구)였다. 배우자가 있

& Harrison, 1997; Lee, 2005).

는 기혼가계는 67%였으며, 가구주의 66%가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
구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기대여명은 15
년이었다. 은퇴 노인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Ⅵ. 연구결과 및 논의

1,468,114원, 월평균 소비액수는 1,039,990원으
로 나타났으며, 30%가 소득 이상으로 소비를
<표 1>에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은퇴 노

하는 과소비 가계로 나타났다. 총 평균자산은

인가계의 평균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은퇴

111,774,753원, 이 중 거주주택의 자산가치가

<표 1> 은퇴 노인가계의 특성
은퇴 노인가계의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n=1,561)
평균, 빈도

연령
남성가구주
일인가계
유배우자 가계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대여명

65.63세
65.73%
22.68%
67.14%
65.98%
22.42%
10.95%
0.64%
14.98년

월소득
근로소득(배우자,기타가구원)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월소비
총자산
거주주택자산
안전자산
위험자산
총부채
부채소유가계
총자산중주택자산비중
주택자산이외부동산소유가계
과소비가계
개인연금(소득)소유
공적연금(소득)소유
사적보조금소유
소비자학연구

1,468,114원
380,545원
564,394원
3,035원
157,731원
301,296원
61,113원
1,039,990원
111,774,753원
100,097,341원
8,079,846원
1,475,003원
6,375,548원
33.70%
90.75%
9.03%
30.37%
7.11%
11.72%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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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7,341원이었고, 총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

도 역모기지 연금은 은퇴 노인가계의 현재 소

중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은퇴

비액수의 절반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노인가계의 9%가 주택자산 이외에 다른 부동

나타났다. 또한 HR의 분포를 보면, LTV를

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은퇴 노인가계의 자산

60% 이상의 어떤 값으로 가정해도 소비대체

포트폴리오를 보면, 안전자산이 8,079,846원, 위

율이 100%를 넘어 현재의 모든 소비를 대체할

험자산이 1,475,003원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안

만큼의 연금을 받는 은퇴 노인가계가 존재한

전자산 유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를 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하고 있는 가계는 34%였고 평균 총부채 액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의 소비대체율이 50%와

수는 6,375,548원으로 나타났다. 은퇴 노인가계

100%를 달성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은퇴 노인

의 소득원천 중 개인연금이 있는 가계가 7%,

가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ANOVA

공적연금이 있는 가계가 12%, 사적보조금을

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우

받고 있는 가계가 49%로 나타났다.

선 역모기지 소비대체율이 50%를 넘는 은퇴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역모기지 연금액수(A)

노인가계와 그렇지 않은 은퇴 노인가계의 특

와 소비대체율(HR)을 추정한 결과는 <표 2>

성은 매우 달랐다. HR이 50% 이상인 은퇴 노

에 제시되어 있다. 주택의 담보가치인 LTV가

인가계의 평균 연령은 69세로 50% 미만인 가

60%일 때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액수는 4,826,016

계의 평균 연령인 64세 보다 높았다. 또한 HR

원으로 추정되었고, 소비대체율은 48%였다.

이 50% 이상인 은퇴 노인가계의 일인가계 비

LTV가 70%일 경우,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액수

중은 31%로 50% 미만인 가계의 19% 보다 높

는 5,630,352원, 소비대체율은 56%, LTV가 80%

게 나타났다. 한편 HR이 50% 이상인 가계는

일 경우,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액수는 6,434,688

유배우자 비율이 낮았고(63% vs 69%), 가구

원, 소비대체율은 63%, LTV가 90%일 경우,

주 교육수준도 낮았으며(중학교 이하 학력이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액수는 7,239,024원, 소비

70% vs 64%), 기대여명도 낮게(13년 vs 16

대체율은 71%, LTV가 100%일 경우, 역모기

년) 나타났다. HR이 50%를 넘는 가계와 그렇

지를 통한 연금액수는 8,043,360원, 소비대체율

지 않은 가계 간에는 대부분의 경제적 특성에

은 79%로 각각 추정되었다. LTV가 증가할수

도 유의한 차이가 많았다. HR이 50%를 넘는

록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액수와 소비대체율은

가계는 월평균 소득이 낮았으며(1,150,583원 vs

증가하였고, LTV를 60%로 가정했을 경우에

1,609,958원), 월평균소비액수도 낮았다(758,307

<표 2> 역모기지 연금액수(A)와 소비대체율(HR)
역모기지 소비대체율

LTV=60%

LTV=70%

LTV=80%

LTV=90%

LTV=100%

A(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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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016

5,630,352

6,434,688

7,239,024

8,043,360

HR(%) 평균

47.58

55.51

63.44

71.37

79.30

HR(%) 표준편차

48.61

56.72

64.82

72.92

81.02

90%
Q3
Q2
Q1
10%

103.12
59.68
31.95
18.48
10.74

120.31
69.63
37.27
21.56
12.53

137.49
79.58
42.60
24.64
14.32

154.68
89.52
47.92
27.72
16.11

171.87
99.47
53.25
30.80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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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역모기지 소비대체율(HR) 50%와 100% 충족여부에 따른 은퇴 노인가계의 특성
(LTV=60% 가정)

은퇴 노인가계의 특성

HR≧50%

HR<50%

sig.

HR≧100%

HR<100%

sig.

연령
남성가구주
일인가계
인구 유배우자 가계
사회적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특성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대여명

68.86세
63.28%
31.33%
63.28%
69.92%
18.05%
11.20%
0.83%
12.89년

64.19세
66.82%
18.81%
68.86%
64.23%
24.37%
10.84%
0.56%
15.92년

*** 70.88세
57.74%
*** 38.10%
*
56.55%
*
72.02%
** 17.86%
9.52%
0.60%
*** 11.74년

65.00세
66.69%
20.82%
68.41%
65.25%
22.97%
11.13%
0.65%
15.37년

***
*
***
**

월소득
월소비
총자산
거주주택자산
안전자산
위험자산
경제적 총부채
특성 부채소유가계
총자산중주택자산비중
주택자산이외부동산소유가계
과소비가계
개인연금(소득)소유
공적연금(소득)소유
사적보조금소유

1,150,583원
758,307원
181,342,303원
164,600,747원
9,888,651원
2,288,589원
6,583,216원
26.56%
92.39%
13.49%
25.31%
3.94%
11.41%
60.79%

1,609,958원
1,165,821원
80,698,239원
71,283,031원
7,271,835원
1,111,566원
6,282,780원
36.89%
90.03%
7.04%
32.62%
8.53%
11.86%
44.39%

***
***
***
***
***
**

1,516,366원
1,086,225원
97,145,535원
86,382,592원
7,893,568원
1,354,472원
6,251,615원
34.67%
90.51%
7.97%
31.59%
7.61%
12.20%
48.46%

***
***
***
***

***
***
***
**
**
***

1,068,021원
656,627원
233,075,357원
213,815,476원
9,624,405원
1,474,405원
7,403,155원
25.60%
92.75%
17.86%
20.24%
2.98%
7.74%
57.74%

***

*
**
***
**
*
*

* p<.05, ** p<.01, *** p<.001

원 vs 1,165,821원). 한편 총자산액수는 높게

는 가계보다 낮았으며(25% vs 33%), 개인연

나타났으며(181,342,303원 vs 80,698,239원), 거

금 소득의 소유 비중도 더 낮았다(4% vs 9%).

주주택의 자산가치도 높았고(164,600,747원 vs

한편 사적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계의 비중은

71,283,031원), 총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도

HR이 50%를 넘는 은퇴 노인가계가 61%,

92%로 HR이 50% 이하인 가계의 90% 보다

50%를 넘지 않는 가계의 44%에 비해 더 높게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안전자산의 비중과 위험

나타났다.

자산의 비중 모두 HR이 50% 이상인 은퇴 노

은퇴 노인가계 중 역모기지 소비대체율이

인가계의 경우가 각각 9,888,651원, 2,288,589원

100%를 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간에도

으로 높았다. HR이 50% 이상인 은퇴 노인가

여러 특성들에 있어서 유의하게 다른 결과가

계의 부채 소유 비중은 27%로 50% 이하인 가

나타났다. HR이 100%를 넘는 가계의 가구주

계의 37%보다 낮았고 주택 이외의 부동산 소

연령이 더 높았으며(71세 vs 65세) 남성 가구주

유 비중은 HR이 50% 이상인 경우가 13%로

비중은 더 낮았다(58% vs 67%). HR이 100%를

더 높게 나타났다. 과소비 가계의 비중은 HR

넘는 가계의 일인가계 비중은 더 높았으며

이 50%를 넘는 가계의 경우가 50%를 넘지 않

(38% vs 21%) 유배우자 비중은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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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vs 68%). HR이 50%인 경우와는 달리

를 소유한 가계의 비중은 HR이 100%를 넘는

가구주 교육수준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경우에 26%로 HR이 100%를 넘지 않는 경우

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대여명은 각각 12년, 15

의 35%보다 낮았으며,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

년으로 HR이 100%를 넘는 가계가 더 짧았다.

산을 소유한 가계의 비중은 18%와 8%로 HR

HR이 100%를 넘는 가계의 월소득수준은 더

이 100%를 넘는 가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

낮았고(1,068,021원 vs 1,516,366원) 월소비수준

다. HR이 100%를 넘는 경우에 과소비 비중은

도 더 낮았다(656,627원 vs 1,086,255원). 한편

낮았으며(20% vs 32%), 개인연금의 소유비중

총자산액수는 HR이 100%를 넘는 경우에 더

도 낮았고(3% vs 8%), 사적보조금의 소유비

높았고(233,075,357원 vs 97,145,535원), 거주주

중은 높게 나타났다(58% vs 48%).

택자산의 가치도 더 높았다(213,815,476원 vs

위의 ANOVA 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타난

86,382,592원). 총 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은

주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소비대체율이

HR이 100%를 넘는 경우 93%, 100%를 넘지

50%와 100%를 달성하는가의 여부를 종속변수

않는 경우 9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채

로 하여 로짓(logit)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4> 역모기지의 소비대체율 50% 충족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LTV=60%
LTV=70%
LTV=80%
LTV=90%
LTV=100%
종속변수:
역모기지 소비대체율 ≧50% 30.88% ≧50% 36.96% ≧50% 42.99% ≧50% 48.24% ≧50% 53.11%
50% 충족여부
<50% 69.12% <50% 63.04% <50% 57.01% <50% 51.76% <50% 46.89%
독립변수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13.251 ***

-13.442 ***

-12.575 ***

-9.976 ***

-10.441 ***

가구주연령

0.124 ***

0.119 ***

0.110 ***

0.101 ***

0.101 ***

남성가구주

0.254

0.362

*

0.650 ***

0.771 ***

0.763 ***

일인가계

0.381

0.405

*

0.592

0.444

0.343

가구주교육수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0.150
0.270
1.071

0.082
0.267
0.644

상수항

거주주택자산비중
log(소득)

0.068 ***
-0.209

*

0.226
0.353
0.847

0.072 ***
-0.177

**

*

0.032
0.271
0.497

0.081 ***
-0.257

*

-0.001
0.335
0.731

0.077 ***

0.085 ***

**

-0.357 ***

-0.357 ***

log(안전자산)

0.079 ***

0.074 ***

0.088 ***

0.100 ***

0.096 ***

log(위험자산)

0.048 ***

0.049 ***

0.047 ***

0.038 ***

0.052 ***

부채소유
기타부동산소유
공적연금소득소유
사적보조금소유

-0.197
1.554 ***

-0.359

**

1.553 ***

-0.066

-0.233

0.178

0.281

-0.337

**

1.528 ***
-0.341

*

0.404

-0.174
1.590 ***
-0.291

-0.264

*

1.674 ***
0.007

**

0.422 ***

0.457 ***

과소비

-0.949 ***

-0.815 ***

-0.805 ***

-0.741 ***

-0.744 ***

Concordance rate

77.1%

76.8%

77.3%

76.8%

77.1%

Chi-square

322.353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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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31 ***

387.590 ***

377.060 ***

393.606 ***

<표 5>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LTV가 60%∼

유하고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100%로 가정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주택 이외의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유의한 변수들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HR을 50% 이상으로 달

로 공통적인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논의하

성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으로

고자 한다. 우선 HR이 50%를 달성하는가의

사적보조금을 소유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표 4), 다른 변수

가계에 비해 HR의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았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

고 과소비 가계는 HR 50%를 넘을 가능성이

록, 남성가구주 가계일수록, 일인가계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 달성가능성이 더 높았다. 총자산 중 거주주

HR이 100%를 달성하는가 여부를 종속변수

택의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

로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위의 <표 4>에서

수록 HR이 50%를 넘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

제시된 HR 50% 달성여부의 경우와 유사한 변

았다. 또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더 많이 보

수들이 여기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선 가

<표 5> 역모기지의 소비대체율 100% 충족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LTV=60%
종속변수:
역모기지 소비대체율 ≧100% 10.76%
100% 충족여부
<100% 89.24%
독립변수
상수항
가구주연령
남성가구주

LTV=70%

LTV=80%

LTV=90%

LTV=100%

≧100% 15.05% ≧100% 18.13% ≧100% 21.84% ≧100% 24.73%
<100% 84.95% <100% 81.87% <100% 78.16% <100% 75.27%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추정계수 Sig.

-21.999 ***

-15.330

***

-14.591 ***

-14.531 ***

-14.512 ***

0.179 ***

0.150

***

0.150 ***

0.141 ***

0.139 ***
0.092

-0.040

0.227

0.104

0.168

일인가계

0.586

0.330

0.263

0.476

가구주교육수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0.444
0.358
0.817

0.197
0.253
1.816

*

0.166
0.210
1.522

0.185
0.102
1.130

0.240
0.124
1.500

거주주택자산비중

0.069 ***

0.068

***

0.068 ***

0.077 ***

log(소득)

0.020

-0.250

**

log(안전자산)

0.077 ***

0.091

***

log(위험자산)

0.030
-0.122

부채소유
기타부동산소유

1.774 ***

-0.267

**

-0.211

*

-0.248

*
**

0.070 ***

0.077 ***

0.032

0.027

0.059 ***

0.054 ***

-0.043

0.022

1.497

***
*

-0.589

-0.676

사적보조금소유

-0.387

-0.184

과소비

-1.014 ***

-1.199

Concordance rate

82.6%

80.5%

218.111 ***

0.067 ***

0.264

0.095 ***

공적연금소득소유

Chi-square

*

*

245.819

***
***

1.759 ***

-0.139
1.494 ***

-0.172
1.622 ***

-0.449

-0.366

-0.245

-0.214

-0.189

-0.010

-1.246 ***

-1.016 ***

-1.050 ***

80.2%

78.7%

78.7%

279.986 ***

289.294 ***

320.047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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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주가 대학

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은퇴 노인가계

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일인가계일

않은 경우에 비해 HR 100% 달성 가능성이 높

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산(위험자산, 안

게 나타났다. 총자산중 거주주택의 자산비중이

전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안전자산과

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의 범위 내에서

위험자산이 많을수록 HR의 100% 달성가능성

소비를 하는 가계일수록 그 달성가능성은 높

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택 이외의 다른

게 나타났다. 즉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역모기지 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수준이

비해서 HR 100% 달성가능성은 높았고, 과소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선진국 수준

비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HR 100%

의 역모기지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달성가능성은 낮았다.

연령이 높은 저소득 노인가계, 일인가계(독거
노인가구),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이상으로 소
비하는 가계, 총자산 중 거주주택 자산의 비중

Ⅶ. 결론 및 제언

이 높은 가계,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
유한 가계 등을 타겟으로 하여 제도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

본 연구는 은퇴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진 은퇴 노인가계에게 역모기지는 노후 소득원

역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현재소비를 어느 정

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게 되며

도 대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역모기지의

재무설계적 측면에서 노후 안전감(retirement

소비대체율(consumption replacement ratio)을

security)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역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주택자산

모기지의 소비대체율이 높은 집단을 결정하는

(home equity)은 노후자산의 핵심으로 간주되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역모기지 연금소득으로

어 왔다. 이러한 자산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국

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

가 경제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이용

고자 하였다. 우선, 역모기지 소비대체율(HR)

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50%(100%)를 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

200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이 중

단간에는 여러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자가주택의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지만 주

있는 것이 밝혀졌다. 즉 연령, 일인가계 여부,

택자산의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배우자 유무, 기대여명, 소득수준, 소비수준, 총

서 자산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

자산, 거주주택자산의 가치, 총자산중 거주주

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

택자산의 비중, 부채 소유 여부, 주택이외의

조상황을 고려할 때, 역모기지는 생애주기(life

부동산 소유 여부, 과소비 여부, 개인연금소득

cycle)에 맞춘 주거대책으로서 거주 주택만 소

의 소유여부, 사적보조금 소유여부에 있어서

유하고 있고 생활비가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힘든 대다수 노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

또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HR이

는 제도이다. 노인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50%(100%)를 달성하는가 여부에 대한 분석결

큰 자산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해

과 이 달성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낼 수 있다면 거시적으로는 국가재정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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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노

확한 이해를 확대시키기 위한 재무교육(financial

후자금의 부족분을 채우거나 노후의 대체소득

education)이 필수적이다. 또한 역모기지를 은

으로 활용함으로써 가계의 자산을 보다 효율

퇴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활성화하기

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줄 수 있다. 즉 역모기지

위해서는 은퇴자의 생활에 적합한 다양한 상

제도는 일차적으로 은퇴가계의 노후생활 안전

품개발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역모기지 상품

감(security)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 신용한도 할당이나 종신지급, 기간제 지급

향후 역모기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주택

등 다양한 역모기지론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에 대한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이용)

노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의 개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역모기지

개발시켜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

다. 이러한 역모기지 시장의 활성화는 금융권

이 높다.

부동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다양한 역모기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 은퇴자들은 국민연
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상품 개발을 유발하여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논문접수일: 2005. 12. 19>

나고 있다. 그런데 역모기지 제도가 잘 활용된

<게재확정일: 2006. 3. 13>

다면 공적연금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없
이도 민간차원에서 노인들의 생활보장 및 주
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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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Mortgage as a Retirement Income
Yoonkyung Yuh*
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of reverse mortgage for retired households using
the 2001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lso,
this study examined factors associated with retired households with high replacement ratio(≧50%,
≧100%) of reverse mortgage. Life cycle hypothesis of consumption by Modigliani and
Brumberg(1954), Ando and Modigliani(1963) was used as a Theoretical Model of this study.
Assuming LTV(Loan to Value) as 60%, average annuity from reverse mortgage was 4,826,016 won
and average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HR) was 48%. The annuity amount and replacement
ratio were increased as LTV was increased. Assuming LTV as 100%, average annuity was
8,043,360 won and average replacement ratio was 79%.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various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with high replacement ratio(≧
50%, ≧100%) and those with low replacement ratio(<50%, <100%). Retired households with older
householders, shorter life expectancy of householders, lower income level, lower consumption level,
higher level of total assets, higher level of housing assets, and higher share of housing among total
assets had high replacement ratio. Also, those with high replacement ratio tended to be one-person
households, have no debt, have other real estate except housing, spending less than income, and
have no pension.
The logit analyses showed that those with older householder, one-person, lower income level, higher
assets level, higher share of housing assets among total assets, and spending less than income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replacement ratio from reverse mortgage. Thus, the retired households
with these characteristics were tended to have higher benefit from reverse mortgage. Therefore, the
reverse mortgage system should have focused on these group of retired households to provide
efficient tools for retirement income security.
Key words: reverse mortgage, replacement ratio, retirement income, life cycle hypothesis, financ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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