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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주택연금제도는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프로그

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간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에 주

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들에 대해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충기․박상수(2014)의 연구를 확장하여 미래 기대와 코호트 효과를 고려

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문에서 진술된 가구의 의향이 미래에 대한 기

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의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대형성 과정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모형화하여 주택연금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주

택연금에 대한 수요 추정 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프로그램에 대해 후세대들이 보다

덜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난 반면 저소득 계층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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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구고령화 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가 당면한 현안 문제로 신용평가사인 무디

스에 따르면, 2030년경 전 세계적으로 34개국이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

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

입한 이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2026년경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가 더해져 65세 이

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13.1%에서 2060년에는 40.1%

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는 17.9명에서 80.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

청, 2015).1)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의료, 복지 부문에 있어 다양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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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질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고령세대의 의료비

용을 증가시키며 연금과 복지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는 고령자들의 주택소비 행태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주택소비의 변화를 생애주기가설로서

설명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생애주가가설에 근거한 연구들의 주된 맥락은

50대까지는 주거면적(박천규 외, 2009)이 증가하다가 60대에서는 중소형주택 선

호도(정호성 외, 2010)가 높아지는 등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이다(박헌수․김민정, 2014). 반면 이창

무․박지영(2009), 김준형․김경환(2011) 등은 가구원 수의 감소나 베이비부머 세

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의 침체 혹은 주거소비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고령화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

거나 주거소비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저출산에 따른 인

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주택시장은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문제는 노년가구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년세대의 경제력 약

화가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주거소비 수준이 연속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한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한 노년세대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

분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의료비 지출의 증

가(De Nardi et al., 2010)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Nakajima and Telyukova,

2012)이 발생할 경우 은퇴고령자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가 쉽지 않다. 기존 자가보유자들 중 주거면적을 줄여 자가보유를 유지하는 노인

세대도 있을 것이나 일부는 주택임차로 주거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주거가 불안

정해질 것이다. 김대환 외(2013)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주택을 자가에서

차가로 변경함으로써 주택을 현금화하는 행태가 유의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고

령자들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 세대들은 금융자산이나 추가적인 소득이 거의 없

이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고령화에 따른 노년세대의 주거안정 위험이 매

우 높다.2) 이에 정부는 노후의 주거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주택연금제도

1)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2030년에는 고령자 1명당 2.6명, 2060년에는 1.2명으

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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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mortgage loan)를 시행하고 있다. 50대 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70% 이상

자가주택이라는 점에서 주택연금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이충기․

박상수, 2014). 또한 저축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전이 충분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주택연금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신기화․고성수,

2012).

일반적으로 개별 사회구성원의 축적된 경험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을 설명하

는 인구학적 이론들은 연령효과(age effect), 기간효과(period effect), 코호트 효과

(cohort effect)로 구분하여 분석된다. 연령효과는 연령대별 차이로 생애주기에 따

른 변화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은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증가

하고 부양가족이 늘어나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기간효

과는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산업의 비즈니스 사

이클과 같이 해당 기간의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코호트

효과는 동시대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기적 효과로 연령이나 기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세대 고유의 특성을 의미한다.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 또한 연령효과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특정 코호트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정 시점, 특정 가구의 주택

연금 수요는 해당 시점의 소득이나 가구원 수와 같은 가구의 특성뿐 아니라 해

당 가구의 과거 경험과 소비패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래의 총

주택연금 수요의 변화를 분석할 때 단순한 연령효과뿐만 아니라 각 가구가 경험

한 과거를 내재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탄생코호트(세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5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는 주택금

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자료 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코호트 효과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주택연금 수요

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주택 가격, 자녀 수, 교육수준 등 각 가구주들의 미래

기대를 반영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실증 분석 결과로부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타겟 계

층에 대해 논의하고, 자녀 수의 증가가 주택연금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2)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여 사적 저축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가계

의 비금융자산이 개인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신혜원․이준상, 2017).



34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주택연금 수요 추정

Ⅱ.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이용한 데이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금

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중 일반가구 대상 설문의 주택연금에 관한 설

문조사 결과이다. 이용 가능한 변수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개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매년 5,000명(2010년은 4,500명)

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미응답 등의 이유로 2010년 4,177명, 2011년

4,761명, 2012년 4,650명, 2013년 4,636명, 2014년 4,719명 등 총 2만 2,943명의 데

이터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향후 주택연

금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을 통해 피응답자의 의사를 물어 응답 결과를 5점 리

커트(Likart) 척도로 응답을 유도하였다.3)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 보유를 전제로

하므로 이 설문은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래에 주택을 보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택연금 이용 의향과

가구주 연령의 관계를 단순한 기술통계량을 이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

1>의 실선은 2010～2014년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구주 연령별로 주택연금 이용

의향에 대해 긍정적 응답(4 또는 5)의 비중을 그린 것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가구주의 연령, 세로축은 응답 비율이다. 그래프의 점선은 가구주 연령별로 긍정

적 응답의 평균적 패턴을 시각화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별 긍정적 응답의 비중을

가구주 연령의 3차함수로 적합시킨(fitted) 값이다. 수식을 이용해 설명하자.

3) 설문지의 질문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는 향후에 주

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입 조건에 귀하께서 해당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주택연금 상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근거해 응답해 주시면 됩니

다” 였다. 응답은 5점(반드시 이용하겠다), 4점(이용하겠다), 3점(잘 모르겠다), 2점(이용하지

않겠다), 1점(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종신형의 경우 주택 소유주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자라도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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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의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향후

주택연금

이용

의향

부정적

응답(1 또는

2)

0.166

(0.372)

0.136

(0.343)

0.134

(0.341)

0.168

(0.374)

0.169

(0.375)

0.154

(0.361)

중립적

응답(3)

0.434

(0.496)

0.464

(0.499)

0.465

(0.499)

0.409

(0.492)

0.446

(0.497)

0.444

(0.497)

긍정적

응답(4 또는

5)

0.400

(0.490)

0.400

(0.490)

0.401

(0.490)

0.423

(0.494)

0.385

(0.487)

0.402

(0.490)

주택보유자 소유 집값

(단위: 백만 원)

137.0

(215.3)

143.3

(180.3)

138.8

(221.4)

155.8

(348.5)

158.3

(282.6)

146.9

(257.2)

월소득(단위: 백만 원)
3.263

(2.001)

3.757

(3.066)

3.646

(2.555)

3.922

(2.114)

4.093

(2.209)

3.747

(2.446)

가구주 연령
41.54

(9.208)

42.73

(9.174)

42.72

(9.390)

42.70

(9.252)

42.88

(9.360)

42.53

(9.289)

가구주의 학력

(1=대졸 이상, 0=고졸

이하)

0.723

(0.448)

0.761

(0.427)

0.766

(0.423)

0.802

(0.398)

0.804

(0.397)

0.772

(0.419)

가구주 결혼 여부

(1=기혼, 0=미혼)

0.740

(0.439)

0.797

(0.402)

0.769

(0.422)

0.814

(0.389)

0.791

(0.406)

0.783

(0.412)

응답 인원 4,177 4,761 4,650 4,636 4,719 22,943

주: 주택보유자 소유 집값과 연소득은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조정한 값이다.

를 응답자 의 응답이라고 하고  ≥ 는 가 4 또는 5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이진변수라고 하자. 그리고 가 응답한 시점에서 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라고 하자. 주어진 가구주 연령 에 대해

  
     

과    




     
 ≥ 를 정의하자. 즉, 는 가구주

연령이 인 응답자들의 수이고 는 가구주 연령이 인 응답자들 중 주택연금

이용 의향에 대해 4 또는 5의 응답을 한 사람들의 비중이다. <그림 1>의

Pr ≥  그래프는 주어진 연령 ∈  ⋯ 에 대해  를 그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높은 가구의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20대의 경우 매우

높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져서 32∼33세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이다가

다시 높아져 50대 중후반이 되면 다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적합값을 기준으

로 정량적으로 말을 하자면, 1,000명의 가구주들이 25세일 경우 ‘향후에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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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하겠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약 393명이지만 33세일 때

에는 같은 응답을 하는 사람이 약 343명으로 감소하고 56세인 경우에는 460명까

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가구주 연령별 긍정적 응답 비율

주택연금 가입 의향에 대한 질문이 ‘향후에,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

에’ 가입 의향을 물은 것임을 생각해 보면, 20대에는 높다가 30대에는 낮아졌다가

40대부터 다시 높아지는 가입 의사의 변화 패턴을 한 세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이는 패턴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사람이

20대 때에는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다가 30대 때에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

다가 40대가 넘어서면서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겠으나, 적합값 기준으로 최소 응답이 약 0.34(33세), 최대 응답이 약

0.49(20세)로 평균값인 0.402(<표 1> 참조) 대비 -15∼22%에 달하는 편차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저자들이 주목한 것은 데이터에서 각 연령을 구성하는 세대 코호트들이 다르

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가구주 연령 25세는 1985년생 세대들(2010년 데이터)

부터 1989년생 세대들(2014년 데이터)인 반면 가구주 연령 33세는 1977년생 세대

들(2010년 데이터)부터 1981년생 세대들(2014년 데이터)이고 가구주 연령 56세는

1954년생 세대들(2010년 데이터)부터 1958년생 세대들(2014년 데이터)이다. 혹시

연령별 패턴처럼 보이던 <그림 1>이 실은 세대별 가입 의사의 차이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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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령별로 구성하는 세대가 달라서 겉보기로 나타나는 패턴은 아닐까?

<그림 1>에서 보이는 주택연금 가입 의사에 대한 패턴이 연령에 따른 패턴인

지 또는 세대별 코호트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패턴인지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의

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논의의 편의상 위의 확률을 가입

가구 비중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일 위의 패턴이 연령에 따른 패턴이라면, 적합값

기준으로 볼 때 매년 가구주 연령 25세의 가구 중 39.3%, 33세의 가구 중 34.3%,

56세의 가구 중 46.0%가 가입한 상태로 유지된다. 비록 올해는 33세의 가구가

34.3%만 가입해 있지만 이들이 56세가 되는 23년 뒤에는 다시 46.0%로 가입 가

구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 패턴이 코호트별 특성에 의해 만들어진 패

턴이라면, 현재 34.3%만 가입해 있는 가구주 연령 33세의 가구는 이들이 56세가

되어도 여전히 34.3%만 가입해 있을 것이다.

앞에서 와  를 정의했었다. 를 가 설문조사에 응한 해라고 하자.

그리고 ∈ ⋯ 에 대해     
         

 ,    

  




         
  ≥ ,

  







  



     

를 정의하자.

  는 해에 응답한 응답자 중 가구주 연령이 인 사람들의 수이고   는 이

사람들 중 주택연금 가입의사가 4 또는 5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따라서

 는 매해 가구주 연령이 인 사람들 중 주택연금 가입의사가 4 또는 5라고 응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있을

수 없기는 하지만 <그림 1>에서 보이는 패턴이 코호트의 효과가 전혀 없이 순전

히 연령에 따른 변화라면      이므로 모든 에 대해    이 될 것이다.

반면 이 경우 아래에서 정의하는  는 모든 ∈  ⋯ 에 대해
0보다 큰 값이 될 것이다.

를 응답자 가 속한 가구주가 태어난 해라고 정의하자.4) 어떤 ∈
 ⋯ 에 대해 해당 코호트의 표본 수   

     
과 해당

코호트 응답자 중 주택연금 이용 의향에 대해 4 또는 5의 응답을 한 사람들의

4) 주택연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의 의견에도 달려 있으므로 가구주의

출생연도가 가구단위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구주의 출생연

도를 이용해 정의한 ‘코호트’는 특정 가구가 속해 있는 세대의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일종의 프록시 변수(proxy variable)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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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를 정의하자. 그리고 ∈ ⋯ 에
대 해     

         

와      




         

 ≥ ,

  







  



     

를 정의하자.5)   가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의 4

또는 5의 응답 비중이 설문조사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해 주는 것

이므로, 만일 <그림 1>의 패턴이 순전히 코호트별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가 되고 모든 에 대해    이 될 것이고
 는 모든 에 대해 0

보다 큰 값을 가질 것이다.

실제로는 표본 추출에 따른 표본 오류도 존재하고 설문조사 시점에 따라

표본에 포함된 사람들의 여러 특성변수값들도 달라질 것이며 사람들의 미래

에 대한 기대 또한 설문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령 <그림

1>에서 보이는 패턴이 순수하게 연령에 따른 선호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

이거나 혹은 순수하게 코호트의 특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나

 가 0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도  의 평균값은 0.0450이고  

의 평균값은 0.0415였다.

<그림 2>  와
 의 히스토그램

5) 모든 ∈ ⋯ 에 대해   가 존재하도록 만들기 위해 코호트의 범위를

1990년생과 1955년생 사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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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sd(Cohort)가  의 히스토그램이고 sd(HOHage)가
 의 히스

토그램인데, 두 히스토그램을 비교해 보면  가
 보다 왼쪽으로 더 치우쳐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
 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주어진 코호트의    값의 에 따른 변동의 정도가 주어진 가

구주 연령에서의    값의 에 따른 변동의 정도보다 전반적으로 더 작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3>  와
  플롯

<그림 3>은  와
 가 가구주 연령 또는 코호트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이고 있다. 두 패널 중 위의 패널이 가구주 연령별로  를 플롯한 것이고 아

래의 패널이 코호트별로  를 플롯한 것이다.  에서 가구주 연령이 20대일

때와 50대 중후반일 때  의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의 값이 크다는 것

은 이 응답이 설문조사 해에 따라 해당 연령층의 응답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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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20대의  의 값이 큰 것은 은퇴라는 사건이 아직 자신들의 인생 계획

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시기라서 표명된 주택연금 가입 의사가 진지하지 않은

까닭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목적에 두어 주택연금 가입 의

사가 진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50대 중후반의   값이 큰 것은 의외이

다. 한편,  의 경우 코호트별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 보이는 변동에

비해 안정적이다. 이는 같은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의 응답이 설문조사 시점에 따

라 달라지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저자들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에서 보이는 패턴이 코호트별 특

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주택연금 수요 분석 모형에 코호트별

특성을 포함하고자 시도하였다. 코호트별로 가용한 데이터가 최대 5년간에 불과

해서 <그림 1>에서 보이는 패턴이 연령별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코호트별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런 까닭에 필자들은 <그

림 2>에서 관찰되는  와
 의 분포와 패턴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나

<그림 1>에서 보이는 패턴이 가구주 연령별 패턴인지 코호트별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후일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Ⅲ. 가정 및 모형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이용하는 데이터는 “향후에”, “가입이 가능

하다는 전제 하에”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자들

은 모두 가구주 연령 59세 이하인 사람들이었고 응답 당시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없었고 응답 당시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자신들이 60

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응답했다.

연금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60세 이상이 되는 어느 시점

부터 자신들이 사망할 때까지의 노후를 예상하고 응답했을 것이다. 응답자들이

노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의 미래 소득과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미래 소득

의 흐름, 노후의 미래 가정 상황 등에 대한 기대(expectation)를 형성한 상태에서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선호를 표명한 것이므로, 만일 응답자들의 머릿속에 만들

어진 미래에 대한 기대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응답자들의 응답 당시

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한(irrelevant)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박상수․심미령․이충기 41

는 응답자들이 염두에 두었을 미래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응답을 할 당시의 응

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만 있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

용해 주택연금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미래에 대한 선호를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들은 응답자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현재(응답 당시)의 정보

를 바탕으로 현재와 비슷한 상태의 미래를 예상한다는 전제를 하고자 한다. 이충

기․박상수(2014)에서 응답 당시의 변수값들을 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한 것은

동일한 전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응답 당시의

변수값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계량 모형에 응답자들의 ‘기

대’에 대한 구체적 형성 모형까지 포함시키고자 하였다.6) 본 연구의 모형은 현재

변수값을 이용하여 미래 기대 변수값을 추정하는 모형과 추정된 미래 기대 변수

값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를 추정하는 모형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 가법적 선호 모형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인생의 어느 시점 이후 주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주체들 중, 주택연금 가입 시 소득의 흐름으로부터 얻는 효용 흐름의 기대

현재가치가 주택연금 미가입 시 소득의 흐름으로부터 얻는 효용 흐름의 기대 현

재가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시점에 주

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고, 만일 그런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고자

할 것이다. 미래의 수익 흐름은 향후 결혼 여부, 향후 예상 자녀의 수, 자녀의 교

육 정도에 대한 기대, 자녀의 소득에 대한 기대, 가구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

한 예상, 자녀에 대한 상속 의지의 정도, 미래의 거시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 등

6) 미래 기대에 대해 모형화를 시도했다는 점과 아울러 총 5개년 간 데이터를 이용해 II절에서

언급한 코호트 효과를 고려하여 모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충기․박상수(2014)에 비해

발전된 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충기․박상수(2014)가 일반화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충기․박

상수(2014)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은 순서형 프로빗 모형에 비

해 인간 행위에 대해 다소 강한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

는 것이 모형의 충분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형 추정 시 프로빗 모형의

계산한계를 벗어나는 값들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통계적 추론을 위한 부트스트랩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선택하였다. 순서형 로짓 모

형은 순서형 프로빗 모형에 비해 한계효과의 함수적 형태가 보다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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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소들에 대한 기대의 함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계량경제학적으로 엄밀하게 모형을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문제이

거니와 설령 그런 모형을 구성한다고 해도 미래 기대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지 않

을까 생각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개별 주체 가 주택연

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향을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보고한 변수로서, 이를

다음과 같은 가법적 선호를 이용해 모형화하였다.7)

   i f f         ≦  ,

  ⋯  ,  ∞ ,  ∞ (1)

여기에서    는 가 주택연금 가입할 때 얻는 효용 흐름의 현재가치

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때 얻는 효용 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서 의 특

성변수 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인  와 교란항 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교란항 는 와 독립인 표준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Pr ≤       . 함수 표기상 편리함을 위해 아래에서는    

를  라고 하자.

2. 미래 기대의 모형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수  의 결정요소 는 가 갖는 미래의 기

대와 관련된 변수들로서 연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저자들에게 가용

한 정보는 가구 가 응답 시점에 보고한 가구특성변수로서 응답 시점의 가구주

연령, 설문 응답 시점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변수, 설문 조사 시점의 자녀 수, 기혼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변수,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로 구분한 교

육 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들의 경우 주택 가격   등이다.

의 연령이 낮은 경우 이 변수들이 의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컨대   이고,   이며,

7) 본 논문의 가정 및 추정 모형은 이충기(2017)의 연구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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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인 (즉, 연령이 28세이고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월평

균 소득 500만 원인 미혼자)가 주택연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5점 척도로

응답한다고 하자. 는 60세 때 혼인을 한 상태에서 매매가 10억 원의 주택을 보

유하고 있으며 2명의 장성한 자녀로부터 매월 상당한 금액의 이전소득을 얻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응답했을 수도 있고, 60세 때 혼인을 한 상태에서 매

매가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명의 어린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 주

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응답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 낮은 의 경우

를 결정하는 모형에 응답 시점의 , ,  등을 포함시키

는 것은 논리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

한편, 가 높은 중장년층의 는 응답 시점의 , ,

 등이  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특히, 가 59세인 들의 경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소

득,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등의 변수값들은 이들의 미래 소득의 흐름에 대한 기

대 형성에 매우 높은 결정력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들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하고자 한다.8)

[가정 1]  는 가 59세에 도달했을 때의 특성변수값과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가 59세에 도달했을 때의 특성변수값들을 
(59세 때의 소득),   

 (59세

때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 가격), 
(59세 때의 자녀의 수), 



(59세 때의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내자. 설문 응답 당시 의 연령이 59세 미만이

었다면 이 변수들은 가 59세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댓값이 된다. [가정 1]에 기

반하여  의 함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ln 


  ln   
  



 


      

(2)

8) 우리는 모든 에 대해 가 60세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설문 대상의 최고 연령이 59세였

기에 이렇게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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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 속한 코호트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소비자의 효용이 소득의 오

목함수(concave)라는 점을 모형에 부과(impose)하고자 59세의 소득이 아니라 59

세 소득의 자연대수값(ln  )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59세에 보유하

고 있는 주택의 가격(
) 역시 효용의 오목성을 고려해 자연대수 형태로 포함

하였다. 자녀의 수와 교육 정도가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고자 59세 때의 자녀의 수()와 59세 때의 교육수준()을 포함

시켰다.

는 2010년을 1로 할 때 가 설문에 응한 연도가 2010년으로부터 몇 번

째 해인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선호에 추세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에 포함시켰다. 2014년까지의 설문조사가 이용되었으므로 의 최대값은 5

이다. 설문에 응한 세대들이 2030년의 선호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에

21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된다.

식 (2)에서 코호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 는 ln 

출생연도 최소값  로 정의하였다. 즉, 가구주 의 출생연도에서 표본에 속

한 가구주 출생연도 중 가장 작은 값(1951)을 뺀 후 1을 더해서 자연대수를 취한

값으로, 자료에 속한 가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가구주의 코호트 효과가 0이고

출생연도가 늦어질수록 대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변수를 이용한 것은 우리가 코

호트에 따른 선호도 변화에 대해 후대로 내려올수록 단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

하고 그 효과는 체감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변수를 사용한

까닭에 우리의 모형을 이용해 미래 세대의 선호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컨

대 2010년에 출생한 세대의 선호 정도를 예측하려면  

ln    ln을 대입하면 된다.

코호트 효과를 현재와 달리 출생연도별 더미변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

우 코호트 효과는    대신 


  ∈ 의 형태로 식 (2)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해당 코호트별 더미변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들의 계수값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코호트 효과는 예측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코호트에 따른 일반적 경향을 알아내는 데에 제한이

따른다는 취약점이 있다. 저자들은 실제로 


  ∈ 와 같은 형태로

코호트 효과를 포함하여 아래에 상술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얻은  의 추정값을 코호트별로 그려보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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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호트별 더미변수 계수 추정값

그래프의 횡축은 가구주의 출생연도, 종축은 코호트별   의 추정값이다.

계수 추정값이 예외적으로 큰 1989년생 코호트(붉은 삼각형)를 제외하면 다른 코

호트들은 비교적 일정한 범위 내의 값을 갖고 있고, 추세선(점선)을 보면 출생연

도가 후대일수록 미약하게나마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관찰 결과를 바탕으

로 우리들은 코호트 변수를 현재와 같이 가구주 출생연도의 로그값으로 정의하

였다.

≈인 들의 경우 
의 값은 관측된 들의 값과 같거나 거의

같을 것이다. 하지만 가 59보다 작은 들의 경우 관측된 시점의 들을

이용하여 
의 값을 추정하여 모형 추정에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 추

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자 한다.

[가정 2] 는 자신의 
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설문에 응답한 시점에서

자신의 소득의 조건부 분위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 2]는 경제주체들이 소득의 상대적 이동성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

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어 구성한 것이다. 다소 극단적인 가정일 수 있으나 최근

소득이동성의 논의로 미루어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2]로부터 설문 당시 의 연령이 59세 미만인 경우 ln  에 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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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위회귀를 통해 ln 
를 추정하였다. 조건부 분위회귀 모형은 식 (3)과

같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3)

모형 (3)을 추정한 후 적합값(fitted value)  ln   
 와 실제 ln  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분위수를 구해서 이를 가 생각하는 자신의 소득의 조건부 분위수

( )로 간주한다.9) 단, 의 범위를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값이 아니라

  ⋯ 의 이산적인 값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렇게 한 것

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정확한 분위값을 알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까닭이기도 했다.

이렇게  가 정해지면 가 응답한 시점()의 데이터 중 가구주 연령 59세인

가구들의 소득 데이터를 이용해 식 (4)와 같은 분위휘귀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된

모형의  번째 분위값과 현재 소득의 로그값(ln  ) 중 큰 값을 ln  
로 간

주한다.

ln  
  

  
 ln   

 (4)

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교육수준이 유일한 중요한 변수라고

가정한다는 전제를 하면 식 (4)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전제가 매우 제한적이기

9) 이론적으로 분위회귀함수는 분위값에 대해 단조적이어야 한다. 즉, ≦인 두 분위값에

대해 식 (3)을 추정하면 모든 설명변수값에 대해  ln 
 ≦ ln 

 이 성립해야 하고

 ln 
  ln 

 이어서는 안 된다(‘no crossing property’). 하지만 여러 분위에 대해 모수

적 분위회귀함수를 추정하면 추정된 분위회귀함수가 서로 교차하는 일이 발생한다. 본 연

구에서는 Chernozhukov, Fernandez-Val, and Galichon(2009, 2010)이 제시한

rearrangement 기법을 이용하여 no crossing property를 회복한  ln 
 을 이용하였다. 식

(4)의 추정 후 적합값을 구할 때에도 re-arrangemen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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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우리는 식 (7)을 노년층 소득의 축약형 모형으로 본다면 본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식 (4)로 추정된  번째 분위값과

현재 소득 중 큰 값을 
로 사용하므로 의 59세 때의 기대소득(의 대수값)의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ln  
   max 

   
 ln  

    
  ln  (5)

 
는 가 59세가 되는 해이다. 설문에 응한 시점의 가 59세인

경우 ln  
   ln 로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ln  
 의 kernel density 추정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6>은 표본에 속한 1955년 또는 그 이전 출생자들(2014년 현재

만 59세)의 실제 ln 의 kernel density 추정 결과이다.

<그림 5> ln  
  density <그림 6> 실제 ln  density

ln  
 의 분포함수가 ln 의 분포함수에 비해 분산이 작다. 이는 모형

(4)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19개의 값만을 이용한 까닭으로 추측된다. 이 점을 감

안하고 보면 두 분포함수는 정성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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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3] 59세 미만의 는 59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을 주택 가격의 자연대수

값 ln   
 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응답 시점에 59세인 코호트들

중 자신의 소득분위와 동일한 소득분위 가구들의 주택 가격의 중위수

를 이용한다.

[가정 3]에서 조건부 평균 ln  이 아닌 조건부 중위수 ln  에 의해 결

정된다는 가정을 한 이유는, ln  의 조건부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일

경우에는 조건부 중위수 ln  와 조건부 평균 ln  이 동일하므로 어떤 값을

취하든 상관이 없는 반면, ln  의 조건부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 아

닌 경우 지나치게 큰 ln  나 지나치게 작은 ln  은 기대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평균값보다는 중간값을 이용해 기대를 형성한다고

가정하였다.

임의의 가구가 선택하는 주택 가격이 가구 소득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복잡한

형태의 추세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택 가격의 로그값의 중위수 회귀식을

식 (6)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0∼2014년의 표본 중 가 59세인

부분 표본(subsample)을 정하고 이 부분 표본에 있는 자료로 식 (6)을 추정하였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6)

이 중위수 회귀식이 추정되고 나면 59세 미만의 들의 기대주택 가격의 대수

값 ln    
 은 식 (6)에 ln  대신 ln  

 를,  대신 
를 대입해 구한

  
 와 실제 ln   를 비교해 큰 값으로 취했다. 설문 당시    인

경우 ln    
   ln    로 정했다.

ln    
   max  

  ln    (7)

이렇게 ln    
 와 ln  

 의 산포도는 <그림 7>과 같다. 횡축이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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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그림 8>은 1955년 또는 그 이전 출생자들(2014년 현재 만 59세)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ln 와 ln   의 산포도이다. 현재의 젊

은 세대들이 현재의 노년의 상태를 자신들의 노년에 대한 기대형성의 준거로 삼

는다면 두 산포도는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가정 3]이 분석 목

적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로 <그림 7>과 <그림 8>의 유사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7> ln   
 와 ln  

 의 산포도

<그림 8> 실제 ln 와 ln   의 산포도

[가정 4] 교육과 자녀 수에 대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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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에 대해 
  , 즉 설문에 응답한 시점의 자신의 교육수준 이

상의 교육을 받을 계획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녀 수(
)에 대

한 가정을 위해 가구주가 어떤 연령에 도달하면 그 연령에서 갖고 있는 자녀 이

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표본에 속한 가

구들의 가구주 연령별 자녀 수의 중위값을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표 2> 가구주 연령별 자녀 수의 중위값

가구주 연령(세) 20∼23 24∼25 26∼27 28 29∼34 35∼59

자녀 수의 중위수(명) 1 0 1 0 1 2

중위수의 패턴으로 보아 24～25세, 28세에 예외가 있지만 전반적인 패턴으로

보아 34세까지는 1명의 자녀를 유지하다가 35세 이후에 1명을 추가하여 총 2명

의 자녀를 갖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

탕으로 설문 응답 시점에 가구주 연령이 34세보다 적은 가구들 중 자녀가 1명

이하인 가구는 59세가 되기 이전에 1명을 더 낳아 총 2명의 자녀를 갖는다고 가

정하여 
  로 정한다. 가구주 연령이 34세보다 적은 가구들 중 응

답 시점에 2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는 더 이상의 자녀 계획이

없다고 가정하고 응답 시점의 자녀 수()를 
로 정한다.

가구주 연령이 3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자녀 계획이 없다고 가정하

고 
  로 정한다.

3. 순서형 로짓 모형

이상과 같이 모든 에 대해 ln  
   ln    

   


 를 구한

후 식 (2)의 ln 
와 ln   

 를 각각 ln  
 와 ln    

 로 대체하고 식

(1)의 분포함수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순서형 로짓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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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Pr  
   

  


 


  




  



ln            

(8)

여기서,          ln





 ln
 
 

  


통상적인 통계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최우추정 명령어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얻어지는 계수들의 표준오차는 신뢰할 수 없다. 식 (8)의

추정에 이용하는 회귀변수들이 실제로 관측된 변수들이 아니라 생성된 회귀변수

(generated regressor)들이기 때문이다. 생성된 회귀변수들을 이용해 모형을 추정

할 경우 계수 추정값들의 표준오차를 구할 때 회귀계수들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차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회귀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오차를 고려하기 위해서 생성

된 회귀변수들의 점근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예컨대, Wooldridge, 2002, pp. 117～

118)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생성된 회귀변수는 생성 과정이

복잡하고    
 를 생성하기 위해 또 다른 생성된 회귀변수인  

를 이용하는

등, 통상적으로 생성된 회귀변수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관계로 이 방법을 사용하

지 않고 부록 1.에 상세히 기술한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였다.

한편, 추정된 모형을 이용해 여러 가지 한계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다. 한계효

과(marginal effect)의 계산은 설명변수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설명변

수를 본 분석에서 나 처럼 문턱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된

변수들(이를 라고 표기하자)과 본 연구의   , 
 ,  , 처럼

문턱값의 개별적 이질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된 변수들(이를 라고 하자)로

구분해 생각해보자. 식 (8)에서 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계수는 로 표기되어 있

고 이 계수들은 의 함수가 아니다. 반면 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계수는 로 표

기되어 있고 의 함수이다.

표기의 편의상  ’ ’  exp    ’ ’  


를    

로 간략히 표기하자. 따라서 주어진   를 갖는 가구가 보다 크거나 같

은 응답을 할 확률은 Pr ≧           이다. 이 확률에 대한

와 의 한계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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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Pr ≧  Pr  ≧   

(9)




Pr ≧     Pr ≧  Pr ≧        (10)

 Pr ≧  Pr ≧  ∈   이므로 

Pr ≧  와




Pr ≧  의 부호는 각각 와   의 부호와 같고 그 크기(magnitude)

는 와   의 크기의 1/4을 넘지 못한다. 한계효과가 식 (11)과 (12)처럼

Pr ≧  의 함수로 간단히 표현되는 것은 로지스틱 분포의 확률밀도함수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로짓 모형이 프로빗 모형에 비해 갖는 이점으로 볼 수 있

다. 식 (11)과 (12)를 다음과 같이 준탄력성 형태로 쓸 수도 있다.



lnPr ≧  
  Pr ≧   (11)



lnPr ≧  
  Pr ≧     (12)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중 특정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한계효과에 주

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수의 변화가 Pr ≧  

에 주는 영향이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을 수 있다.

Pr ≦    방정식에서 두 변수 과 의 계수를 각각   과    

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10)



 
Pr ≧  

  Pr ≧  Pr  ≧  

 Pr ≧        

(13)

10) 과 의 성격에 따라 과 은 식 (9)의 도 될 수 있고 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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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r ≧    


이면

 
Pr ≧  의 부호는      

의 부호와 반대이고, Pr ≧    


이면

 
Pr ≧  의 부호는

      의 부호와 같다.11)

Ⅳ. 실증 분석 결과

식 (8)의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의 신뢰구간은

신뢰수준 95%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고 유의수준 표시는 부트스트랩 분포를

이용해 구한 유의수준 5%와 1%의 유의도이다.

<표 3>의 결과 중 평행 회귀선 가정은 일반화 순서형 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

가 표준적인 순서형 로짓 모형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말한다.

평행 회귀선 가정을 기각할 수 없다면 일반화 순서형 모형 대신 표준적인 순서

형 모형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검정통계량의 부트스트

랩 p-값이 매우 작아 통상적인 유의수준 하에서 평행 회귀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일반화 순서형 모형이 표준적인 순서형 모

형에 비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12)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이충

기․박상수(2014, p. 26)에서처럼 긍정적 응답(   ,)에 대하여 Pr≧  을 구

하면 <표 4>와 같다.

흥미롭게도, Pr ≧  의 추정 결과는 이충기․박상수(2014, p. 26)에서와 매

우 유사하였다. 모든 관측값에 대해 Pr ≦  의 적합값은 0.9194∼0.9875

사이의 값을 가졌다.

<표 3>에서 의 계수는 유의적으로 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값이 커질수록(즉, 후대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평균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긍정

적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기․박상수(2014)에서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즉,  값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추정

되었는데, 이 현상도 연령효과뿐 아니라 코호트 효과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1) 각종 한계효과의 계산방법 및 추정 결과의 다양한 이용 방안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

다.

12) 평행 회귀선 가정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는 이충기․박상수(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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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 추정 결과

변수  for eq:     for eq:     for eq:     for eq:   


-0.1896

**

(-0.2646, -0.1245)


-0.0082

(-0.0398, 0.0115)

ln



-0.3337*

(-0.8071, -0.0885)

-0.3312**

(-0.5149, -0.2214)

0.0878

(-0.2152, 0.0429)

-0.0815

(-0.2114, 0.2819)

ln



-0.3076
**

(-0.5506, -0.1365)

-0.0995

(-0.1408, 0.0898)

-0.0264

(-0.0952, 0.1164)

-0.0260

(0.0104, 0.3747)


-0.0020

(-0.4992, 0.1982)

-0.0359

(-0.1284, 0.1387)

0.0760

(0.0378, 0.2051)

-0.0253

(-0.1928, 0.2413)


-0.0498**

(-0.4375, -0.1000)

-0.0464*

(-0.1795, -0.0428)

-0.0311**

(-0.1132, -0.0281)

-0.1525

(-0.2087, 0.0411)


-8.4537

**

(-8.2081, -6.8977)
․ ․ ․

 ․
-3.8918**

(-3.6492, -2.7661)
․ ․

 ․ ․
-0.3125**

(-0.5934, -0.1704)
․

 ․ ․ ․
2.0792

**

(2.8295, 4.2413)

Obs.()
loglikehood val.

    

평행회귀선 가정

22,943

27,206.08

검정통계량 값: 243.1712, 부트스트랩 p-값: 0.0

검정통계량 값: 157.1901, 부트스트랩 p-값: 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95% 신뢰구간을 bootstrap으로 추정한 것이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으로

판단할 때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이면 *, 1%에서 유의적이면 **로 표시하였다.

<표 4> 수요 추정 결과

수요 추정값 90%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99% 신뢰구간

Pr ≥ 0.4040 [0.3687, 0.4439] [0.3600, 0.4580] [0.3478, 0.4882]

Pr  0.0360 [0.0289, 0.0448] [0.0281, 0.0486] [0.0265, 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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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성도 없고 계수의 값도 작다. 예컨대, 30년 뒤 미래의 선호 정

도를 예측하기 위해 에 30을 대입해도 의 총효과는

 ×  으로 의 크기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코호트

별 특성이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추

정이 불과 5개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한 까닭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 있으므로, 향후 더 장기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면 코호트별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관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림 9> Pr     
 ⋯ <그림 10> Pr ≧    

⋯ 

기대주택 가격(
)의 변화와 기대소득( )의 변화가 Pr   에 미치

는 영향을 시각화하기 위해   이고   인 가구를 가정하

여  ∈  (단위: 천만 원)과 
∈  (억 원)에 대해 Pr   의

등확률곡선(contour plot)을 그려 보자. <그림 9>와 <그림 10>은 각각 동일한

Pr    값과 Pr ≧   값을 도출하는 (  , 
)의 조합을 보여

주고 있다. 와 는 등확률곡선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계

산을 위해 1975년 출생자 와 2016년 현재의  값을 이용하였다.

두 그래프에서 모두 횡축은   , 종축은 
이다. Pr    값과

Pr ≧   값은 선상에 기록되어 있다. <그림 9>의 등확률곡선은 0.03(우상

방)～0.035(좌하방)의 값에 해당하는 선들을 보여 주고 있고, 우상방에서 좌하방

으로 갈수록 Pr    값이 커진다. <그림 10>은 0.4(좌상방)～0.44(우하방)

의 값에 해당하는 선들을 보여 주고 있고 좌상방에서 우하방으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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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값이 커진다.

Pr   의 등확률곡선은 (  , 
) 평면에서 우하향하고 좌하단으로

갈수록 확률이 커진다. 좌하단은 저소득-저부동자산 계층을 의미하므로    ,

   , 1975년 출생자 의 가구들은 저소득-저부동자산 계층이

고소득-고부동자산 계층에 비해 주택연금 가입 의향에 대해 5번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다. 만일 5번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주택연금 수요로 연결된다면

   ,    , 1975년 출생자 의 가구들의 경우 저소득-

저부동자산 계층의 주택연금 수요가 고소득-고부동자산 계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Pr ≧  의 등확률곡선은 Pr   의 등확률곡선과 달

리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는다. 우하단(고소득-저부동자산 계층)이 좌상단(저소득

-고부동자산 계층)보다 4번 또는 5번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만일 4번

또는 5번의 응답을 한 사람들이 주택연금 수요로 연결된다면,    ,

   , 1975년 출생자 의 가구들은 고소득-저부동자산 계층의

주택연금 수요가 저소득-고부동자산 계층의 수요보다 크다.

<그림 9>와 <그림 10>의 등확률곡선은    ,    , 1975

년 출생자 라는 특정한 특성변수값을 갖는 가구들의 2016년 현재 등확률

곡선, 즉    또는   에 대한 Pr ≧    
   

     였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므로 <그림 9>와 <그림 10>만으로 우리 사회의 주택연금 수요에 대해

말할 수는 없고 사회 전체의 수요가   
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는 Pr ≧    
를 구해야 한다.13) 이를 위해서

Pr ≧    
   를 표본과 1단계 모형 추정에

서 얻는  ,  , 의 분포를 이용해 평균을 내서

Pr ≧    
 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14)

<그림 11>과 <그림 12>도 <그림 9>와 <그림 10>과 마찬가지로 횡축이  

값이고 종축이 
 값이다.

13)  도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포함되어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함수 표기에는 포함
시키지 않는다.   은 <그림 11>과 <그림 12>를 위해 확률의 추정값들을 계산할
때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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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r     
  <그림 12> Pr ≧    

 

<그림 11>과 <그림 12>를 <그림 9>와 <그림 10>과 비교해 보면   


에 따른 사회 전체의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는    ,    , 1975

년 출생자 라는 특정한 사람들의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서 등확률곡선은  
≈  × 에

서  
≈  ×  

≈ × 까지의 값을

그래프에 표시하고 있다. <그림 9>에서는 등확률곡선들이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

인 데 비해 <그림 11>에서는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11>에서 기

대 주택 가격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5번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12>를 보면 4번 또는 5번으로 응답을 할

확률의 등확률곡선들도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프상에 표시된 가장

낮은 값은 0.038로   ≈  근방일 때 
 값의 대소와 크게 관련 없이 나타

나고 있고 가장 높은 값은 0.425로 이 확률의 등확률곡선은   
≈

 × 인 점을 지나는 폐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일 5번으로 응답한

경우가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로 연결된다면 <그림 11>로부터 주택연금 수요가

가장 높은 계층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자산의 수준과 상관없이  가 낮은 사람

들이라고 볼 수 있고 4번 또는 5번으로 응답한 경우가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로

연결된다면, <그림 12>로부터 중간 이상의 소득-저부동자산 계층이 수요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가 차이가 크다는 점은 주택연금에 대한 긍정적 응답

중 어떤 수준의 응답이 실제 주택연금 수요로 연결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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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타겟 계층을 선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만일  ≧  이상의 응

답을 한 사람들이 실제 수요로 연결된다고 본다면 정책적 타겟 계층은 중간 이

상의 소득-저부동자산 계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의 응답을 한 사람들

이 실수요로 연결된다면 정책적 타겟 계층은 저소득 계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노령층이 되어서도 다른 고정적

소득원이 충분히 있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은행에 넘기고 연금을 받고

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

고(상속동기), 자녀들로부터의 사적 부조(부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녀들

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한

발언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의 응답을 주택연

금 수요로 보고 저소득층의 주택연금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자녀에 대한 상속동기나 사적 부조에 대

한 기대 등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코호트 효과

를 고려한 수요의 추정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방정식의 의 계수는 –0.1525이다. 식 (9)에   를 대입

해서 추정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자녀가 현재보

다 1명 증가하면 Pr     
   는 감소한다. 저자들

은 이 효과를 추가적인 자녀가 노령층 부모에게 하는 사적 부조를 하는 부조효

과와 노령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택을 상속해 주려는 상속효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자녀 수가 1명 증가하면서 59세 때의 기대소득 

이 만큼 줄어도 동일한 Pr   를 유지한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exp  ln 
    ln       

<표 3>의 결과를 이용해 위 식을 풀면 ln   =  

=  . 따라서        ≈   이는 노령층에게 자녀

1명의 경제적 부조는 평균적으로 자신들의 노년층 기대 소득의 최대 84.6%에 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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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내 사적․공적 연금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현실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전과 안정적인 주거

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주택연금제도가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2017년 3

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4만 3,356명이고, 가입자 평균 연령은 71.7세이

며,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98만 5,000원이다(주택금융공사, 2017). 미국과 같은 해

외 사례와 비교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대

폭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

론 수요실태조사 설문 자료 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자료를 이용하

여 주택연금에 대한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고,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였

다. 주택 가격, 교육수준, 자녀 수 등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모형을 추정

하고, 주택연금 수요를 예측했다는 점이 기존 논문과 차별화된 시도라 할 수 있

다. 주요 실증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호트 계수값이 유의적인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후대에 태어난 세대일

수록 평균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연령효과라기보다는 세대별 특성일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에 대한 긍정적 응답 중 어떤 수준의 응답이 실제 주택연금 수

요로 연결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책적 타겟 계층을 선정하는 데에 매우 중

요함을 시사한다. 실증 분석 결과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강한 사람이 주택

연금의 실수요로 연결될 경우 저소득 계층을 정책적 타겟으로 삼고 주택연금 활

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경우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택연

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이 설

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유지되고 자녀가 현재보다 1명 더 증가한다면 주택연금 가

입에 가장 적극적인 응답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자녀 수 증

가에 따른 부조효과와 상속효과로 판단된다. 즉, 고령자 부모는 늘어난 자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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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적 부조를 기대하거나, 늘어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려는 기대하는 것

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례로 고령자에게 자녀 1명의 경제적 부조는 평균적으

로 자신의 노년기 기대소득의 최대 8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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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Bootstrap 통계적 추론 절차

ln   와 ln  
  등 생성된 회귀변수(generated regressors)에 의한 오차

까지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n   와 ln  
 를 부트스트랩하는 단계

(생성된 회귀변수의 분포에 대한 부트스트랩)와 부트스트랩된 ln   와 ln  
 

를 이용해 통상의 부트스트랩을 통해 모수의 신뢰구간을 찾는 단계(모수에 대한

부트스트랩 추론) 등 이중의 부트스트랩 과정을 이용하였다.

(1) 생성된 회귀변수의 분포에 대한 부트스트랩

번째 가구(또는 개인)의 ln  
 와 ln    

 를 만드는 과정은 본문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ln  
 와 ln    

 의 부트스트랩 분포는 부트스트랩 ln  
 와

ln    
  (이를 ln  

  와 ln   
  ,   ⋯라고 하자)를 생성하여 근사

할 수 있다. ln  
  와 ln    

  의 생성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1)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해 ∈     ⋯  에 대
하여 식 (3)을 re-arrangement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부트스트랩 표본으로부터

얻은 계수 추정값들을    등과 같이 표기하자.

2) 식 (4)의 
대신 

  을 이용해 ln  
  를 구한다.  는 식 (3)으로부

터 구해 놓은 값이다.

ln  
    max 

     
  ln 

    
    ln   (A1)

가구주 연령이 59세인 에 대해서는 ln  
   ln  로 정한다.

3) 식 (6)의 계수 추정값 들을 그대로 이용하되 ln  대신 ln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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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를 대입하여   

 를 구한 후 ln    
  는 max 

   ln   로

정한다. 가구주 연령이 59세인 에 대해서는 ln   
    ln    로 정한다.

이상의 과정을 만큼 반복하여 주어진 의  ln  
  ln    

   대한

ln 
    ln  

      ⋯개의 부트스트랩 표본 자료를 추출한다.

(2) 모수에 대한 부트스트랩 추론

생성된 회귀변수의 분포에 대한 부트스트랩 단계를 끝내면 표본에 속한 모든

에 대해 다음의 실제 및 부트스트랩 변수 데이터가 준비된다.

 ln
    ln   

     
  

 
    ⋯

모수에 대한 부트스트랩 추론을 위해 ∈⋯번째 부트스트랩 모수 추정
값을 구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할 때에는 이 중

 
    ln   

    
 

    ⋯만을 이용한다.

 
    ln   

    
 

    ⋯로부터 개의 부트스

트랩 표본 
 

    ln   
    

  
     ⋯을 중

복을 허용하여 임의 추출한다. 이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용해 순서형 혼합 로짓

모형 (9)를 추정하여 부트스트랩 모수 추정값 

,   ⋯를 구한다. 두 단계

의 부트스트랩 추론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본 연구에서는   에서

그쳤다.

각각의 모수에 대한 95% 신뢰구간과 유의성은 각각의 모수들에 대한 

의 부

트스트랩 분포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표 4>의 신뢰구간도 

를 이용해

Pr ≧  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표 3>의 모수들의 결합유의성과 평행회귀선 가정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정에

대해 기술하자. 표기의 편의상 모형의 모수 를 문턱값 벡터  , 모든 응답 방정

식에 공통벡터값을 갖는 모수 , 그리고 응답방정식에 특정한 모수인

’  ’ ’ ’ ’ 로 구분하여 기술하자. 모수들의 결합유의성은 다음의 귀무
가설에 대한 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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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에는 다음의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였다.

 



 



’ 

 



 





(A2)

검정통계량의 부트스트랩 분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A3)

여기서  
는 부트스트랩 분산을 이용하면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를 말한다. 만일 이 

   ⋯

의 상위 ×퍼센트일 값보다 크면 유의수준 ×%에서 위의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에 대한 -값은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행회귀선 가정에 대한 검정은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을

이용한다.

        그리고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dim 이고
 는

 

중 만의 분산 행렬을 말한다. 의 부트스트랩 분포는 다음의 
를 이용하

여 구한다.


   ’’  ’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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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의 상위 ×퍼센타일 값보다 크면 유의수

준 ×%에서 위의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에 대한 -값은




  




≧로 구한다.

2. 한계효과의 계산

총가구의 수를 이라 하고 이들 중 특성변수 벡터    를 관심변수 

과 기타 변수  로 구분해 보자. 즉,      . 의 결합확률밀도함수를

라고 부르자. Pr ≧ 를 의 특성을 갖는 가구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확률이라고 간주하면 사회 전체의 주택연금 가입 가구 수 는 다음과 같다.

  Pr ≧     Pr ≥  (A5)

따라서 무조건부 확률 Pr ≥ 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Pr ≥ 의 추정량

으로 Pr≧    



  



Pr≧     



  



Pr ≧        을 이용할 수

있다.

분석의 목적상 Pr ≧      이 아니라 특성 벡터 중 에 대한 부분 모

집단 가구의 주택연금 선호 정도인 Pr ≧    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

Pr ≧     Pr ≧             

 
 ⋯Pr ≧    ⋯    ⋯  ⋯ 

(A6)

따라서 모형의 추정 결과인 Pr ≧      와    의 비모수추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Gaussian kernel을 이용하면     의 추정량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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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밀도함수이다. 식 (A7)을 이용하면 식 (A6)

의 추정량으로 다음을 정의할 수도 있다.

Pr ≧ ⋯ 
  ⋯  ⋯ 

 



  







   ⋯Pr ≧ ⋯ 

  




   

 

적분의 계산은 몬테카를로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정의하자. 변수의 치환과 ⋅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Pr ≧ ⋯ 
  




   

 

⋯Pr ≧   ⋯   
  



 

 변량 표준정규분포에서 임의추출한 {    ⋯      ⋯

≫ }을 이용해 몬테카를로 적분을 하면

⋯Pr ≧   ⋯   
  



  ⋯ 

≈


  


P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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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r≧   







  







 





  







   


Pr  ≧     ⋯   

  중 이산변수가 있다면 해당 변수의 는 0을 이용하거나 Li and

Raccine(2006, Ch. 4)에서 제시한 이산형 변수용 kernel함수와 bandwidth를 이용

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음 식 (A8)을 이용하여 특성

변수 중  만의 부분 모집단 선호 정도인 Pr ≧  를 추정할 수도

있다.

Pr≧   







  







 



 





  







 



   


Pr ≧   ⋯   

(A8)

본문에서는 이 식을 이용해 Pr ≧   
 를 추정하여 기대소득과 기

대자산이 연금가입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의 Pr ≧    에 대한 한계효과 Pr ≧    는 다소 복잡

하다. Pr ≦     함수의 의 계수를    이라고 하고   

이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Pr ≧    


Pr ≧      
    

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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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면




Pr ≧    

    Pr ≧   Pr ≧   

 

   
 

  Pr ≧      

  
 

 
 



Pr ≧  

(A9)

또는 준탄력성 형태로



ln Pr ≧    
    






 Pr ≧    

Pr ≧   
      





Pr ≧  

  Pr ≧      

  
 



 
 





(A10)

한편, 공변량    중 에 대한 하위 모집단의 주택연금 가입 가구

 는  Pr ≧    Pr ≧       이다. 이

로부터 다음이 성립한다.



ln

 Pr≧ 

Pr ≧  
Pr ≧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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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의 비모수 추정량으로 식 (A12)와 식 (A13)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식 (A9)∼(A11)도 비모수 추정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

실제 추정하지는 않았다.



  
 



  




   

   
  







    (A12)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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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Demands for Reverse Mortgage Loans

in Korea with Consideration of Cohort Effects

15)Sang-Soo Park*․Mi-Ryung Sim**․Chung-Ki Lee***

The JooTaekYeonKeum is the government guaranteed reverse mortgage

program that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since 2007. We

extended Lee and Park’s(2014) demand estimation for the reverse mortgage

loans in Korea using the yearly survey data, conducted by Korea Housing

Financing Corporation, for household’s intention to use JooTaekYeonKeum in

the future. In order to appropriately appreciate the fact that the stated

intentions in the survey were based on households’ expectations for their

future, we adopted an econometric procedure that incorporated expectations

explicitly as well as cohort effects. Our findings include: demands for reverse

mortgage loans are estimated similar to that of Lee and Park(2014); later

generations tend to be less positive for having the reverse mortgage program;

lower income groups are more positive for the program.

Keywords: population aging, cohort effect, reverse mortgage loan demand,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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