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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년 5월 29일, 1년 넘게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해오던 공무원연금 개
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 보
험료율은 상승하였고 연금지급률은 하락하였다. 지난 개혁들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실시되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는 사학연금
과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1)의 개혁도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
에 기인한 면이 크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적
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Ⅲ」에 따르면 그해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2060년에 GDP대비 0.2%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
에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작용하였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
익률이 더 높게 설계된 구조가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여 은퇴이후 사회 안정망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률만 놓고 두 연금제
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2015년 현재 특수직역연금의 연금수급자는 약 50만명에 달하는데 공무원연
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율2)이 전체 가입자 대비 36.6%로 공무
원 연금의 변화는 당장 15만여 퇴직공무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의 경우 물
가연동에 따라 조절되는 기본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수준에서 개혁을 완료
하였다. 그렇지만 연금구조의 변화는 현직 공무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2015년 개혁의 주 목표였던 연금 지급률에 대한 조정으로 미래의
연금자산에 대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당장 현직 공무원들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3).
1)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2) 연금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
3)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번의 연금개혁은 미래의 잠재적인 공무원 집단의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낮은 급여와 은퇴 후 높은 연금은 미래소득에 높은 가중치를 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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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다양한 경로로 연금가입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표
적인 것이 저축과 은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이 개인의 저축에 미치는 이
론적 효과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공적연금은
정부가 강제하는 저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적연금 수급자가 연금으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민간저축을 대체하게 되는 대체효과를 갖는다. 둘째, 연금으
로 인해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인식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연금으로 인해 은퇴를 빨리하게 되고 빨라진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은퇴효과
또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세대 간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는데 이로 인
해 줄어들 자녀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서 상속할 재산을 늘리는 상속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체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
인식효과, 은퇴효과, 상속효과는 오히려 저축을 장려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네 가지 효과가 중첩되어서 연금이 저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의 국내
외 선행연구들마다 상이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아직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결론은 없는 실정이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많이 있어왔지만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그
산식이 다르고,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공무원, 군인, 교
원과 같은 한정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결
과를 그대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기대연금자산이
연금가입자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연
구방법론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적용하여 두 연금제도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에도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에 가입
한 가구의 행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연금재정에 의거하여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가 가
구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금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특수직역연금과 공무원
에게 보다 매력적인 임금패키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연금의 삭감으로 인해 앞으로의 공무원 집단은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현재지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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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제도를 간략히 요약 정리하였다. 이어지는 제Ⅲ장에서는 기대연금자산
과 저축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했고, 제Ⅳ장에서는 기대연금자산 구축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Ⅴ장에서는 기대연금자산을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시행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연금지급개시 연령, 보험료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 등은 연금산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미래의 기대연금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대연금자산 산출을 위해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
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가장 가입자가
많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준용하여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직역
연금의 변화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시행된 후 50여년 이상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
었다. <Table 1>은 공무원연금의 변화 중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기대연금
자산과 관련된 변화를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1993년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
한 이후 1995년, 2000년, 2009년에 각각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적
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연금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준소
득×부담률로 산정되는데, 연금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담률이 초기의
2.3%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애초에 기준소득은 기본급+정근수당으로 이
루어진 보수월액이었으나, 2009년 개혁에서는 과세소득수준인 성과급이나 초
과근무수당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소득으로 정하였다.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BPA, Basic Pension Amount)×퇴직연금지급율로
산정되었는데, 퇴직연금지급률의 상한은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연
금기금이 쌓임에 따라서 80년대까지는 상승하였으나, 연금이 성숙해지고 다량
의 연금지급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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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산식에 삽입되는 소득의 경우 처음에는 퇴직 전 최종보수가 기준이었
다. 그러다 2000년에는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보수로 바뀌었고, 2009년에는 전
재직기간 평균이 되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은 초기에는 60세였으나, 1962년 개
정에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폐지되면서 20년의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퇴직이후

<Table 1> Historical Changes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n Korea
Year Contribution rate

Payment rate

Remarks

1960

2.3%

30~50%

∙ Basic Pension Amount = Salaries at
retirement × rate of payment

1962

-

-

∙ The abolition of pension starting age
(60-year-old)

1966

50~70%

-

1969

3.5%

-

-

1970

5.5%

-

-

1980

-

up to 75%

∙ Maximum subscription periods increase:
30 years → 33 years

1982

-

up to 76%

-

1995

7.5%

-

∙ Pension starting age is set to be 60 years
old for new employees since 1996.

2000

8.5%

∙ Change of calculation of Basic Pension
Amount: Income at retirement →
Average of last
Average of last 3 years income
3 years income
∙ New pension starting age (60) is
before
gradually applied to employees who were
retirement
hired before 1996.1)

2009

7% of standard
amount of
monthly
incomes1),2)

∙ Change of Base Income: Salary →
Average
Standard amount of monthly income
income3)×1.9%(
only after
∙ Increase of pension starting age: 60 →
2010)
65 (new employees since 2010)

Average
9% of standard
∙ Income redistribution is introduced.
income×period
2015
amount of
∙ Pension starting age is gradually set to
of services×
monthly incomes
be 65 years old for all employees.
1.7%
Sources: Jeong (2008)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web site.
Note: 1) Pension starting age was increased by 1 year for the employees who are 50 years
old in 2001. Every two years the same change has been repeated for the employees.
Hence, the pension starting age will be 60 years old in 2021.
2) 2010. 1 ~ 2010. 12: 6.3% of standard amount of monthly income,
2011. 1 ~ 2011. 12: 6.7% of standard amount of monthly income,
2012. 1 ~ : 7% of standard amount of monthly income.
3) Average of standard amount of monthly income during the entire period of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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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1993년 공무원 연금 적자가 발생한 이
후 이루어진 1995년 개혁에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지급개시연령
이 다시 만들어졌다. 2000년 개혁에서는 기존 가입자 대상으로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2009년 개혁에서는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지
급개시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연금액은 처음에는 공무원보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나, 2000년과 2009년 개혁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
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였다. 최근 실시된 2015년 개혁에서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위해 부담률을 9%로 올리고, 연금지급률도 가입기간 1년에 1.7%로 하
향조정하였다. 특히 지급률 1.7% 중 1%에 소득재분배 요소가 가미된 것이 큰
새로운 특징이다.

2. 국민연금제도
50년이 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이 시작된 것은 1988년으로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 재정안정
화를 위해 1999년과 2007년에 2번의 큰 개혁이 있었다. 국민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서 간략히 요약하였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하다 보니 공무원연금처럼 정책대상자 전부를 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고 초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하였다가 그 범위를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갔다. 1992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
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로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
었다.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비로소 전 국민이 연금가
입의 대상이 되었다.
1999년과 2007년의 개혁에서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많은 논
의가 있었지만 보험료율을 인상하지는 못하고 소득대체율만 하락 조정하였다.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3%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5%씩 부담하
였고 5년 주기로 3%씩 인상하기로 하여서 1988∼1992년은 3%, 1993∼1997년
은 6%, 1998년부터 9%로 정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나눠서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9%를 전부 부담해야한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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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처음에는 3%의 보
험료율로 납부하고 매년 1%씩 보험료율을 올려서 2005년부터는 9%씩 납부하
도록 하였다.
소득대체율의 경우는 초기에는 평균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였을 때, 70%의
소득대체율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나 1999년 개혁에서 60%로 조정되었다. 수
년간의 갈등 끝에 2007년 개혁에서는 2028년 기준 40%대로 하향 조정되었다.

<Table 2>
Year

Historical Changes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Compulsory coverage

Income
replacement rate

Remarks

∙ Minimum subscription periods:
15 years
∙ Pension starting age : 60 years
70%
old
Limited to firms with
(based on average ∙ Contribution rate: 3% (employees
1988년 at least 10 full-time
income of 40
pay 1.5% and employers pay
employees
years subscribers) 1.5% respectively.)
∙ Contribution rate will have been
increased by 3% up to 9% every
5 years.
1992년

Limited to firms with
at least 5 full-time
employees

-

-

1995년

Extension to Rural
areas

-

-

Extension to Urban
areas including
self-employed

60%

∙ Minimum subscription periods:
10 years
∙ Pension starting age was
increased by one year every five
years since 2013 until it will be
65 years old.

-

50%,
(will have been
decreased by
0.05% per year,
until it will be
40% in 2028)

-

1999년

2007년

Sources: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15) and National Pension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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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입기간은 초기에 15년이었으나, 1999년 개혁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초기에는 60세였으나, 1999년 개혁에서 2013년부터 5년마
다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을 1세씩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2013
년 기준 61세가 되는 1953년 출생자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된다.
1953년∼1956년 출생자는 61세의 수급연령을 가지고, 5년 간격으로 수급연령
이 1세씩 늘어나다가 1969년생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한다.

Ⅲ. 선행연구
Feldstein (1974)의 최초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부가 민
간저축을 30∼5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이후에 이 결과
를 반박하는 연구와 지지하는 연구가 뒤를 이었지만, 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
과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 못한 상태다.
연금과 저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특정 직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
수직역연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최근의 관련된 연구를 위주로 살펴보
면, Feng et al. (2011)은 1995∼1997년 중국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5∼90%에서 58.5%로 감소한 상황에서 기업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
자의 연금과 저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기업노동자와 공공영역 노
동자 모두 연금이 저축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 대한 효과는
연령별로 차이가 났는데, 1999년 가구주 연령이 25∼29세인 가구는 저축률이 6
∼8% 증가한 반면, 50∼59세인 가구는 2∼3% 증가했다. 또한 연금의 소득대
체율 감소는 다른 소비보다 건강관리나 교육에 대한 소비를 더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Engelhardt and Kumar (2011)은 미국의 1992년 HR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금이 다른 자산을 53∼67%정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
데 자산 분위에 따른 분위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위분위에서는 자산 구축
효과(crowd-out)가, 상위분위에서는 자산 견인효과(crowd-in)가 나타나서 가구
자산의 크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Alessie et al. (2013)은
유럽의 패널자료인 SHARELIF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연금
이 사적부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직역연금을 가진 독일, 스웨
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제외한 표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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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된 이래 국내에서도 연금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고 연금과 개인의 저축에 대한 실증분석도 실행되었지만 특수직역연
금에 대한 국내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대부분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특수직역연금 가입
자 개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원종욱(1999)의 연구는 국내 데이터로
특수직역연금과 개인의 저축과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횡단면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추정결과 봉급생활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모두 자영업자보다 저축
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봉급생활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종욱(1999)은 직역연금의 기
대자산을 추정하기보다는 직역연금 가입자를 더미변수로 적용하여 보다 정교
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특수직역연금 기대자산을 추정하고 저축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임경
묵·문형표(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산식을 이용하여 기대연금자산을 도출하고 기대연금자산과 예상퇴직금이 저축
에 주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특수직역연금과 퇴직금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가구저축을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민연금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값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이 특
수직역연금처럼 성숙단계에 진입한다면 가구저축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하였
다. 이 연구는 최초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하고 저
축에 주는 영향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금산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임금상승률에 따라 꾸준히 증가한다는 단순가
정을 적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기대연금자산을 직접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강성호·임병인(2005)의 연구도 특
수직역연금과 저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로는 근로소득 대
비 저축을, 설명변수로는 근로소득 대비 연금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연금이 저축
을 얼마나 구축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무원가구보다는 비공무원가구의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무원가구에서 연금의 자산대체효과보
다 연금으로 인해 조기은퇴유인이 발생하고,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은퇴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위의 세 연구를 제외하고는 특수직역연금과 개인의 저축과의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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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의 저축과의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
다. 이중에서 김상호(2007)는 최초로 임금함수를 통해 생애 임금프로파일을 구
하고 이를 이용해서 연금기대자산을 정밀하게 추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
진다. 이렇게 구한 기대연금자산이 가구총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기대연금자산이 저축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호(2007)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가구저축에 중립적인 민간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철 외(2008)의 연구도 임금함수를 통한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순기대연금자산이 가구순자산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이할만한 점은 소득이 많을수록 탄력성의 절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인 중고령층의 연금 수익률이 좋고, 국
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층에서 사적저축을 연금으로 대체
할 유인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았다.
전승훈·임병인(2008)은 기대연금자산과 개인연금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지
만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자산이
줄어도 개인연금이 증가한다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불안정이 우려되고, 이는 여러 번 개혁을 거친 직역연금 대상자
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였다.
전승훈(2010)은 기존의 기대연금자산 추정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
다. 즉, 연금산식과 임금함수를 통해 추정한 기대연금자산이 실제 사람들이 기
대한 연금자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주관적 연금기대치를 통해 연금과 저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결과 기대연금자산은 저축을 구축하지만 주관적기
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연금자산과 주관
적기대치 사이의 예측오차가 큰 집단의 경우 저축 대체성이 높았지만, 예측오
차가 작은 경우는 저축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전승훈(2010)은
이와 같은 결과를 대체효과보다 상속·인식·은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
으로 해석하고 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서 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승훈·임병인(2011)은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예상은
퇴시점을 연금수급 바로 전 연령으로 하는 것은 매우 강한 가정이므로 근로자
가 기대은퇴연령에 은퇴하는 경우와 연금수급 바로 전 연령에 은퇴하지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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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급시점을 잘못알고 있는 경우를 추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한 가정
을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구축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순
기대연금자산의 크기도 더 작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금과 저축간의
분석에서 구축된 연금자산과 구축효과는 과다 추정되었으며,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차은영·김수현(2013)의 연구에서도 기대연금추정과정의 오류 가
능성을 지적하고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저축, 연금보험료 납부액, 소득 등을 분
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국민연금불입액은 가구저축을 구축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구축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권혁진(2013)은 지금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하여 분석
에 적용하였는데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기대연금자산이 총저축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분위별로 볼 때는 4분위 이하의 하위분위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견인효과를, 9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축효과
를 가져왔다. 권혁진(2013)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낮은 급
여수준, 그리고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확산이 중고령층
의 저축욕구를 자극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Table 3>

Summary of Literature

Paper

Unit of
analysis

Estimation
model

Definition of savings

Results

Kim (2007)

Household

OLS

Net assets

Crowding-out

Kim, Kim
and Lee
(2008)

Household

FGLS

Net assets
(net financial assets)

Crowding-out

Jeon and
Lim (2008)

Household
Head

Tobit

Private pension wealth

No effect

Jeon (2010)

Individual

OLS

Net assets

No effect

Jeon and
Lim (2011)

Individual

OLS

Net assets

No effect

Chah and
Kim (2013)

Household

Kwon (2013)

Individual

FE·Dynamic Total incomes minus total
Crowding-out
panel
consumptions
Tobit,
Quantile
regression

Total amount of savings,
Financial assets

Crowdi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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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개인의 노동공급의사결정과 저축의사결정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더불어 연금재정의 안정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직역연금
의 기대자산을 추정한 임경묵·문형표(2003)의 연구 이후 최근의 공무원연금개
혁이 반영된 새로운 연구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2012년까지의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을 반영하여 기대연금자산을 추
정하고 선행연구를 재현해 보았다. 국민연금 기대자산과 특수직역연금 기대자
산의 영향을 각각 추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구조가 다른 두 연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Ⅳ. 기대연금자산 추정
1. 분석 자료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
한 60세 미만 가구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4). 연령
을 60세로 제한한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원래 연금수급연령제한이 없다가
1995년 개혁으로 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5). 분석대상을 가
구주와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각 가구에서 저축 의사결정을 할 때 부부단위로
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들의 연금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
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한편 국민연금가입가구의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
가입자들과 달리 이들의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알려져 있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40%를 차지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중요한 한
계이다. 즉, 독자들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직장가입자에 한정된 것임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4) 단, 2007∼2013년 기간 동안 연금 가입이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분석기간 이전과 이후에 어떤 연금
에 가입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즉,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변동하
였거나,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변동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2010년 개혁으로 2010년 신규임용자부터 다시 65세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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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는 2007년부터의 한국노동패널(KLIPS)을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기
간을 2007년 이후로 제한한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산식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2010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연금산식에 기준이 되는 소득이 퇴직 전 최종 3
개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되었는데 기존가입자의 경
우 기득권보호를 위해 2010년 이전 소득 중 2007∼2009년 3개년 소득만 연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
이 공무원연금 기대연금자산추정의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07년
자료부터 분석에 적용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산식에 기준이 되는 소득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이어서 기간을 2007년 이전으로 확장할 경우 비교적 정
확한 추정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과 일관성을 위해 분석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6).
각 연금에는 최소연금가입기간이 존재하는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특수직
역연금은 최소 2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노동패널의 직업력 정보를 이용하
여 예상퇴직기간까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가구는 제외하였다7). 또
한 특수직역연금 중에서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의 존재로 다른 일반적인 특수
직역연금 가입자와 행태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8). 또 각 연금의
효과만을 보기위하여, 부부가 각각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동시에 가입된
가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3년까지의 연금가입이력이 존재하
는 가구의 기대연금자산을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자료를 통해 구축하고9), 2012
년부터 2014년까지 가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3개년의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2. 기대연금자산 추정의 필요성
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차은영·김수현(2013)처럼
연금 보험료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한 후 비교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첫째, 연금산정은 연금 보험료가 기준이 아
니다.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6)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할 때 추정에 포함되는 기간을 늘리면 추정이 더욱 정확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점도 반영하였다.
7)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령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가정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8) 군인의 경우 노동패널에 있는 직업코드를 이용하여 분리해낼 수 있었다.
9) 현재의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기대연금자산에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2012년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기대연금자산 구축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2013년과 2014년의 기대연금자산 구축에는 각각 2007년부터 그 전년도까지
의 값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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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월 연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연금산
식에 따르면 연금개혁별로 차이는 있으나 산식에서 기본연금액 산정의 가장
큰 두 축은 연금가입기간과 소득이다. 연금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연금 보험료와 기본연금액 산정은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는다.
둘째, 각 연금가입자들은 연금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국민
연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된 지 오래지만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
전하며 아직 연금 보험료를 저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각
개인은 향후 월 연금액에 관심이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교 중에서
가장 관심 받는 부분은 각 연금 소득대체율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전 생애 평균소득 대비 월 연금수령액을 말하는데, 연금가입자들은 이 소득대
체율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 기대연금자산은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을 예
상사망시기까지 합산하여 현재가치화한 것이므로 연급가입자들의 예상이라는
측면에서 연금 보험료보다 더 적절한 척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각 연금별로 기대연금자산을 도출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생애임금 프로파일과 연금가입기간
기본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과 생애소득이다.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근로소득의 흐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연금액을 산정하고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자
료의 제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애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여기에서 추정된 추정계수를 적
용하여 근로자의 생애임금을 추산하였다10).
생애임금을 추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근로자의 현재 관찰된 임금을 기
준으로 예상임금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임금상승률이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게 되는 연령효과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근로자의 학력 등 근로자 특성과 직업의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하
고 이를 활용하여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다.
10) 이는 기본적으로 김상호(2007), 전승훈(2010), 전승훈·임병인(2008), 전승훈·임병인(2011), 김대철·김
진영·이만우(2008)등의 선행연구와 같은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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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함수추정에는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 개인 고
유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성별, 특수직역 종사자 더미 등 시간불변의 특

<Table 4>

Wage Equation Estimations by Random Effect
Year

Age

2011

2012

***

0.0812

(0.0140)
Age2

-0.0009

***

(0.0002)
Female

***

-0.3985

2013

***

0.0685***

(0.0129)

(0.0122)

0.0769

-0.0008

***

(0.0002)
-0.3969

***

-0.0007***
(0.0001)
-0.4117***

(0.0458)

(0.0495)

(0.0475)

***

***

0.1572***

0.1610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0.1747

(0.0363)

(0.0366)

(0.0388)

Years of schooling

0.0237***

0.0216***

0.0192***

(0.0054)

(0.0048)

(0.0040)

0.0217

0.0291

0.0216

(0.0455)

(0.0520)

(0.0473)

0.0344

0.0316

(0.0247)

(0.0236)

(0.0236)

-0.0187

-0.0221

-0.0184

(0.0236)

(0.0234)

(0.0256)

***

0.8463

***

0.8519

0.6430***

(0.1135)

(0.1220)

(0.1249)

***

0.4872

***

0.4918

0.3668***

(0.0626)

(0.0531)

(0.0603)

***

***

Household head
Marriage
Metro city
Administrative job
Professional job
Office job
Service job
Blue collar job
Number of workers
Number of observations

0.0477

*

0.4491

0.4591

0.3571***

(0.0590)

(0.0496)

(0.0584)

**

0.1869

***

0.2153

0.1337**

(0.0760)

(0.0657)

(0.0671)

***

0.2674

***

0.2812

0.1901***

(0.0561)

(0.0454)

(0.0566)

921

826

741

4,605

4,956

5,187

Note: 1) Each model contains data from 2007.
2) Parentheses are robust standard errors.
3) * p<0.1, ** p<0.05, *** p<0.01.
4)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estimation but they are not reported.
Data: KLIPS from 2007 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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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 변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Table 4>는 기대연금자산 구축을 위한 임금함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더미, 가구주더미와 광역시
더미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변수들이 시간당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과 연령제곱변수의 추정결과는 생애임금프로파일이 인
적자본이론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연령에 대해 오목한 모양을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그밖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넷째, 직종변수의 경우 모든
직종이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종사자보다 시간당 임금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시간당 임금이 다른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한 임금함수를 바탕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
자의 생애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추계위원회의 임금상승률을 곱하거나 나눠주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곱하거나 나눠주어서 각 연도에 맞게 재가치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0년에 30살인 사람의 40세 소득월액을 임금함수를 도출해서 구했다
면, 2011~2020년까지의 임금상승률을 곱해서 2020년에 맞게 재가치화해야 한
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연령별 소득월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에
월간 근로시간을 곱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별 월평균 근로시
간12)을 적용하였다.
기대연금자산 추정을 위해서는 연금산식의 다른 축인 연금가입기간 정보가
필요하다. 연금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연금에 가입할 것이라고 가정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령을 평균 정년퇴임연령으로 적용하고 연금가
입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금가입시점은 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에 의존하여 추산하였다. 직업력 자
료를 살펴보면 각 개인이 연금에 처음 가입하였다고 보고한 직장의 입직연도
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국
민연금 가입대상이 사업장 종업원 수에 따라 점차 확대된 것을 반영하기 위하
여 그 연도 이전에 입직하였더라도 법령에 따라 연금가입대상이 된 이후부터
11)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생애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기대연금자산을 구축
해서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또한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한 경우와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12) 노동패널의 주간 근로시간변수에 52를 곱하고 12로 나누어서 월평균 근로시간변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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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퇴직연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단일정년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평균 정년퇴임연령을 적용하는데, 2006∼2013년 평균 정년퇴
임연령이 57.24세임을 감안하여 산식에는 57세로 설정하였다. 특수직역연금 가
입자도 같은 이유로 공무원 정년퇴임연령인 60세를 퇴직연령으로 가정하였다.
정리하자면 각 가입자들의 연금가입기간은 최초 연금에 가입했다고 보고한
직장의 취업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이고, 중간에 경력공백은 없으며, 퇴직이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4.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 추정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이 정해진 후 그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비율
을 곱해서 수급액이 결정된다. 이 기본연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매우 복잡하지
만 크게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값과 자신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인 값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값은 연금수급 전 전체가입자
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이고, 값은 연금 가입기간 중 자신의 과거소득
월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재평가율을 곱하여 연금수급 전년도
로 현재가치화한 후 평균한 금액이다. 연금산식에 활용되는  값도 재평가율처
럼 매년 발표된다.

 값은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값은 그
대로 적용하고, 미래의  값을 예상할 때는 국민연금 추계위원회에서 사용한
명목임금상승률만큼  값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밖에도  값은 국민연금
산정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국민연금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하
는데,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
액으로 고정된다13). 또한 앞서 값을 구하는데 사용한 재평가율도  값에 의
해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50년부터 연금을 받는 사
람의 2010년 기준소득월액에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화한다고 해보자.
이때 2010년의 재평가율은 연금수급 전년도인 2049년  값을 2010년  값으로
나눈 값이 된다. 이렇듯 이 사람은 자신의 연금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소득 전부
를 앞서 설명한 재평가율을 곱해서 2049년으로 현재가치화한 것의 평균이 값

13) 상한액과 하한액은 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데  값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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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함수를 통해 구한 연령별 소득월액에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값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값과 B값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본이 된다. 연금가입자가 연
금수급연령이 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값과 값을 아래의 산식에 대입하
여 기본연금액을 구하게 된다14).










     ×        ×          × 



      ×        ×   ×    




(1)

위 식에서  는 전체 가입월수이다.  은 1988∼1998년 사이의 가입월수이
고,  와  는 각각 1999∼2007년과 2008∼2027년 사이의 가입기간을 의미한
다15). 또한 는 출산 자녀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출산크레딧으로 기본연금액에
가산된다. 그리고 식 (1)의 마지막 항은 군복무크레딧을 반영한 것이다16).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에 대해서 가입기간
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5명까지는 자녀수가 늘어날 때마다 인정되는 가입월
수가 늘어나고, 5자녀 이상은 일괄적으로 같은 값이 적용된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 군복무를 마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17). 이렇게 산정된 기본연금액을 12로 나누어주면 월별 연
금수급액이 된다.
기대연금자산이란 연금지급시점부터 예상 사망연령까지 받는 연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현재가치화한 값으로 정의된다. 기본연금액이 연도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하므로 각 연도의 기본연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해주고 이
를 현재가치로 전환하려면 다시 할인율로 나누어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
래의 물가상승률은 국민연금추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값을 적용하였고, 할인율

14) 국민연금은 그 동안 많은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식 (1)에서   
와   앞의 상수가 바뀐 것을 통해 반영되어있다.
15) 식 (1) 첫째 줄 세 번째 항의  는 2008년 0부터 시작해서 연도에 따라 1씩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
다. 2028년 이후부터는 1.2로 고정된다.
16) 식에 포함된  와  는 노령연금 취득시점의 상수이고,  은 20년 초과 연수를 의미한다.
17) 본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력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연금액 산정에 출산 크레딧을 반영하
였으나 노동패널 자료에 군복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군복무 크레딧은 반영하지
못했다. 다만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에만 적용되므로 오차의 크기는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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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위원회에서 사용한 연도별 기금투자수익률을 적용하였다. 기대연금자산을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의 수식과 같다.

기대연금자산 



   월연금액

  

(2)

순기대연금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애보험료도 추정해야한다. 생애보험료
또한 기대연금자산과 비슷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생
애보험료는 취업연령부터 퇴직연령까지 연금가입기간 소득에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상승률(  )을 적용하여서 연금수급 발생연도로 재가치화하였다.

생애보험료 

   월보험료불입액


(3)

즉, 순기대연금자산은 연금수급 개시연도에 식 (2)에서 추산된 기대연금자산
에서 식 (3)의 생애보험료 가치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5. 공무원연금 기대연금자산 추정
특수직역연금의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이고 다른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에 준하여 결정되므로 특수직역연금의 기대연금자산은 공무원연금 산식에 따
라 추계하였다.
2015년 개혁 전까지 국민연금과 대비되는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국
민연금의  값과 같은 소득재분배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
무원연금은 순전히 자신의 소득에만 영향을 받았다. 공무원연금은 2010년에 큰
변화가 있어서, 2009년까지의 소득과 2010년 이후의 소득이 기본연금액에 반영
되는 방식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2009년 이전 소득을 대상으로 한 산식
을  값으로, 2010년 이후 소득에 대한 산식은 값으로 정의하였다.
공무원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이  값과 값의 합으로 정해진다. 공무원연금
은 원래 초과수당 등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정근수당만을 포함한 보수월
액이 공무원 연금 산식에 포함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었으나, 2010년의 개혁
으로 인해 2010년부터는 이보다 범위가 넓은 과세기준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값은 보수월액이 기준이고, 값은 기준소득월액
이 기준이다. 우선  값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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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2009년 이전)
20년 이상: (평균보수월액 × 50/100) + (평균보수월액 × 20년 초과
재직연수 × 2/100)
20년 미만: (평균보수월액 × 재직연수 × 2.5%)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무원연금은 2009년 이전의 소득은 2007∼2009년까지
의 3년간의 보수월액의 평균을 평균보수월액이라고 정의하고 연금 산식에 적
용한다. 여기에다가 2010년 이전의 재직연수를 곱하는데, 그 재직연수가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일 경우 산식이 다른 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중 큰 것
을 곱하여 퇴직연도의 현재가치로 전환한다18).

값의 경우 국민연금의 값과 굉장히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연
금에서는 재평가율을 곱하지만, 여기서는 앞의  값처럼 매년 공무원보수인상
률과 개인의 기준소득월액변동율 중 큰 것을 적용하여서 연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연도로 현재가치화한다19). 또한 공무원연금 산식은 재직기간이 33년을 초
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0년 이전에 20년을 근
무한 사람의 경우 값을 구하는 기간(2010년 이후)에서 재직기간이 13년을 초
과하게 되면 더 이상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구한 값에 재직기
간×1.9%의 비율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부칙 제10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을
곱해서 값을 구하게 된다. 값을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 값 (2010년 이후)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20)) ×
재직기간 × 1.9%
이렇게 구한  값과 값의 합으로 기본연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다른 절차는
국민연금과 동일하다. 공무원연금 기본연금액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변
동한다. 따라서 위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기대여명자료에 따른 예
상 사망연령까지의 연금수급액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18) 다만 각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화하였다.
19) 값 산정시에도 공무원보수인상율을 사용하였다.
2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70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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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화한다. 다만 생애보험료를 구할 때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2010
년 이전에는 보수월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율도 보수월액에 곱해서 구해
주어야 한다.

6. 기초통계량
아래의 <Table 5>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표본에 대하여 앞 절에
서 설명한 방식을 적용하여 각 연도 별로 추정한 기대연금자산, 생애보험료, 순
기대연금자산, 2012년으로 현재가치화한 월평균 연금액의 평균값을 정리하였
다21).
927명의 개별 표본 중에서 814명은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나머지 113명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이다. 기대연금자산의 추정결과 국민연금은 전 생애동안 1
억 6,861만원의 기대연금자산을 얻는 것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총 2억
7,110만원의 기대연금자산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기대연금자산이 높게 추정된 이유는 특수직역연금 산식이 국민연금보다 가입
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특수직역연금과 같은 경우, 한동안
소득인정 상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없었기 때문에 고
소득자들은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평생 동안 2,259만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연금을 9,850만원 더 받기 때문에 순기대연금자산은
7,591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
균 정년퇴임 연령인 57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특수직역연
금 가입자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연금액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의 현재가치는 2011년 월평균 소득의 33%정도로 나타났다. 국민연
금공단이 2007년 개혁당시 목표로 한 소득대체율이 40%이므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가 공단이 제시한 목표 소득대체율보다는 작게 추정된 것으로 나
타났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소득대비 연금의 비율이 48% 수준으로 국민연금
보다 확실히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 <Table 5>의 기초통계량은 기대연금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실증분석에 적용된 패
널 분석기간(2012∼2014년)의 값들을 모두 통합하여 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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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nsion Wealth of Pension Subscribers

(a)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unit: 10 thousand Korean won)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Average monthly income

357

178

42

1,492

Average monthly pension

118

22

68

195

Expected pension asset (A)

16,861

3,010

10,445

28,991

Lifetime pension premium (B)

2,324

577

652

4,384

Pension wealth (C=A-B)

14,537

2,742

8,607

24,608

Number of households

814

Number of observations

2,181

(b)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ubscribers

(unit: 10 thousand Korean won)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Average monthly income

352

145

42

1,342

Average monthly pension

170

56

84

366

Expected pension asset (A)

26,711

7,711

15,616

55,106

Lifetime pension premium (B)

4,583

1,429

1,877

9,385

Pension wealth (C=A-B)

22,128

6,543

12,968

46,264

Number of households

113

Number of observations

307

Note: All data (from 2012 to 2014) are pooled and calculated as the present values of 2012.

입직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앞서 제Ⅱ장에서 언급한 연금개혁의 효과를 살펴
볼 수도 있다. 아래의 <Table 6>에서는 1990년 이전 입직자와 2000년 이후 입
직자의 기대연금자산을 비교하였다. 두 연금 모두 연금개혁을 통해 순기대연금
자산이 하락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0년 이후 입직자의 순기대연금자산이
1990년 이전 입직자보다 6,563만원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직역연금
의 경우는 그 차이가 1억 1,49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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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Wealth by Job Start Year
(unit: 10 thousand Korean won)
Before 1990

After 2000

National pension

19,123

12,560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31,265

19,771

Note: All data (from 2012 to 2014) are pooled and calculated as the present values of 2012.

Ⅴ. 실증분석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가구이다. 따라서 동일한 가구에 속한 총 148명의 연
금가입자의 경우 기대연금자산을 가구별로 합산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Table 7>과 <Table 8>은 실증분석에 적용된 가구표본 변수들의 평균값을 제
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구로 분류하였
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특수직역연금 가구로 분류하였다. 이
결과 총 2,219가구 중 1,957가구가 국민연금 가구, 262가구가 특수직역연금 가
구로 분류되었다.
<Table 7>과 <Table 8>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
나이와 가구원수에는 연금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특수직역연금
가구는 국민연금 가구보다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1.86년 많았고,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6.15% 높았던 반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4.84% 낮았다. 셋째, 예/
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적립식펀드, 저축성보험 등에 불입한 연
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 가구는 국민연금 가구보다 1년에 159만
원 더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소득에서 총소비를 빼서 정의한 가구저축
은 529만원 더 많았다. 넷째, 특수직역연금 가구는 국민연금 가구보다 순금융자
산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은 자산과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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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mmary Statistics of National Pension Households
(unit: 10 thousand Korean won)

Variables

Average

SD

Min

Max

Age

44.62

7.37

25

59

Years of schooling

13.64

2.76

0

22

Number of household members

3.65

0.98

1

7

Female head

7.97%

0.27

0

1

Metro city

47.73%

0.50

0

1

Owner-occupied housing

65.30%

0

0

1

Average of yearly savings3)

1,080

967

0

9,713

Income minus consumption

2,095

2,234

- 5,994

30,976

Financial asset

3,090

7,316

0

237,337

Financial debt

3,275

8,210

0

194,938

Total asset

23,906

24,209

0

290,944

Total debt

4,981

10,952

0

194,938

Net financial asset

- 185

11,043

- 188,115

237,337

Net asset

18,925

21,203

- 142,792

290,944

Change of household net assets

1,097

16,196

- 292,100

234,413

National pension wealth

15,710

4,935

8,607

42,730

4)

Number of households

724

Number of observations

1,957

Note: 1) Age and years of schooling are the values of household head.
2) All amounts are calculated as the present value of 2012 by using CPI.
3) Average of monthly saving × 12. It includes deposits, installment savings,
insurances, and installment funds in KLIPS.
4) Net asset includes all items of assets and debts in KLIPS. KLIPS contains
information on financial assets(deposits, insurances, stocks), real estate, cars,
financial debts, and non financial debts(security deposit, lodge money).
Data: KLIPS from 2012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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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ummary Statistics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Households
(unit: 10 thousand Korean won)
Variables

Average

SD

Min

Max

Age

44.53

6.91

31

59

Years of schooling

15.50

3.21

0

22

Number of household members

3.55

1.02

1

6

Female head

14.12%

0.35

0

1

Metro city

43.89%

0.50

0

1

Owner-occupied housing

69.85%

0.46

0

1

Average of yearly savings3)

1,239

1,017

0

6,000

Income minus consumption

2,624

2,529

- 2,773

23,490

Financial asset

3,975

5,965

0

38,988

Financial debt

4,491

13,770

0

200,000

Total asset

30,056

23,510

0

108,678

Total debt

6,381

14,653

0

200,000

Net financial asset

- 516

15,746

- 200,000

38,988

Net asset

23,675

24,915

- 171,000

106,700

Change of household net asset

1,319

18,843

- 175,350

144,510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wealth

25,220

10,230

13,183

66,018

4)

Number of households

97

Number of observations

262

Note: 1) Age and years of schooling are the values of household head.
2) All amounts are calculated as the present value of 2012 by using CPI.
3) Average of monthly saving × 12. It includes deposits, installment savings,
insurances, and installment funds in KLIPS.
4) Net asset includes all items of assets and debts in KLIPS. KLIPS contains
information on financial assets(deposits, insurances, stocks), real estate, cars,
financial debts, and non financial debts(security deposit, lodge money).
Data: KLIPS from 2012 to 2014

2. 순자산 증감이 가구저축에 미친 영향 추정
저축과 기대연금자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에 대한 정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저축을 소득 중 소비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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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데 각 가구는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순자산을 저축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순자
산의 경우 상속과 증여 및 자산 시세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
에 이를 온전히 가구 저축의 누적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동패널
에서는 전년도에 월평균 얼마나 저축하였는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축
액도 가구의 저축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여기에는 예/적금이나 펀
드와 같은 금융관련 상품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자산 중 26.8%만이 금융자산이고, 나머지 73.2%는 비금
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저축
액 변수가 가구의 저축을 온전히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가구의 저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
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순
자산의 증감을 저축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22).
본 연구는 특수직역연금(  )과 국민연금(  )의 기대자산이 순자산의 증감
으로 정의한 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김상호(2007) 등의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인의 저축행위에 미
치는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을 모형에 포함시켜 아래의 추정식
(4)23)에 대하여 통합(Pooled) OLS를 활용한 분석과 고정효과 모형추정을 실시
하였다24). 아래 식에서  는 연도별 고정효과를, 는 가구의 고정효과를 각각
의미한다.

22) 순자산 증감을 소득 가운데 소비되지 않은 부분의 축적이라는 저축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자산 증감을 측정하는 1년 동안 상속과 증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패널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발생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속·증
여 가구를 제외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자산 시세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
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이를 저축으로 간주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순자산
증감을 저축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순자산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순자산 증감의 경우 1년간의 변화만을 반영하므로 누적된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순
자산보다는 시세변동 효과의 크기가 작게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23)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설명하는 2 기간 소비 모형과 같은 것을 참고해 볼 때, 이자율은 가구의 저
축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각 가구가 직면하는 이자율은 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24) 익명의 심사자께서 순자산에는 특정시점에서 확인한 모든 금융 및 실물자산의 현재가치가 포함되
므로 기대연금자산도 순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우 기대연금자산에
측정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추정계수의 오류, 유의하지 않은 결
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별도의 연구주제라고 생
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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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대연금자산은 미래의 소득과 정부가 정한 수급률
등의 각종 복잡한 산식들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이처럼 순기대연금자산 추정과
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러한 산식들을 모두 정확하게 고려하
여 저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외생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연금자산과 오차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면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편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함께 추정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설명변수로는 가구주의 나이, 나이제곱, 교육연수, 가구 근로소
득25), 여성 가구주 여부, 가구원수, 광역시 거주 여부, 자가소유 여부를 포함하
였다. 소득이 많은 젊은 시절에 저축이 높고 노년에는 저축이 점점 줄어드는
생애소득가설의 이론적 예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나이와 나이제곱 변
수를 추가하였다.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비내구재의 소비가 비례적으로 늘어
난다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저축은 더 적을 것이 예측되므로 이를 고려하
였다. 그리고 대도시와 소도시 및 농촌 지역 등의 물가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광역시 거주더미를 추정식에 포함하였으며, 저축에 대한 가구선호의 차이를 반
영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여성여부와 교육연수를 통제하였다. 또한 자가 구매를
통한 급격한 순자산의 증가를 고려하기 위해서 자가소유 더미를 추가하여 통
제하였다.
<Table 9>과 <Table 10>은 순기대연금자산이 전년 대비 가구 순자산 증감으
로 정의된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추정모형과 상
관없이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과 특수직역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은 가구저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이 저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체효과와 인식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일 수 있다. <Table 6>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개혁은 연금에
일찍 가입한 사람일수록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장년층에서는 저축에 대한

25) 가구의 비근로소득은 순자산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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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
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일련의 개혁들을 경험한 국민들이 현재 약정된 금액을
미래에도 받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여 특히 젊은 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자산으
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30대 층의 66%는 연금기금의 고
갈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설문조사결과도 존재한
다26). 그렇지만 가구주의 연령을 통제하고 가구의 고정효과도 고려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추정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아 국민연금의 수혜를 입고 있는 사람
이 적어서 자산으로서 각인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36.6%인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수
급률은 17.8%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였을 때 국
민연금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주변에서 그러한 사례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가구의 저축결정에 그다지 영향
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역사가 짧은 국민연금
의 경우 이러한 해석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현재의 추정결과를 놓고 볼 때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이 가구저축에 어느
한 방향으로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
으로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늘어
날 것이고 국민연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증가할 것이므로 시간이 지
나가면서 대체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가
입자들이 향후 이어질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가 상승하고 미래소득이
손실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이를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을 늘
리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여 기대연금자산이 많을수록 저축을 더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이
저축에 미치게 될 영향은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6) 문희철, [당신의 국민연금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20~30대 ‘받지도 못할
돈 떼 간다’ 불만,」매경이코노미 제1703호,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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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stimation of National Pension Wealth Effect on Household
Saving
(unit: 10 thousand Korean won)
Fixed effect model

Pooled OLS model

-0.342

-0.0183

(0.321)

(0.0986)

-0.576

0.0399

(0.654)

(0.260)

-3,489.2

-437.0

(2701.1)

(442.7)

30.22

4.599

(29.56)

(4.906)

3,154.2

-238.5

(4136.0)

(1501.5)

-114.0

-22.42

(234.5)

(201.1)

3,649.4

155.8

(3455.5)

(267.2)

-6151.4

613.1

(5,875.5)

(711.0)

14,066.0***

3,242.4***

(2,667.1)

(798.5)

Number of households

724

724

Number of observations

1,954

1,954

National pension wealth

Household labor income

Age

Age2

Female head

Years of schooling

Number of household members

Metro city

Owner-occupied housing

Note: 1) Household saving is defined as the yearly change of household net asset.
2) Parentheses are robust standard errors which are clustered by household id.
3) * p<0.1, ** p<0.05, *** p<0.01.
4)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in estimation, but they are not reported.
Data: KLIPS from 2007 to 2014.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도 <Table 10>에 볼 수 있듯이 임경묵·문형표(2003)의
결과와 다르게 가구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공무원, 교사, 우체국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직업안정성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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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비교적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
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할
유인이 적다27). 이처럼 특수직역연금은 자산대체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렇지
만 일련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인식효
과 또한 크게 증가했을 수 있다. 즉, 임경묵·문형표(2003)의 연구시점이후 2009
년에 시행된 개혁이 특수직역연금의 자산대체효과는 감소시키고 인식효과를
증가시켜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그 수가 훨씬 적고, 본 연구의 표본에서도 차지
하는 비중이 높지 않는 등, 표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 분석결과
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Table 10> 가구 근로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예상과 달리 가구저축이 오히려 10% 유의수준에서 2.9만원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이 결과는 가구소득이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서 가구부채를 증가시키는 레버리지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
다. 특히 주로 공무원들이 많은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의 특성상 국민연금 가
입자보다 안정적으로 부채를 늘릴 수 있다. 실제로 <Table 7>과 <Table 8>에서
보듯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다.

27) 2014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급액은 약 30만원이었지만, 공무연연
금가입자는 235만원, 사학연금가입자는 25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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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stimation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Wealth Effect on
Household Saving
(unit: 10 thousand Korean won)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wealth

Fixed effect model

Pooled OLS model

0.386

-0.00299

(0.342)

(0.0851)

*

-2.884

-0.403

(1.468)

(0.484)

-1339.1

1170.0

(8552.9)

(1912.9)

56.43

-14.41

(92.47)

(20.87)

13,734.8

-508.1

(6,599.9)

(2,077.1)

845.5

-25.36

(2,070.7)

(185.0)

-5,514.2

-628.1

(4,107.3)

(1,112.2)

-7,497.5

1,437.2

(14,679.9)

(2,305.2)

-8,605.5

-1,454.1

(20,374.1)

(3,468.8)

Number of households

97

97

Number of observations

262

262

Household labor income

Age

Age2

Female head

Years of schooling

Number of household members

Metro city

Owner-occupied housing

Note: 1) Household saving is defined as the yearly change of household net asset.
2) Parentheses are robust standard errors which are clustered by household id.
3) * p<0.1, ** p<0.05, *** p<0.01.
4)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in estimation, but they are not reported.
Data: KLIPS from 2007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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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비교
여기에서는 기존의 다른 선행연구에서 저축으로 정의한 순자산, 총소득-총소
비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순자산을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추정한 결과,
<Table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저축을 구축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국민연금의 대체효과가 저축에 대한 정의의 차
이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에서 가구소비를 제외한 값을 가구저축으로 정의하고 추
정해본 결과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동일한 종속변수를 적용한 차은영·김수현(2013)과는 상반되는 결
과이다. 제Ⅲ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은영·김수현(2013)은 기대연금자산 추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불입액을 설명변수
로 사용하였다. 이 또한 국민연금 불입액을 기대연금자산의 대리변수로 사용하
는 방법과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저축의 정의와 방법론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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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ies: Estimation of National
Pension Wealth on Household saving by Fixed Effect
(unit: 10 thousand Korean won)
Net asset

Income minus
Consumption

-0.534**

-0.0223

(0.219)

(0.0644)

-0.249

0.847***

(0.483)

(0.0505)

-268.6

-208.7

(2148.7)

(346.1)

7.832

3.843

(24.40)

(2.808)

2,021.6

119.7

(2,294.8)

(503.9)

-128.2

-29.38

(127.1)

(29.93)

-1,334.7

-390.5**

(1,430.2)

(158.8)

1,012.3

-114.0

(4,837.3)

(174.1)

18,636.8***

190.5

(1,929.7)

(191.7)

Number of households

821

821

Number of observations

1,954

1,954

National pension wealth

Household labor income

Age

Age2

Female head

Years of schooling

Number of household members

Metro city

Owner-occupied housing

Note: 1) Net asset is defined as household total asset minus household total debt. Income
minus consumption is defined as total household income minus total household
consumption.
2) Parentheses are robust standard errors which are clustered by household id.
3) * p<0.1, ** p<0.05, *** p<0.01.
4)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in estimation, but they are not reported.
Data: KLIPS from 2007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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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이 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
석 결과 다수의 선행논문에서 도출된 결과와 달리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과
특수직역연금 순기대연금자산은 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민연금 수혜자가 적
은 까닭으로 이해되고,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산대체성이 높은 특수
직역연금의 경우는 2009년에 시행된 개혁이 특수직역연금의 자산대체효과는
감소시키고 인식효과를 증가시켜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
석하였다. 다만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가구수가 충분히 크지 않
아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특수직역연금이 가구저축에 주는 영향을
다루었고, 국민연금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공적연금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효과
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노인 빈곤율이 46.8%로
OECD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변화는 향후 노인이 될 현재의 연금가입자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만일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처럼 국민연금과 가구저축과의 뚜렷한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향후 재정건전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전개될 경우, 줄어든 연금을 대체하는 저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노인 빈곤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수
직역연금 또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후 미래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줄었다고 이해한다면 2015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직 공무원들의 소비행태
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미래소득 보장의 정도가 높은 공무원연금조차 노후소득보장의 수단
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
면 오히려 민간시장에서 주택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공적연금의 자산대체효과를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
보다는 연금가입자들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연금재정의
건전성도 도모하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지만 본 연구 또한 이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한계점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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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본연구의 결과가 공적연금 관련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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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ension Wealth of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on
Household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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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public pension wealth on household savings.
Using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2007 to 2013,
we estimate wage equation to estimate pension wealth of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pension wealth of the
national pension was calculated as ￦145,370,000 while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calculated as ￦221,280,000. We find that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pension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case of the
national pension, we conjecture that this result comes from low rates of pension
subscribers and dis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has relatively high asset substitution effect because of high replacement
rate. The the regression result might explain that substitution effect and
recognition effect offset each other as a result of 2009 reform which had reduced
replace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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