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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주: 본 연구의 상당부분은 황남희(2012), 비시장노동과 세대간이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하
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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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인구고령화는 전체인구 대비 노년층의 인구 비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년층은 연금을 수혜하는 집단이

며, 보건의료비 지출규모도 크다. 국민연금통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65세 노

년층의 약 28.5%인 1,609,475명에게 4조 706억원의 연금이 지급되었다1). 또한 

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201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6조 

4,502억원으로 총진료비의 3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고

령자 인구비중 11.8%에 비해 약 3배가 큰 수치이다. 

이와 같은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어 사회적

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세대간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세대에 속하

느냐에 따라 재정부담 및 편익에 대한 손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현세대 노년층은 사회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근로하여 

현재 노동연령집단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의 부담 수준이 낮은 반면, 대

부분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 노년층에 대한 부양은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재원은 노동연령집단의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 등

으로 조달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세대 노년층은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더 많

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계층이며, 미래세대로 갈수록 재정부담은 가중되지만 복지 

혜택은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세대간 형평성은 세대간이전(generationl transfer)을 통해 파악가능하며, 여

기서 이전(transfer)이란 한 개인이 교환의 대가없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개인에

게 이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전은 부양집단에게 주요한 재원이 된다. 

이전은 성인부모와 어린자녀, 성인자녀와 노부모 등과 같이 연령이 다른 집단 간

에서 이루어지면 세대간이전이 된다. 그동안 사회보험 영역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1)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의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이며, 연령별 수급자 및 수급
액 현황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의 2012년 건강보험주요통계이며, 2012년 12월 기준 잠정
치이다.



4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원의 세대간 이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일부 이루어져 왔다(Auerbach and 

Chun, 2006; 전영준 외, 2003; 전영준, 2003, 2004, 2008; 최기홍 외, 2012). 이

는 Auerbach et al.(1991, 1992)에 의해 개발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

counting)를 이용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대간이전은 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은 공적이전(public transfer) 이

외에도 명절 세뱃돈, 축의금 등의 사적이전(privat transfer)이 존재한다. 그러므

로 한 사회 내에서 진정한 세대간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이전과 함께 

사적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기영(2012)은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과 세대간회계의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사적이전까지 범위

를 확대하여 세대간 이전을 살펴본 결과, 세대간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을 연령 단위로 분해하여 세대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 분석도구이다(Lee et al., 2011).

그러나 국민이전계정은 가계생산의 세대간 자원재배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노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성인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으며 소비의 주체로서 노후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노년층

의 시간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 및 가족보살피기 등의 생산

적인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한 국가의 진정한 후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생산도 경제규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하며, 국민계정의 가계부문 위성계정(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s)

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Mitchell, 1921; Becker, 

1965; Murphy, 1978; Murphy, 1982; Chadeau, 1985; Fitzgerald and Wicks, 

1990; 김준영, 2003; 권태희, 2009).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여 국민이전계정의 방법론을 가계생산으로 

확대 적용하여 국민이전계정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으로 국민시간이전계정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NTTA)의 구축을 시도한다. 그리고 가계생

산을 고려할 경우 세대간 형평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하

고, 제Ⅲ장에서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의 방법론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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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추계방법에 대해 자세하

게 다룬 후, 제Ⅴ장에서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장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에 대해 요약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세대간 형평성 및 가계생산 규모에 관한 연구

세대간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보험의 재정지속가능성 평가로 이루어

졌다. Auerbach and Chun(2006), 전영준 외(2003), 전영준(2003, 2004, 

2008), 최기홍 외(2012) 등에 의해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부문의 세대간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세대는 편익이 발생하

는 반면, 미래세대는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회계는 특정세대

의 대표적인 개인을 상정하여 공적 영역에서 잔여 생애기간 동안 예상되는 순부

담의 현재가치를 추계하여 현행 제도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이다. 보다 최근 이기영(2012)은 국민이전계정과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공적 

및 사적이전을 함께 고려하면 세대간 형평성은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공적이전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모세대로부터의 

사적이전을 고려하여 세대간 자원재배분을 살펴보면 미래 자녀세대의 편익이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Murphy, 1978; Murphy, 1982; Chadeau, 1985; Fitzgerald and Wicks, 

1990; 김준영, 2003; 권태희, 2009; 윤자영, 2010). Hamdad(2003)에 의하면 

1998년 캐나다의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는 GDP 대비 33%, Moon(2001)은 

1999년 한국은 28～48%에 달하며, 김준영(2003)은 한국 전업주부만을 대상으

로 할 경우 1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고령층의 비시장노동에 대

해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연구가 정경희․윤지은(2010)에 의해 시

도되었다. 정경희․윤지은(2010)은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및 자원봉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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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결과 GDP 대비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가계생산에 대한 연구는 생산규모 측정에 관심을 두었으며, 가

계생산의 세대간 이전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3)

비시장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투입접근법과 산출접근법, 투입-산출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비시장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는 비시장노동에 의해 생산된 산

출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산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반면에 투입접근법은 비시장노동에 투입된 

시간에 적합한 시간당 평균임금률을 곱하하는 것으로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

문에 화폐가치를 평가하는데 많이 활용된다(Clemont, 1993; 김준영 2003). 또

한 최근 투입법과 산출법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투입-산출법을 이용하여 무급노

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Landefeld et al, 2009).

투입접근법은 적합한 임금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회비용법과 전문

가대체비용법으로 분류된다. 기회비용법은 효용극대화 문제에 직면한 개인들이 

시장생산과 가계생산의 시간배분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가계생산으로 상실

하는 소득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한다. 기회비용법에서 가계생산의 임금은 개인 스

스로 평가한 것이 되며 일반적으로 시장의 평균임금률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

회비용법은 가계생산에서 불필요한 능력을 인정해 경제적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Sharp et al., 2004). 이러한 이유로 UN의 가계부문 위성계정 

작성에서는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적용하여 비시장노동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Abraham & Mackie, 2005)4).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적용하

여 가계생산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3) 김준영(2003)과 윤자영(2010)을 참고하였다. 
4) National Research Council panel report인 Beyond the Market(Abraham & Mackie, 2005)의 

Recommendation 3.4에서는 투입법의 하나인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Household production should be valued using replacement cost. For household time input to 
production this would be a replacement wage-the market wage of a specialist adjusted for 
differences in skill and effort between nonmarket household and marke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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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대체비용법은 개인 자신이 가계생산에 시간을 투입하고 시장을 통해 제

3자가 그 시간을 대체할 경우 지불하는 임금, 즉 사회에서 평가하는 가계생산의 

가치인 시장대체재의 가격을 적용한다. 이때 임금은 가계생산을 개별기능으로 나

누어서 각 기능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시장생산의 임금을 

가계생산의 가치로 추계한다. 

Ⅲ. 국민시간이전계정 방법론

국민시간이전계정(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NTTA)은 국민이전계

정5)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이다. 그러므로 추계대상이 시장생산에서 가계생산으

로 이동된 것일 뿐 연령집단별 추계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시간이전계정

에서 가계생산의 생애적자(life cycle deficit)와 생애재배분(age reallocation)은 

일치한다. 생애적자란 소비에서 생산을 차감한 것이며, 생애재배분은 이전을 의

미한다6). 한 개인의 생애적자는 전 생애에서 소비와 생산은 일치하지만, 특정 연

령시점에서는 불일치하게 된다. 생애적자가 양(+)이면 소비가 더 많고, 음(-)이

면 생산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생애적자가 음이면 이전을 통해서 생산을 유출

(outflow)하고, 반대로 양이면 생산의 유입(inflow)을 통해 소비가 가능해진다.

(수식 1)은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기본식이다. 좌변은 유입으로 생산( )과 이전의 유

입(), 우변은 유출로 소비()와 이전의 유출()로 구성된다.

                              (수식 1)

이를 재구성하면 (수식 2)와 같이 좌변은 생애적자, 우변은 생애재배분의 항등

식이 된다. 생애적자는 소비와 생산의 차이이며 생애재배분은 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순이전으로 구성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지면제약상 국민이전계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http://www.ntaccounts.org)와 Lee et al.(2011)에서 확인할 수 있
다.

6) 국민이전계정에서 생애재배분은 자산재배분과 이전으로 구성되지만, 가계생산은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국
민시간이전계정은 자산재배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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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적자
 

 생애재배분
                             (수식 2)

한편 이전은 가구간이전(intra-household transfers)과 가구내 이전

(inter-household transfers)으로 구분된다. 가구간이전은 가구와 가구 간에 발

생하는 이전이며, 가구내이전은 동일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이전이다7).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수식 3)과 같이 1인당 연령프로파일을 구한 후 실제 인

구수를 곱하여 총량 수준이 추계된다. 는 총량 집계치, 는 1인당 연령프로파일, 

는 연령별 인구수를 의미한다.

  
 



                             (수식 3)

총량 수준에서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생애적자와 생애재배분은 각각 0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가계생산은 저축되지 않고 모두 소비되므로 생산과 소비는 일치하

고, 가구간이전과 가구내이전의 유입은 각각 가구간이전과 가구내이전의 유출과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 추계과정에서 유입과 유출은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국민시간이전계정에서는 유입을 기준으로 유출의 규모를 

조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시간사용에 기반하여 연

령집단별로 유출(생산,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의 유출)이 어떻게 다른 연령집단에 

유입(소비,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의 유입)되는지 살펴보기 때문이다. 

총량 수준에서 유입과 유출의 조정과정에는 비례조정인자(multiplicative ad-

justment factor,  )가 활용된다. (수식 .4)에 의해 가 추정되며, 이를 유출 총량 집

계치(  )에 곱하면 유입과 유출이 일치하게 된다.  는 유입 총량 집계치를 의미한

다.

   
 

                               (수식 4)

7) 국민이전계정에서 이전은 제도부문별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사적영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이전으로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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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및 추계과정

1. 자료

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차(2004년)를 이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가

계생산에 해당하는 음식준비 및 세탁 등 가정관리와 가족돌보기 등의 활동에 투

입한 시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생활시

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는지 파악하여 국민

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는 만 10

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시간일지(time-diary)를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조사 전체의 응답가구는 12,651가구, 응답자 수는 31,634명

이며 응답자 1인당 2일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63,268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63,268명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되, 2일간의 평균시간량을 산출하여 분석대상은 31,634명이 된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가 중요하며 응답자 개인이 식

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8).

한편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전 연령에 걸쳐 가계생산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10세 미만의 가구원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계청에 학문적 용도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제공받은 자료는 10세 미만 가구원의 가구번

호와 성별, 연령이며 총 4,849명이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이들을 포함하

여 36,483명이 된다. 1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정보가 없으

므로 가계생산에 투입한 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가구원 가

중치 또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시간이전계정 추계에서는 가구원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에는 주행동과 함께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8)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개인 및 가구번호의 식별을 통해서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일 2일간의 평균을 계
산하여 활용하며 이러한 작업과정으로 요일 가중치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요일에 
따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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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주행동을 기준으로 경제

적 가치를 추계한다.

2. 추계방법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생산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계생산의 범위는 제3자 기준에 의해 국민소득에 포함되

지 않지만 시장에서 노동계약에 의해 수행된다면 국민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다.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에서는 <표 1>과 같이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

여 및 봉사, 그리고 해당 활동에 관련된 이동이 해당된다.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의류관리 초․중․고 학생

청소 및 정리 배우자

집관리 부모 및 조부모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기타

가정경영
참여및봉사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기타가사일 참여 및 봉사활동

<표 1> 가계생산에 포함되는 생활시간 활동유형

주 : 각 활동과 관련된 이동도 포함됨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문가대체비용법의 시간

당 평균임금률은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9) 

자료를 활용하였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2004년 6월 한달이 조사기간이며 

월급여액(정액+초과급여)」과 「연간특별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연간특별급여액은 조사기준기간 전년도의 1년간 특

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전국 6,344개 기업체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를 대
상으로 직종별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조
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사항이 유사하여고용형태별(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 흡수 통합하여 조사되고 있다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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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급여액이 조사되는 것이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

서, 시간당 평균임금률은 ‘월급여액/월총근로시간수’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 다행스러

운 것은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가계생산의 절대적인 규모 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임금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

다는 것이다.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상의 활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은 제5차 

개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에서 대응직종을 매치시켰으

며, 그 결과는 <표 2>를 참고하기 바란다. 매칭작업에서 김준영(2003)이 전문

가대체비용법으로 주부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때 적용한 매칭자료를 

참고하여 4개 대분류, 18개 중분류, 51개 소분류의 직종이 매칭되었다. 가정 내

에서 이루어지는 가계생산의 임금은 모든 직종의 시간당 평균임금률(8,355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족보살피기가 6,547원으로 참여및봉사 5,982원, 가정관

리 5,897원 보다 높다. 연간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1일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

에 366일을 곱한다.

가계생산 활동유형별로 적용가능한 시간당 평균임금률이 선정되면 1인당 연령

프로파일을 추계한다. 생산은 생활시간조사의 가계생산 각 항목별로 투입시간에 

시간당 평균임금률을 곱하면 1인당 연령프로파일이 추계된다10). 만일 가계생산

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간량은 0이 된다.

소비는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해서 직접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에 비해 추

계방법이 복잡하고 보다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 소비는 활동유형별로 가계생산에

서 발생하는 혜택, 즉 소비주체가 누구인지 매칭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소비의 

주체가 특정 연령의 가구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든 가구원이 되는 경우를 구

분하여 상이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가구 내의 가구원이 혜택을 보는지 혹

은 가구 외의 가구원이 혜택을 보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방법은 달라진다. 가정관

리는 가계생산을 수행한 개인을 포함하여 가구 내의 모든 가구원이 공동으로 혜택을 

10) 생활시간조사의 조사대상을 연령별로 구축하면 특정 연령에서 관측치가 작기 때문에 국민이전계정에서와 
같이 스무딩(smooting)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프로그램의 supsmu를 이용한다. 또한 초고령
층으로 갈수록 관측치가 심하게 축소되어 noise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연령프로
파일의 연령단위를 5세 구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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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므로 모든 가구원에게 균등 배분한다11)

<표 2> 2004년 가계생산의 유형별 대응직종 및 시간당 평균임금률

생활시간조사 활동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임금률

가정관리 5,897

음식준비
및 정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식후정리 조리및음식서비스종사자 5,510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174

의류관리

세탁 및 세탁물 넣기 및 옷정리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 및 수선, 세
탁서비스 받기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4,065

재봉, 뜨개질 섬유, 의복제조 및 관련 기능종사자 5,155
청소 및
정리

방․물품정리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4,065
집안청소 및 기타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 종사자 3,077

집관리

가재도구․집손질 및 관련서비스받기
그 외 집관리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 종사자 3,077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서비스 받기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7,336

가 정 관 리 
관련
물품구입  

시장보기 및 쇼핑하기, 무점포쇼핑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4,065

내구재구매 관련 행동 자재, 생산 및 관련 사무종사자 8,220

가정경영
가계부정리 계수사무종사자 8,542
가정계획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12,529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사무종사자 7,681

기타가사일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4,065
가족보살피기 6,547
미취학아이 교육준전문가 6,793
초․중․고 학생 교육준전문가 6,793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기타 보건의료준전문가 6,055
참여 및 봉사활동 5,982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및 참여활동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5,688

자원봉사

국가 및 지역 행사관련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5,688
자녀교육관련 교육준전문가 6,793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보건의료준전문가 6,055
재해지역 주민돕기, 시설복구 및 기타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5,688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정관리 평균 5,897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 가족보살피기 평균 6,547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평균 5,982

(단위 : 원)

자료 : 통계청(2005), 노동부(2005)

가족보살피기는 수혜받는 가구원의 연령(be consumed by target age)이 지정되

11) 가계생산으로 인한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든 가구구성원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Becker, 1965; Nelson, 1998; Pollak, 2005; Brown & 
Zh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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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칭하면 된다. 생활시간조사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의 

가족관계와 연령구간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보살피기의 대상을 미취

학아동, 초․중․고 학생,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시부모, 장인 및 장모 포함), 기타로 구

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소비배분 규칙을 적용한다. 미취학아동 6세 이하, 

초․중․고 학생 7～18세, 기타 가구원 19세 이상 연령에 균등 배분한다. 배우자와 부모 

및 조부모는 해당 가구원에게 배분하되,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각각 19세, 

29세 연령에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한다12). 가구외의 비가구원에 대한 가족보살피기의 

수혜자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연령의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참여및봉사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혜자

(potential recipients)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인구 비중에 비례해서 균등 배분한

다. 참여및봉사는 특성상 혜택을 누리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곤란하고 생활시

간조사에서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은 유입과 유출을 구분하여 추계가 이루어지는데 유출은 생활시간조사에

서 제공하는 시간량을 통해 직접 산출이 가능하다. 가구간이전은 가족보살피기와 

참여및봉사, 가구내이전은 가족보살피기와 가정관리에서 발생된다. 가정관리는 

가구 내 가구원이 모두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가구간 이전에는 포함

되지 않고, 참여및봉사는 수혜대상자가 가구원이 아니므로 가구내 이전에는 포함

되지 않는 것이다. 유입은 유출에 비해 추계방법이 복잡하다. 가구간이전은 가족보

살피기의 대상(비가구원)의 연령을 알 수 있는 경우 연령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

우는 모든 연령에 균등 배분한다. 참여및봉사는 모든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가구내이전은 가구원별로 생산과 소비의 차이를 통해 흑자 또는 적자를 산출

한다.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면 흑자가 되어 다른 가구원에게 가구내이전의 유출

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생산이 소비보다 작다면 적자가 발생되어 다른 가구원으

로부터 가구내이전의 유입이 이루어진다. 가구원들의 흑자와 적자를 가구단위로 

합산하면 항상 ‘0’이 된다. 가구간이전 또한 마찬가지로 가구단위로 합산하면 0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세부항목별 추계방법을 요약하면 

12) 생활시간조사 2004년도에서 배우자가 있는 최소 연령이 19세인데, 결혼 후 출산하여 자녀가 10세가 되
어 부모가 되는 최소 연령은 29세가 되기 때문이다. 생활시간조사의 응답 대상은 10세 이상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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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다. 

마지막으로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총량 수준을 추계하기 위해 1인당 연령프로파

일에 곱하는 인구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조사의 연령별 인구를 이용한다. 2004년 

총 인구수는 48,039,415명이다. 연령집단을 0～19세의 유년층과 20～64세의 노동연

령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년층 26.2%(12,603,421명), 노

동연령층 65.1%(31,270,020명), 노년층 8.7%(4,165,974명)이다.

<표 3> 국민시간이전계정 추계방법

구 분 추계방법 비 고

생
산

가정관리 각 개인별 가정관리 시간량으로 직접 산출

가족보살피기 각 개인별 가족보살피기 시간량으로 직접 산출

참여및봉사 각 개인별 참여및봉사 시간량으로 직접 산출

소
비

가정관리 각 가구별로 가구원에 균등배분

가족보살피기 해당 연령 전 인구에 균등배분

참여및봉사 전 인구에 균등배분

이
전

가
구
간

가족보살피기 유입 및 유출로 구분하며, 해당 연령의 전 인구에 균등배분

참여및봉사 유출은 참여및봉사 생산, 유입은 참여및봉사 소비와 동일

가
구
내

가정관리 각 개인별로 가정관리 ‘소비-생산’의 차이로 유입과 유출을 계산 항등식

가족보살피기
각 개인별로 가족보살피기 ‘소비-생산-순가구간이전’의 차이로 유
입과 유출을 계산

항등식



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 15

Ⅴ. 추계결과

1. 국민시간이전계정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총량 추계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계생산의 

소비 및 생산 규모는 연간 약 173,350십억원으로 2004년 GDP(826,893십억원) 

대비 약 21%에 달하며, 시장생산의 약 40%13)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노년층

의 가계생산은 노동연령층의 12%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지만 노년층 인구가 노

동연령층의 1/7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이다. 생애재배분은 가구간이

전 15,880십억원, 가구내이전 59,620십억원이 발생한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

면, 유년층은 소비가 생산보다 많은 흑자가 발생되어 가계생산의 총량 측면에서 

수혜(benefit)집단임을 알 수 있다.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적자가 발생되어 유년층은 

이들 두 집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국민시간이전계정, 총량

구분 전체 0～19 20～64 65+

생애적자 0 60,314 -58,856 -1,458
소비 173,350 64,980 91,355 17,015 
    가정관리 118,918 26,006 77,814 15,098 
    가족보살피기 48,254 37,353 9,519 1,382 
    봉사활동 6,178 1,621 4,021 536 
(-)생산 173,350 4,665 150,211 18,473 
    가정관리 118,918 3,012 100,392 15,514 
    가족보살피기 48,254 1,192 44,761 2,301 
    봉사활동 6,178 461 5,057 659 
생애재배분 0 60,314 -58,856 -1,458
가구간이전 0 5,631 -5,141 -490
    유입 15,880 6,336 8,377 1,167 
    (-)유출 15,880 705 13,518 1,657 
가구내이전 0 54,684 -53,715 -969
    유입 59,620 54,684 4,504 432 
    (-)유출 59,620 0 58,219 1,401 

(단위 : 십억원, 연간)

주 : 각 항목의 총계는 반올림으로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13) 2004년 국민이전계정의 생산은 431,127.7십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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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연령집단별 1인당 값이 제시되어 있다. 1인당 

추계결과는 총량 수준의 결과와 달리 해당 연령의 인구 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

여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1인당 소비 및 생산 규모는 연간 약 361

만원이며, 생애재배분은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이 각각 33만원과 124만원이다. 

가구내이전은 가구간이전 보다 4배 더 많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생산과 이전의 유출은 노동연령집단에서 가장 큰 규모

로 발생하고, 소비와 이전의 유입은 유년층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노년층의 생산은 1인당 443만원으로 나타나 생산의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노년층의 생산은 노동

연령층 480만원의 약 92% 수준에 이르는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

장생산에 한정하여 노년층은 소비만 하는 부양집단이라는 인식은 가계생산을 고

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노년층도 국민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생산의 주

체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년층의 생애적자는 479만원으로 가

구간 및 가구내이전이 각각 45만원과 434만원으로 메꾸어지고, 노동연령층의 생

애적자는 -188만원으로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이 각각 -16만원과 -172만원에 

의한 것이다. 노년층 생애적자는 -35만원으로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이 각각 

-12만원과 –23만원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이전규모는 생산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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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0～19 20～64 65+

생애적자 0 479 -188 -35

소비 361 516 292 408 

    가정관리 248 206 249 362 

    가족보살피기 100 296 30 33 

    봉사활동 13 13 13 13 

(-)생산 361 37 480 443 

    가정관리 248 24 321 372 

    가족보살피기 100 9 143 55 

    봉사활동 13 4 16 16 

생애재배분 0 479 -188 -35

가구간이전 0 45 -16 -12

    유입 33 50 27 28 

    (-)유출 33 6 43 40 

가구내이전 0 434 -172 -23

    유입 124 434 14 10 

    (-)유출 124 0 186 34 

<표 5> 국민시간이전계정, 1인당 

(단위 : 만원, 연간)

주 : 각 항목의 총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1) 생애적자

연령집단별로 가계생산의 소비와 생산 규모를 측정하면 생애적자가 산출된다. 

[그림 1]에 2004년 가계생산의 소비와 생산의 1인당 연령프로파일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는 0세가 1,052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3세에 266만원으로 최저점에 이른다. 이후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 후 76세 이후 노련층에서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산은 10

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3세에 657만원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가 

이루어진다. 30대에서 생산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미취학자녀의 보살피기 

활동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0세부터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

되어 59세에 503만원으로 두 번째 정점에 이른 후 다시 점차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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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산 및 소비의 1인당 연령프로파일

(단위 : 만원, 연간)

한편 소비에서 생산을 차감하면 생애적자가 된다. 1인당 생애적자는 0～23세와 78

세 이상의 연령 구간에서 양(+)의 값을 보여 가계생산의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파악된

다. 반면 24～77세(54년)에서 음(-)의 값이 나타나 가계생산이 소비보다 더 많은 집단

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생산의 생애적자는 20대 중반부터 50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가

계생산의 생애적자 기간이 보다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1인당 생애적자

(단위 : 만원,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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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1인당 생산을 살펴보면, 가정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가족보살피기가 많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이루어지는 32～33세에서 300

만원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참여및봉사는 규모가 크

지 않지만, 20～24세의 구간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남성의 병역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유형별 1인당 생산

(단위 : 만원, 연간)

유형별 1인당 소비는 가정관리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200만원 내외의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54세 이상의 고령층은 소폭 증가하여 300만원 이상으로 나

타나며 71세와 72세에서 372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가족보살피기 소비는 

영유아에서 압도적으로 크며(0세 835만원, 1세 786만원, 2세 737만원, 3세 680

만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세 이상은 20～40만원 수준을 유지한다. 참

여및봉사는 모든 연령에서 13만원으로 균등하게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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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형별 1인당 소비

(단위 : 만원, 연간)

2) 생애재배분

[그림 5]에 가구간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순가구간이전과 가구내이전

의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순가구간이전의 합인 1인당 순사적이전이 제시되어 

있다. 가구내이전의 규모가 가구간이전의 규모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순사

적이전은 생애적자 기간과 일치되게 24～77세에서 음(-)의 값이 나타난다. 0～

23세와 78～90세는 사적이전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아서 가계생산의 수혜집

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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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인당 순이전(순가구간이전+순가구내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1인당 가구간이전의 유입은 학령기 이전인 4세 미만에서 약 1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세 이상은 28만원으로 동일한 값을 

갖는다([그림 6] 참조). 유출은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에서 발생하는데, 50대와 

60대에서 50만원 내외의 가장 큰 규모, 그 다음 20대 초․중반에서 45만원 내외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인다. 가구간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순가구간이

전은 19～78세에서 음(-)의 값이 나타나 순사적이전 보다 조금 긴 것으로 파악

된다. 반면 0～18세와 79세 이상에서 양(+)의 값으로 유입이 더 많은 연령집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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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인당 가구간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그림 7] 1인당 순가구간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그림 8]에 1인당 가구내이전이 제시되어 있다. 가구내이전의 유입은 0세가 

945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인 후 학령기 연령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 이후 2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는 유입이 없고 유출만 발생하는데, 30대

는 300만원 이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음의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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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순가구내이전은 0～23세와 78세 이상

에서 양의 값, 24～77세에서 음의 값이 나타나 생애적자와 동일하다.

[그림 8] 1인당 가구내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그림 9] 1인당 순가구내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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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생산 및 가계생산을 고려한 세대간 형평성 분석

[그림 10]은 이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대간 형평성이 달라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공적이전 및 시장생산의 사적이

전 연령프로파일은 An et al.(2010)에서 이미 구축된 한국의 2005년 국민이전계

정 추계결과이다. An et al.(2010)은 외환위기 전후 노년층의 부양체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한국 국민이전계정을 추계하였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추계한 2004년 국민시간이전계정과 가장 근접한 년도

인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의 연령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이전 범위의 확대에 따

른 세대간 형평성을 살펴본다. 두 자료의 생성년도가 상이하므로 GDP디플레이

터를 이용하여 2005년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그림 10]의 가장 상단을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0～19세의 유년

층의 1인당 공적이전 규모는 약 315만원이며,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약 239만원

으로 나타났난다. 즉 노년층 보다 유년층이 공적이전에서 더 큰 수혜를 받고 있

다. 20～64세 노동연령층의 공적이전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재원조달자로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56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가운데 그림에서 시장생산의 사적이전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살펴보면 유년층과 노동연령층의 수혜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만, 노년층은 1인당 

약 250만원으로 유년층의 921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연령층의 부담도 1인당 평균 -406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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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전의 범위 확대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의 변화

(단위 : 만원, 연간)

주: 1)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시장생산)은 An et al.(2010)의 추계결과를 활용함.
     2) 금액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5년 기준년도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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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계생산의 사적이전을 세대간 형평성 평가에 포함시킨 결과, 유년층의 

수혜규모와 노동연령층의 부담규모는 각각 1,400만원과 -594만원으로 증가하지만 

노년층의 수혜규모는 215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노년층은 노동연령층의 92% 수준에 달하는 가계생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의 이전을 유출시키기 때문이다. 즉, 가계생산을 고려하면 노년층의 세대간 

형평성은 소폭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의 가계생산 자체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년층은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가

계생산을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 생산 규모에 비해 이전 규모는 크지 않았다. 대

신 유년층과 노동연령층 두 집단간의 시장 및 가계생산의 사적이전 교류가 노년

층의 공적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4대보험 기여금이 증가하고 복지재정

의 세원 확보를 위해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노년층에 대한 부

양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적영역에 국한한 세대간 

형평성 논의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이전의 

범위를 제도부문별로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 생산부문별로 시장 영역과 가계 영

역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노년층 집단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다양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5세 단위로 연령집단별 이전 규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11]과 같이 모든 

노년층의 연령집단에서 공적이전의 규모가 1인당 평균 190～260만원이며 연령

이 증가할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생산의 사적이전은 상대적

으로 가장 젊은 집단인 65～69세는 -101만원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여 여전히 

기여자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장생산의 사적이

전의 수혜 규모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85세 이상은 평균 318만원으

로 다른 집단과 달리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노후소득 재원으로 

나타난다. 가계생산의 사적이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연령집단별

로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80대 이전 노년층은 가계생산의 사적이

전의 기여자로 역할을 하며 약 –6～-82만원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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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세와 85세 이상은 가계생산에서도 사적이전의 수혜자로 전환되며 그 수혜

규모는 각각 약 46만원과 120만원이다.

그러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기 때

문에 노년층의 공적이전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향후 노년층의 정치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이 

노년층에게 배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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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년층 연령집단별 이전규모

주: 1)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시장생산)은 An et. al,(2010)의 추계결과를 활용함.
     2) 금액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5년 기준년도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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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국가비교

경제발전단계 및 양성평등 수준 등에 따라 국가별로 가계생산의 규모 및 연령

집단별 모습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비교를 실시한다. 멕

시코에서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대한 잠정치가 발표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멕

시코를 분석한다14). 다만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구축년도와 가계생산에 포함되는 

활동의 범위, 경제적 가치 환산 방법 등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하다. 멕시코의 국민시간이전계정에서는 가계생산의 범위에 정원관리

(lawn and gardening), 장애인이 아닌 노인 돌보기(eldercare, except when 

disabled), 자원봉사(volunteering)와 가계생산에 관련된 이동은 포함되지 않은 

추정치이다. 또한 가계생산에 투입된 시간을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는 국가별로 

응답 대상이 조금 다른데 멕시코는 12세 이상, 한국은 10세 이상이다. 그러나 다

행스러운 것은 12세 이하 유년층의 가계생산의 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비교를 위해서는 인구구조,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구구조는 한국의 경우 2000년 인구전체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된 상태이며 2005년과 201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각각 9.1%와 11.0%로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4.5%에서 2011년 6.6%로 소폭 증가하

여 인구구조가 상당히 젊은 남미 국가에 속한다.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멕시코

는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2000년 1.51

에서 2005년 1.22, 2010년 1.29로 급속히 하락하였고 멕시코는 2002년 2.57에

서 2011년 2.29로 하락한 상태이다.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0년 11,349달러에서 

2004년 15,038달러로 증가하여 2010년 20,753달러이다. 멕시코는 2000년 

5,810달러에서 2002년 6,320달러로 한국의 약 52%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10년 

9,166달러로 한국의 약 44% 수준으로 하락한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은 2000년 

14) 2011년 12월 8일과 9일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8회 국민이전계정 워크숍에서 발표된 Rivero, 
Estela(2011)를 활용하였다. 멕시코는 잠정치로 생애적자에 대한 자료만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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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에서 2004년 4.6%, 2010년 6.2%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다. 그러

나 멕시코는 2000년 6.6%에서 2002년 0.8%로 저조한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10년 5.3%로 회복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이 멕시코 보다 높은 편으로 한

국은 2000년 61.2%, 2004년 62.1%, 2008년 61.5%로 60% 수준을 기록하고 있

다. 멕시코는 2000년 59.8%, 2002년 58.9%, 2008년 60.4%로 나타난다.

[그림 12]에 비교국가의 국민시간이전계정 생애적자의 1인당 연령프로파일이 

제시되어 있다. 두 국가 모두 유년층이 가계생산의 가장 큰 수혜자임을 알 수 있

다. 유년층에서는 생산이 없고 소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의 양의 생

애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노동연령층에서 소비보다 생산이 더 많은 음의 값을 보

이고 있으며, 30～40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60～70대의 노년층도 가계생산에서는 생산이 소비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 생애적자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두 국가 모두 노년층이 가계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의 주체로 일정 정도의 역

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은 멕시코에 비해 10대에서 생산이 적은데 한국의 10대인 중․고등학

생은 공교육 뿐 아니라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계생산을 수행하는 시

간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은 멕시코에 비해 가계생산의 적자가 발

생하는 연령이 약 5세 늦은데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율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는 20세 전후에 생애흑자에서 적자를 전환되는데, 한국

은 25세 전후에서 적자로 전환된다. 또한 한국 50～60대의 생애적자 규모가 멕

시코보다 작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편이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생산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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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민시간이전계정 생애적자의 국가 비교

자료 : 생활시간조사(2004), Rivero(2011)

이상의 국가비교 결과, 가계생산 부문을 고려한다면 국가에 따른 차이 없이 유

년층은 노동연령층에서 가장 큰 부양부담을 가지는 연령집단이라는 것, 노년층은 

일정 부분 생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교육투

자와 경제활동참여 수준은 연령별 가계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Ⅵ. 요약

본 연구는 국민계정체계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에 대응되는 국민이전계정의 가

계부문 위성계정으로서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구축하였다는 점

에서 기여가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세대간 재배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고령

화시대에 국민계정의 대안으로 새롭게 개발된 방법론이며, 이를 가계생산 부문으

로 확대․적용하여 국민시간이전계정의 방법론 개발이 가능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생산과 달리 가계생산에서 노년층은 상당한 규모의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장생산에 한정하여 노년층은 소비만 하는 

부양집단이라는 인식은 가계생산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노년층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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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생산의 주체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생산의 세대간 재배분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자

녀의 출산․양육 시기에 있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생애재배분이 큰 규모

로 발생하였으며, 영유아집단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

계생산을 포함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부담은 더욱 확대되었다.

셋째, 확대된 범위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면, 현재의 노년층 부양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공적이전이 노년층의 노후 주요 소비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노년층은 여전히 사적이전의 기여자로 확

인되었다.

넷째, 노년층의 가계생산 자체는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

지 못한다. 노년층은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가계생산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

산 규모에 비해 사적이전이 크지 않았다. 대신 유년층과 노동연령층 두 집단간의 

사적이전 교류가 노년층의 공적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었다.

다섯째, 멕시코와 국가비교를 통해서 인구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가계생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멕시코에 비해 10대 후반～20대 초반 청년

층의 대학진학율과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았다. 이로 인해 50～60

대의 가계생산 규모가 멕시코 보다 작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1개년도의 정태적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

을 밝힌다. 세대간 형평성은 한 개인의 전 생애관점에서 동태적으로 자원재배분

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시

간이전계정의 확정치가 아닌 잠정치임을 밝혀둔다. 향후 국민시간이전계정의 방

법론이 확정되고 구축연도가 확장된다면, 그리고 더 많은 국가에서 국민시간이전

계정이 구축된다면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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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탄생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근로시

점에서는 기여가 중심이 되고 은퇴시점에 가서야 본격적인 서비스(연금급여지

급)가 발생하는 장기보험으로, 기여와 급부간 연계가 생애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구학적, 경제적 변화요인이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차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88년 시행)에는 지금보다 이러한 성격이 훨씬 강해 초기세대 가입자에게

는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내에 세대간 소득재분배 성격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제도 도입시기와 비교할 때 사회·경제적 상황이 많

이 변화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세대간 재분배 기능에 대해 정당성 시비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기 가입자는 급부를 위한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않

아 이전소득 관점1)에서는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수익비 관

점에서만 논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하튼 공적연금 초기가입자의 높은 급여수준은 후세대 가입자가 그만큼 더 

높은 보험료로 충당해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 소득이전 즉, 세

대간 소득재분배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

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현상도 공적연금제도의 특징이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현행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소득계층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이므

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

의 경우 동 세대내에서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수익비 측면에서 유리하므

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세대내 소득재분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는 완전한 소득비례연금 구조를 갖고 있어 세대내 소득재분배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그 만큼 특수직역연금제도에 조정여지가 있다는 것

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정책적 혹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세대내 소

득재분배는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판단된다.

1) 이전소득관점이란 수익비와 달리 자신의 생애급부수준에서 생애기여분을 뺀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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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적연금 제도에 존재하는 두 가지 성격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정당성

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일천하였다고 판단되고, 무엇보다 특수직역연금에서 

세대내 소득재분배는 없고 세대간 재분배만 존재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

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또한 청년실업이 일반화되는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에 존

재하는 세대간 부담의 정당성 문제는 어쩌면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판

단된다.

물론 공적연금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비단 세대간 형평성 문제만은 아니

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정안정화, 거대기금의 시장에의 부작용 문제 등이 있고,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가지 위협요소들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

제와 그 정당성 여부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존연구 정리

를 통해 차별성을 제시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세대내·세대간 소득재분배 

요소를 수리적으로 구분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II. 기존연구 및 세대간 형평성의 의미

1. 기존연구

Chen & Goss(1997)는 공적연금에 늦게 가입하는 젊은 연령일수록 연금수급

자인 노령인구에 비해 낮은 연금 수혜를 받고, 세대 간 불형평을 만든다고 보았

다. 즉, 이들에 의하면 연금제도 초창기와 성숙기에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에 차이

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은 본질적으로 세대 간 불형평을 발생시킨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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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김상호(2004)는 2004년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의 특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 전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익비는 젊은 세대

로 갈수록 줄어들지만 수익비는 여전히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신창환(2009)은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가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고 보았으며, 고령화 문제로 공적연금의 재정 부

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음을 제

기하였다. 그는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담론으로 활발

하게 논의되어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아

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

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

장하고 있다.

위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

배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총체적 의미에서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거나, 높은 급여수준의 보장이 재정안정화 문제와 후세대 부담을 초래한다

는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와 차별되는 특징으로 첫째, 연금급여산식을 세

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 요소로 분해하고 어떤 변수들이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외 공무원연금 제도의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두 공적연금제도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세대간 형평성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 

연금개혁의 논의와 그 논거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형평의 문제에 대한 다양

한 논쟁들을 살펴보자.

오건호(한겨레 21)는 국민연금제도는 공공복지제도이지만 세대내 및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http://h21.hani.co.k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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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OLUMN/143/30312.html). 세대 내 형평성 문제는 사각지대 문제와 결부된

다고 보고 있다. 즉, 현재 성인 인구 중 절반은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가입했더라

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급여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반해 보험료 납부

자에게는 ‘후한 급여’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각지대의 범위가 클수록 세대

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래 세대와의 형

평성 문제도 ‘후한 급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세대 간 연대’라

고 하더라도 현세대의 후한 급여는 후세대의 짐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세대가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지만, 미래 세대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남겨주는 건 공평

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http://h21.hani.co.kr/ar-

ti/COLUMN/143/30312.html). 

이형종(세대 간 형평성 vs 세대 간 상호의존)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형평

성은 대결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엄밀한 세대 계정 분석을 통해 찾아야 한

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세대간 형평성(Generational equity)’ 논쟁과 

관련하여 ‘고령자 vs 자녀’라는 대결적 관점은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지적

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논할 때는 세대별로 평생 내는 세금과 연금, 의료, 교육 

형태로 받는 수익을 분석하는 ‘세대 계정(General accounting)’을 가지고 엄밀하

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 지출되는 교육비, 사회

보장비, 건강비용과 고령자에게 지출되는 건강비용, 연금급여를 놓고 폭넓게 비

교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젊은 세대가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받는 상속재산, 이전 

세대에 물려받은 지적·물적 인프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뚜렷한 근거도 없

이 서로간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

고, 자녀세대는 부모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

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http://www.smartlifedesign.co.kr/cms/hous-

ing/coummunities/1186930_1273.do)

한편, 후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국민연

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사용자 몫

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그 근거로 현재 OECD 국가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평균

은 19.6%(피고용자 8.4%, 고용주 11.2%)로서 우리나라 9%(피고용자 4.5%, 고

용주 4.5%)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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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세대간 형평성 논리를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귀 담아 둘 필요가 있다. 세대간의 형평성은 선(先)세대와 후세대간에 부담을 공

평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이때 부담의 공평성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에만 국한된

다고 보기 어렵고, 비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판단은 매

우 복잡하고 난해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 정신을 강조해 온 

사회이므로 부모 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만 지원하

는 서구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형평성 논리가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온정주의적 가족경제인 국가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거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논의하

기 어려운 문제로 언급되기도 한다. 

정리하면, 세대간 형평성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여 동 연구에서는 현세대 혹은 

이전세대가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물에 대해 후세대가 누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질경제성장률과 후세대 부담률과의 비교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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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

1.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국민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문제는 급여산식 및 수익비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28년 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구조이지만 실질적인 연금급여는 ’88년 이후 급여산식체계

에서 발생하는 연금급여액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므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후 적

용되는 급여산식2)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생애기간 동안 제도변화를 고려한 동태

적3)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때 세대간 형

평성은 생애기간 동안의 총보험료에 대한 총연금액의 비중으로 표현되는 수익비

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대해 살펴보자. 평균소득가입자의 소득대

체율이 일정한 연금급여(
 ) 산식은 다음과 같이 소득()과 가입기간()의 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식 (1)에서 =1.2인 경우 현행 제도가 ‘28년 시점에서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는 급여산식이 된다.


    
   ‧

(1)

  , = ( ), =20 , =

, =3 (A ), = (B )

식 (1)에서 흔히 균등부분()와 소득비례부분(B)로 구분하여 균등부분()에 의해서

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소득비례부분(B)도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므로 급여산식을 다음과 같이 세

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요소로 분해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08년 소득대체율 50%, 이후 매년 0.5%p씩 감소하여 ’28년에 소득대체율이 40%로 되는 급여산식  
3) 실질적 연금수급액은 ‘88년~수급직전까지 적용되는 연금급여산식에 의해 산출된 연금액의 가중합

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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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 소득재분배는 동일 세대내에서 소득수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

를 의미하고, 세대간 소득재분배는 수지상등 조건 하에서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이해하면 식 (1)은 다음과 같이 전개 할 수 있다. 


  ‧  ‧‧ ‧‧‧ (2)

앞부분 ‧‧는 동일 세대내에서 소득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수준

으로 세대내 소득재분배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동 영역에서의 저소득층()은 평균

소득자와의 소득격차에 비례하여 연금소득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은 평균소득

자와의 소득격차에 비례하여 연금소득이 낮아지게 됨을 보여준다. 저소득층에게는 연

금소득 증대효과(+)를, 고소득층에게는 연금소득 감소효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연금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존재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뒷 부분 ‧‧‧은 수지상등원칙 하에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대간 소득재분배

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부분으로, 조정계수(), 자신의 소득(), 가입기간()에 비례적

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세변수 모두 연금급여에 양(+)의 영향을 미치

므로 수지상등 원칙을 고려하면, 동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므

로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나타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익비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수익비 산츨을 

위해서 생애기간동안 납입하게 되는 총생애보험료와 총생애연금액을 먼저 산출

해야 하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준소득월액(B)이 평균소득월액(A)의 일정비율로 정의되는 가입자(   , 단 

 )가 월보험료 9%를 년 동안 납입하는 경우의 생애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이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임금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한다.4)

4) 본 모형에서 적용되는 모형은 모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할인율이 0인 상태로 
단순화하였다. 왜냐하면 생애기간동안의 총보험료와 총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 산출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총보험료(임금상승률에 영향 받음)와 총연금급여액(임금 및 물가상승률에 영향 받음)은 과
소 혹은 과대추계되었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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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3)

이제 동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총생애연금액을 식 (2)에서와 같이 세대내 및 세

대간으로 구분된 급여형태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물가상승률은 0으로 하였으며, 수급기간 년으로 한다.

  
 ‧  ‧‧‧‧‧‧‧ (4)

 , 
 ‧‧‧  ‧‧‧


 ‧‧‧‧  ‧‧‧‧

대간 연금급여 형태를 수익비 정의를 이용하여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5)

이때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해당하는 수익비(




)는 ·
‧‧

, 세대간 소득

재분배에 해당하는 수익비(




)는 

‧‧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 수익비가 증가하

고, 고소득층일수록( ) 수익비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세대

내 수익비는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에서 발

생하는 양(+)의 수익과 고소득층에서 발생하는 음(-)의 수익의 전체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반해 세대간 소득재분배는 소득계층에 따른 수익비 차이를 제

외하고 발생하는 나머지 수익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동 세대내에서 소득격차에 의

해 발생하는 수익비(즉, 세대내 수익비)외의 추가적인 수익비에 대해서는 후세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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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해야 하는 논리에서 설정된 것이다. 위 모형에서 세대간 수익비가 ‘1’을 초과하게 되

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여기서 생애기간동안 동태적으로 변형되는 급여산식을 고려할 때 나타나

는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88년부터 현재까지 가중평균 형태로 적용되는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6)

과 같다. 즉, 여기서 식 (6)에 대해 식 (1)~(5)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애기간

동안의 제도변화를 거쳐 수급하게 되는 실질적인 국민연금액을 세대내 및 세대간 

급여액으로 구분해 낼 수 있다. 또한 여기에 ‘88년 3%에서 시작하여 ’93년 6%, 

그리고 ‘98년 이후 9%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생애 총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세

대내 및 세대간 수익비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전개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

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 ＋ ＋＋× ＋〕
× ＋

식 (6)

  , A : ( 3 )
      B : 
      α : ‘09 50% 0.5%p ’28 40%

      p1 : ‘88~'98 (%)
      p2 : ‘99.~'07 (%)
      p3 : ‘08 (%)
      p4 : ‘09 (%)
      N: 20

2. 공무원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0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은 기존공무원과 신규공무원간의 급

여구조를 다소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규공무원 급여산식을 적용하

여 국민연금의 경우와 비교 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면,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

기간 1년당 1.9%p씩 소득대체율이 증가하여 최대 33년 가입기준으로 할 때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가 된다. 특이한 점은 공무원 연금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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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이행률5)을 두고 있는데, 이에따라 급여수준이 다소 조

정될 여지는 있다.

앞의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해과정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신규공무원의 연간급여산식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

급여와 비교를 위해 기준소득월액(B)이 평균소득월액(A)의 일정비율로 정의되

는 가입자(   , 단  )로 하였다. 


 ××××  ×××× (7)

  ,   : 
       : 3 (A )
       : ( )
       : 

안 납입하게 되는 총생애보험료와 총생애연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기준소득월액(B)이 평균소득월액(A)의 일정비율로 정의되는 가입자(   , 단 

 )가 월보험료6) 14%로 년 동안 납입하는 경우의 생애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이

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8)

동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총생애연금액을 세대내 및 세대간으로 구분된 급여형

5) 이행률이란,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의 65%)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
로 변경됨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및 향후 재직기간별로 기준소득월액
에 일정비율을 곱하도록 하는 수치

6)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제도와 다르게 적용되어 왔으나, ‘08년 법개정이후 기준소득월액으로 
통일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교를 위해 ’88년부터 적용된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88년~’95
년 보수월액의 11%, ‘96년~’98년 보수월액의 13%, ‘99년 보수월액의 15%, ‘00년~’09년 보수월액
의 17%, ‘10년 기준소득월액의 12.6%, ‘11년 기준소득월액의 13.4%, ‘12년 이후 기준소득월액의 
14.0%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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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물가상승률은 0으로 하였으며, 수급기간 년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차별화되는 

것은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에는 자신의 소득수준만 존재할 뿐이므로 소득격차에 따른 

세대내 소득재분배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세대내 소득재분배 부분의 급여수

준은 0이라고 할 수 있다.


 

 ‧  ‧‧‧‧·  ‧‧‧‧· (9)

 살펴본 세대내 및 세대간 연금급여 형태를 수익비 정의를 이용하

여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













··
··‧‧‧

 

··‧
(10)

이때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해당하는 수익비(


)는 ‘0’,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해

당하는 수익비(




)는 

··‧
로 표현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에서의 세대내 

수익비와 세대간 수익비의 의미도 앞에서 설명한 국민연금에서의 세대내 및 세대간 수

익비의 정의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볼 때 공무원연금 제도에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만 존재하고 모든 

세대가 양(+)의 급여수준을 보장받는 구조이므로 수지상등원칙을 고려할 경우 

그만큼 후세대 부담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애기간동안 동태적으로 변형되는 급여산식을 

고려한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연금의 급여

산식도 ‘60년부터 현재까지 가중평균 형태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현

실에서 나타나는 세내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모습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에서도 급여산식 변

화와 함께 보험료율 변화도 동시에 반영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급여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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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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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 현행 공적연금 산식에서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가.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제3장에서 살펴본 급여산식에서 나타나는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효과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40년 가입하고 20년 

수급하게 되는 국민연금 평균소득자( , 즉    )를 대상으로 생애보험료와 생애

연금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11)

 
 



 ‧··· ‧··· 
(12)

위 식 (11)과 식 (12)에서 산출되는 40년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수익비

()는 2.2가 된다.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관련되는 
 는 평균소득자인 경우 

0이 되고, 평균소득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고소득층의 세대내 소득재분배는 각각 +, - 

효과로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0이 됨을 의미한다. 즉,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대간에만  존재하고 그 수준은 생애기간동안의 총보험료에 비해 총연금액 수준

(수익비)으로 표현 할 때 이 2.2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는 현행 보험료 수준을 2.2배로 

증가시키거나 생애연금 급여총액을 낮추어 생애보험료 총액과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재정

불안정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동 수익비를 앞에서 살펴본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로 구분하여 설

명하면, 평균소득자의 경우는 세대내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균가입

자의 수익비 2.2는 모두 세대간 재분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식 (5)에 의해 

평균소득자는 =1이므로 세대내 재분배는(




)는 ‘0’이되므로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식상 평균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수지불균형은 모두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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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분(세대간 재분배 효과)라고 하겠다.

소득수준별, 가입기간 및 수급기간별로 구분하여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조정계수()가 1.2로 소득대체율이 40%인 모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세대내 수익비는 가입 및 수급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평

균소득자 이상일 경우에는 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식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내 

소득재분배효과는 ·
‧‧

로 산출되므로 조정계수(), 소득격차(), 수급기간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대간 수익비는 조정계수()와 수급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두 변수가 불변이므로 세대간 수익비는 모두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다. 

<표 1> 소득수준별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1.2)

소득수준

수익비
B=0.5A(r=0.5) B=A(r=1) B=1.5A(r=1.5) B=2A(r=2)

4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21.6A 43.2A 64.8A 86.4A
생애연금액 72.0A 96.0A 120.0A 144.0A

세대내 24.0A 0.0A -24.0A -48.0A
세대간 48.0A 96.0A 144.0A 192.0A
수익비

( )
3.3 2.2 1.9 1.7 

세대내 1.1 0.0 -0.4 -0.6 
세대간 2.2 2.2 2.2 2.2 

2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10.8A 21.6A 32.4A 43.2A
생애연금액 36.0A 48.0A 60.0A 72.0A

세대내 12.0A 0.0A -12.0A -24.0A
세대간 24.0A 48.0A 72.0A 96.0A
수익비

( )
3.3 2.2 1.9 1.7 

세대내 1.1 0.0 -0.4 -0.6 
세대간 2.2 2.2 2.2 2.2 

1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5.4A 10.8A 16.2A 21.6A
생애연금액 18.0A 24.0A 30.0A 36.0A

세대내 6.0A 0.0A -6.0A -12.0A
세대간 12.0A 24.0A 36.0A 48.0A
수익비

( )
3.3 2.2 1.9 1.7 

세대내 1.1 0.0 -0.4 -0.6 
세대간 2.2 2.2 2.2 2.2 

: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발전방향 51 

<표 2>은 조정계수()가 1.8로 소득대체율이 60%인 경우에 나타나는 세대내 및 세

대간 재분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대내 소득재분배는 조

정계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 2>은 <표 1>과 비교할 경우 조정계수() 증가 수

준만큼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표 1>에 비해 소득

이 증가할수록 세대내 수익비가 보다 크게 줄어듦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대

간 수익비와 관련되는 조정계수()와 수급기간()이 변하지 않으므로 세대간 수익비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소득수준별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1.8)

소득수준
수익비

B=0.5A(r=0.5) B=A(r=1) B=1.5A(r=1.5) B=2A(r=2)

4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21.6A 43.2A 64.8A 86.4A

생애연금액 108.0A 144.0A 180.0A 216.0A

세대내 36.0A 0.0A -36.0A -72.0A

세대간 72.0A 144.0A 216.0A 288.0A

수익비

( )
5.0 3.3 2.8 2.5 

세대내 1.7 0.0 -0.6 -0.8 

세대간 3.3 3.3 3.3 3.3 

2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10.8A 21.6A 32.4A 43.2A

생애연금액 54.0A 72.0A 90.0A 108.0A

세대내 18.0A 0.0A -18.0A -36.0A

세대간 36.0A 72.0A 108.0A 144.0A

수익비

( )
5.0 3.3 2.8 2.5 

세대내 1.7 0.0 -0.6 -0.8 

세대간 3.3 3.3 3.3 3.3 

1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5.4A 10.8A 16.2A 21.6A

생애연금액 27.0A 36.0A 45.0A 54.0A

세대내 9.0A 0.0A -9.0A -18.0A

세대간 18.0A 36.0A 54.0A 72.0A

수익비

( )
5.0 3.3 2.8 2.5 

세대내 1.7 0.0 -0.6 -0.8 

세대간 3.3 3.3 3.3 3.3 

: 



52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원의 세대간 이전

한편,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는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무관하여 소득

수준 및 가입기간 변화에 의해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앞의 

식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
로 나타나므로 조정

계수()와 수급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조정계수()와 수급기간()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에 의하면, 동일 수급기간에서는 조정계수가 클수록, 동일 

조정계수에서는 수급기간이 많을수록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표 3> 국민연금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

수 급
기 간

조 정
계 수

세 대 간 
재 분 배

수 급
기 간

조 정
계 수

세 대 간 
재 분 배

수 급
기 간

조 정
계 수

세 대 간 
재 분 배

수 급
기 간

조 정
계 수

세 대 간 
재 분 배

10년

1.8 1.667 

20년

1.8 3.333 

30년

1.8 5.000 

40년

1.8 6.667 

1.5 1.389 1.5 2.778 1.5 4.167 1.5 5.556 

1.2 1.111 1.2 2.222 1.2 3.333 1.2 4.444 

: 

나. 공무원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이제 공무원연금제도에서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자. 공무원연금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앞의 식 (10)에서와 같이 

··‧
로 나타나므로 이행

률()와 수급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에 영향을 주는 이행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공무원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

무원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입기간이 고려된 이행률()와 

일정 수급기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동일 수급기간에서는 조정계수가 클수록, 동일 조정계수에서는 수급기간이 많

을수록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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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제도에서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의 특성은 국

민연금제도에서는 조정계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세대간 소득재분배효

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나, 공무원연금은 가입기간에 연동된 이행률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공무원연금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

수급기간 가입기간 이행률 세대간 재분배

10년
20년 92.86 1.260 

33년 103.44 1.404

20년
20년 92.86 2.520 

33년 103.44 2.808 

30년
20년 92.86 3.781 

33년 103.44 4.211 

40년
20년 92.86 5.041

33년 103.44 5.615

: 

2. 제도변화 효과를 고려한 공적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위에서 언급한 세대간 소득재분배는 가입자의 가입기간동안 적용되는 급여산

식이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자체

가 주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나

타나게 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생애기간동안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는 연금급여산식으로 나타내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세대간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산출 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급여산식에서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가중평균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88년~’98년은 


   × ＋ × ＋ 를 적용하고, ‘99년~’07년은 


   × ＋ × ＋  , ‘08년에는 


   × ＋ × ＋  , ‘09년~’28년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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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을 적용하여 가입기간 가중평균을 고려한 실질적

인 연금급여 산식은 식 (6)과 같이 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세대간 재분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년 가입과 최고 가입가능 기간인 33년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다만, ‘99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현행 신규공무원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다소 저추계되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에 비해 공

무원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추정결과보다 다소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된다.

<표 5> 수급기간별 세대간 재분배 효과(제도변화 효과고려)

수급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신규공무원)

20년 가입 33년 가입
10년 1.639 1.260 1.404
20년 2.951 2.520 2.808
30년 4.125 3.781 4.211
40년 5.236 5.041 5.615

: 1) ‘99 .
    2) , 

3.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정당성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이 정당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저성장 및 청년실업 현상을 고려할 때 오늘날 공적연금 급

여수준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공적연금 정당성을 과거세대가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에 대한 댓가로 

평가하면, 후세대 부담률과 실질경제성장률과의 관계로 살펴볼 수 있다. ‘88

년~‘12년까지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직전년도

인 ’87년에 실질성장률이 12.3%, 도입해인 ‘88년에는 11.7%로 두 자리수의 경

제성장률을 보여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에 대한 문제

는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

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외환위시시인 ’98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실질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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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성장국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만큼 공적연금에 대한 재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6> 실질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연간, ‘05년 기준)

(단위: %)

연도 실질성장률 연도 실질성장률 연도 실질성장률 연도 실질성장률

1987 12.30 1994 8.80 2001 4.00 2008 2.30

1988 11.70 1995 8.90 2002 7.20 2009 0.30

1989 6.80 1996 7.20 2003 2.80 2010 6.30

1990 9.30 1997 5.80 2004 4.60 2011 3.70

1991 9.70 1998 -5.70 2005 4.00 2012 2.00

1992 5.80 1999 10.70 2006 5.20 ‘88~’12년 평균 5.66

1993 6.30 2000 8.80 2007 5.10 ‘99~’12년 평균 4.49

: http://ecos.bok.or.kr/(  )

공적연금제도의 세대간 재분배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숙단계 까지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필요하므로 제2차 재정

계산시 활용한 실질경제성장률을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동 추정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1%미만의 실질경제성장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7>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시 활용한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2006
～2010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8

4.8
(4.8)

4.1
(4.0)

2.8
(2.7)

1.7
(2.0)

1.2
(1.6)

0.9
(1.4)

0.7
(1.5)

  : (  ) . 
: , 2008 

( 2 ), 2008.11. 

(단위 : %)

이제 위 두 형태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앞에서 추정한 공적연금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의 정당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실질경제성장률 수준

에 근접한 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공적연금 세대간 이전소득의 근거로 여러 가지

를 들 수 있겠지만, 이전세대가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이라는 토대에서 후세대가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세대에 대한 후세대 부담이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



56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원의 세대간 이전

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로 나타난 수익비에서 

보험료 부담분을 제외한 순수익비를 가입기간으로 나누어 후세대부담률로 정의

하였다. 이에 의하면, ‘99년에 가입하여 20년, 30년, 33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수익비로 산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공적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증가하는데, 

실질경제 성장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간에 따른 수익비 누적7)으로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행률이 가입기간에 따라 

변하는데, 20년 가입기간인 경우 이행률이 92.83%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다 낮

게 나타나나, 33년 가입기간 이행률은 103.44%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다 후세

대 부담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9 2017

(20 )

1999 2028

(30 )

1999 2031

(33 )

1999 2038

(40 )
4.58 4.07 3.92 3.54

1) 9.76 10.42 10.48 10.59
7.60 - 11.0 -

<표 8>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산출한 세대간 재분배효과와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 1) =( -1)/
    2) ,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음 표와 같이 동일하게 20년 동안만 가입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늦게 가입할수록 세대간 재분배 

효과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실질경제 성

장률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실질경제성장률을 상회하

는 수준에서 세대간 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을 실질경제성장률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현 세대의 실질경제성장률 이상으로 후세대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

7) 세대간 수익비는 모든 기간에서 1보다 커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세대간 수익비는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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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세대간 형평성을 실질경제성장률로 비교한 것 이외에 은

퇴기에 닥칠 노인 빈곤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적 이전 부분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점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현재까지의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그리 정당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향후에도 저성장 사회의 지속, 청년실업의 만연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지속된다면, 공적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고 하겠다. 

1999 2018

(20 )

2009 2028

(20 )

2019 2038

(20 )
4.58 3.38 2.49

1) 9.76 7.43 6.42
7.60 7.60 7.60

<표 9>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산출한 세대간 재분배효과와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 1) =( -1)/
    2)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세대간 이전문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제와 관련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세대내 재분배는 저소득, 중위소득, 고소득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므로 

평균적으로는 현세대 부담에 그치므로 후세대 부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국민

연금 후세대 부담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고, 이는 어느 정도를 후세대에

게 부담지우는 것이 정당할 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급여산식 구조를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요소로 분해하고,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내고 있다는 점

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해 모형을 통해 실질경제성장률과 후세대 부담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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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이 후세대 부담

률 보다 낮아 현세대 및 노인세대가 이룩해 놓은 성장의 몫 보다 후세대의 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실질경제성장률과 세대 간 소득

재분배와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 것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까지 사회

보험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 판단할 경우 공적연금의 높은 급여수준이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동 분석 모형을 통해 살펴본 현행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후세대의 부담이 크므로 국민연금 급

여를 낮추자는 주장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 일천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충

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율 인하로만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되지 못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

재 OECD 국가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평균은 19.6%(피고용자 8.4%, 고용주 

11.2%)로서 우리나라 9%(피고용자 4.5%, 고용주 4.5%)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을 통해 수급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공적연금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

니라 공사연금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주택 및 농지 역모기지외 다양한 부동산 자산

(예, 자동차, 건물 등)에 대한 역모기지의 확대도 검토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71년 62살에서 2005년 79살로 늘어났고, 2050

년에는 86살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살

로 설정하여 반 강제적으로 경제활동 주체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의문시된다. 초

고령 사회로 가는 오늘날, 일할 체력과 의사를 가진 노인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60세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되었지만 초고령사회가 임박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60세 정년 연장의 의미는 크지 않게 느껴진다. 일각에서 제기

하는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살까지 일하게 된다면 고령화 기준은 70살이 되

고, 그러면 기존 5년의 연금 수급 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바뀌어 후세대에 

주는 재정 부담도 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http://h21.hani.co.kr/arti/COLUMN/143/30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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