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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지출이 정부 재정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면서 동 재정의 합리
적 운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요청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사회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급여 제도의 수와 그
에 연계된 제도적 복잡성이 비례하여 증가함에 따라 다차원적 급여 제도
들 간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복합적이고 누적적이면서 개인 또는 계
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보장 지출의 중장기적 영향을 적절
히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도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다양한 개인과 가구에 대한 개별 급여 제도의 중장기적 효과는 물론 정책
조합을 통한 복합적인 효과까지 미시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책 도
구로서 동태 미시모의 실험 모형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첩적인 정책 대상의 속성과 상이한 제도
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적절하게 포착함과 동시에 인구 고령화와 제도의
발전단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고제이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하솔잎 전문연구원, 경남과
학기술대학교 권혁진 교수의 연금 재정 모형 개발 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 행정과 편집에 힘써 준 안형석 연구원과 모형 개
발 및 보고서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연구진에게 큰 격려를 보내
며, 이론적·기술적 자문을 통해 모형 개발에 큰 도움을 주신 원내 오미애
부연구위원과 ETRI 최민석 박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주요국의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구조와 활용 사례 ···········23
제1절 미국: FEM(The Future Elderly Model) ············································26
제2절 캐나다: POHEM(The Population Health Model) ····························30
제3절 영국: PSSRU(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37
제4절 스웨덴: SESIM(A Swedish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 45

제3장 DOSA의 기본 구조와 특징 ····················································55
제1절 기술적 방식에 따른 MSM 모형의 분류와 특징 ···································57
제2절 DOSA의 기술 선택과 구성 ··································································67
제3절 베이스 셋(base set)의 구축 ································································72

제4장 인구·출산·사망·가구의 구성 ···················································77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79
제2절 인구·출산·사망 ······················································································83
제3절 가구 구성 ······························································································89

제5장 교육·노동 ················································································95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97
제2절 교육 ·····································································································100
제3절 노동 ·····································································································111

제6장 자산 ·······················································································129
제1절 방법론적 특징과 시뮬레이션 범위 ·······················································132
제2절 자산 행태 방정식 추정 ·······································································137
제3절 유효성검토 ···························································································153
제4절 자산 시뮬레이션 ··················································································167

제7장 공적연금 ················································································171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173
제2절 국민연금 ······························································································174
제3절 기초연금 ······························································································191

제8장 조세: 소득세 ·········································································199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201
제2절 소득세 ··································································································206

제9장 DOSA의 정책 활용도 점검 및 향후 과제 ···························215
참고문헌 ···························································································23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목차
〈표 1-1〉 주요 국가의 유형별 미시모의실험 모델 ·····························································13
〈표 2-1〉 PSSRU DMS의 변수 목록 ···············································································40
〈표 3-1〉 주요 동태 MSM에서의 기술적 선택 ··································································63
〈표 3-2〉 DOSA와 주요 MSM의 기술적 선택 ·································································64
〈표 3-3〉 DOSA의 모의실험 생애 사건과 활용 데이터 ····················································70
〈표 3-4〉 DOSA 베이스 셋의 주요 변수의 가공 및 처리 ················································74
〈표 4-1〉 인구·사망 모의실험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 ························································84
〈표 4-2〉 출산 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과 특징 ···················································86
〈표 4-3〉 주요 MSM 모형 출산 결정 변수 ······································································87
〈표 4-4〉 출산 확률 추정 결과 ··························································································89
〈표 4-5〉 가구 구성모듈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 ·································································90
〈표 5-1〉 교육 모듈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 ·····································································101
〈표 5-2〉 대학 진학 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 및 특징 ······································103
〈표 5-3〉 주요 MSM 모형 대학 진학 결정 변수 ····························································104
〈표 5-4〉 대학 진학 확률 추정 결과: 다항 로짓 분석 ····················································105
〈표 5-5〉 부모 학력별 대학 진학자의 비중 ·····································································107
〈표 5-6〉 가구소득 분위별 대학 진학자의 비중 ······························································107
〈표 5-7〉 기존 동태적 MSM의 경제활동 상태 모듈 주요 변수 ·····································115
〈표 5-8〉 동태적 MSM의 근로소득 모듈 주요 변수 ·······················································116
〈표 5-9〉 경제활동 상태 이행 확률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남성) ·························120
〈표 5-10〉 경제활동 상태 이행 확률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여성) ·······················121
〈표 5-11〉 경제활동 상태 모듈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셋 ················································122
〈표 5-12〉 근로소득 모듈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셋 ·························································125
〈표 5-13〉 소득 방정식 패널 분석 결과(AR(1) 확률 효과 GLS 모형) ··························126
〈표 6-1〉 기존 동태적 MSM 모형의 저축과 자산 모듈 ·················································136
〈표 6-2〉 재정 패널의 조사 차수별 금융자산 조사 항목 ················································137

〈표 6-3〉 재정 패널의 조사 차수별 부동산과 기타자산 조사 항목 ·································138
〈표 6-4〉 자산 보유 확률 분석: 패널 로짓(2009~2013년) ············································143
〈표 6-5〉 자산 가치에 대한 패널 분석: 확률 효과 모형(2009~2013년) ·······················148
〈표 6-6〉 자산별 보유 비중: 시뮬레이션과 재정 패널 비교 ············································154
〈표 7-1〉 국민연금 모듈에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셋 ························································175
〈표 7-2〉 국민연금 가입 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 및 특징 ·······························177
〈표 7-3〉 국민연금 가입 확률 ··························································································178
〈표 7-4〉 3차 재정추계의 주요 제도 변수 가정 ······························································180
〈표 7-5〉 급여의 종류와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 ··························································188
〈표 7-6〉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189
〈표 7-7〉 대상 유형별 기초연금액 산정 ··········································································192
〈표 7-8〉 기초연금 급여액 표 ··························································································194
〈표 8-1〉 소득세 수입 결산 및 DOSA 추정 세액: 2009~2015(명목) ··························213
〈표 9-1〉 DOSA 1.1의 주요 결과 변수 목록(2016년 이후 전망 기간 기준) ···············218
〈표 9-2〉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219
〈표 9-3〉 DOSA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 ······························································220
〈표 9-4〉 제도별 소득 재분배 효과의 변화(시장 소득 기준) ···········································22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목차
〔그림요약 1〕 DOSA의 전체 시뮬레이션 순환 과정 ····························································5
〔그림 1-1〕 KIPFSIM 모형의 기본 구조 ···········································································16
〔그림 1-2〕 김혜원 등(2010)에서 소개된 미시모의실험 모형 흐름도 ·······························17
〔그림 2-1〕 The Future Elderly Model의 업데이트 구조 ··············································27
〔그림 2-2〕 POHEM 모델의 추정 과정 ············································································31
〔그림 2-3〕 POHEM 모델의 골관절염 유병률 전망 결과(과체중 성인 대상) ···················34
〔그림 2-4〕 노인 인구의 개호수당(AA)과 장애생활수당(DLA) 수급자 수
시뮬레이션 결과 ······························································································42
〔그림 2-5〕 SESIM의 구조 ································································································47
〔그림 2-6〕 요람에서 무덤까지-SESIM의 생애주기별 가구 구성, 노동시장 지위 및
소득 변화 시뮬레이션 예시(여성) ···································································49
〔그림 2-7〕 SESIM의 자산(financial and real wealth) 및 주거 비용 추정 과정 ·········52
〔그림 3-1〕 MSM의 분류 ··································································································58
〔그림 3-2〕 DOSA의 구성 흐름 ························································································68
〔그림 3-3〕 DOSA 모듈의 기본 구조 ················································································69
〔그림 3-4〕 보정 전, 후의 성별 인구수 비교 ····································································75
〔그림 4-1〕 DOSA 가구 구성 모듈에서의 출산 과정 ·······················································85
〔그림 4-2〕 DOSA 가구 구성 모듈에서의 결혼 대상자 선별 과정 ···································92
〔그림 4-3〕 DOSA 가구 구성 모듈에서의 결혼 과정 ·······················································94
〔그림 5-1〕 MOSART의 교육과정 ·····················································································99
〔그림 5-2〕 DOSA 교육 모듈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과정 ··············································102
〔그림 5-3〕 DOSA의 교육 모듈에서의 군복무 과정 ·······················································109
〔그림 5-4〕 DOSA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진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과정 ··········110
〔그림 6-1〕 자산 보유에 대한 연령별 한계 효과: 패널 로짓 분석 ·································145
〔그림 6-2〕 자산 금액에 대한 연령별 한계 효과: 패널 분석, 확률 효과 ·······················150
〔그림 6-3〕 자가 분포 ······································································································156

〔그림 6-4〕 임차 주택 분포 ·····························································································156
〔그림 6-5〕 일반 자산 분포 ·····························································································157
〔그림 6-6〕 금융자산 분포 ·······························································································158
〔그림 6-7〕 부채 분포 ······································································································158
〔그림 6-8〕 순자산 분포 ···································································································159
〔그림 6-9〕 연령-자가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160
〔그림 6-10〕 연령-자가 profile: 금액 ·············································································160
〔그림 6-11〕 연령-임차 주택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161
〔그림 6-12〕 연령-임차 주택 profile: 금액 ····································································161
〔그림 6-13〕 연령-일반 자산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162
〔그림 6-14〕 연령-일반 자산 profile: 금액 ····································································162
〔그림 6-15〕 연령-금융자산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163
〔그림 6-16〕 연령-금융자산 profile: 금액 ······································································163
〔그림 6-17〕 연령-부채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164
〔그림 6-18〕 연령-부채 profile: 금액 ·············································································164
〔그림 6-19〕 연령-순자산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165
〔그림 6-20〕 연령-순자산 profile: 평균 금액 ·································································166
〔그림 6-21〕 연령-순자산 profile: 중위값 ······································································166
〔그림 8-1〕 EUROMOD 내에서 개별 국가의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과정(예) ··············203
〔그림 9-1〕 DOSA 노인 빈곤율 장기 전망 ·····································································221
〔그림 9-2〕 경제 변수 가정 ·····························································································223
〔그림 9-3〕 OECD 주요국의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2013) ······························224
〔그림 9-4〕 소득 세제 개편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 ····················································228

Abstract <<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DOSA): An Application to Old Age
Income Suppor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DOSA), an extended and consolidated version of our previous two models
introduced in 2013 (MMESP) and 2014 (K.sim). Newly equipped
with an asset module based on up-to-date basic input data,
DOSA now can be used to evaluate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asic Pension scheme and the
current income tax code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contemporary MSM models developed and exercised in the US,
Canada, Sweden and the UK. Chapters 3 explains the basic
structure of DOSA and its research implication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Chapters 4 through 8 give a thorough illustration of technical methodologies adopted in developing each
module of DOSA. In order to confirm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acy of DOSA as a tool for social policy analysis, Chapter 9
exhibits three different policy simulations using the model, focusing on the impact of income taxation and pension incomes
to long-term trends in old-age poverty rates.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 재정을 압박할 정도로 사회 보장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 안전망 체계는 여전히 취약 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
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 전반의 기능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인적 요건과 기준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급여
사업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의 구조적 합리성을 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급여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물론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재정 영향
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정책 분석의 도구가 필요하다.
사회재정 지출의 단기 또는 중장기적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 분석 도구
는 개인의 특성 상태에 따른 개별 정책의 미래 수요와 이에 소요되는 재
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책의 집행에 따른 소득 재분배나
빈곤 수준의 변화와 같은 정책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포착할 수 있어야한
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비용-효과와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는 개인 혹은
가구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이하 “MSM”)의 활용
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미 다수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제적 정책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하여 정
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모형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적합
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새로운 동태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KIHASA DOSA: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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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의 개발을 통해 이질적인 제도 규칙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적절히 포착함으로써 다양한 급여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를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DOSA는 2005년을 초기 연도로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추출 자료를
기초해서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한국 노동
패널 조사(1-17차), 한국 재정패널 조사(3-7차) 등의 외부 자료들을 보
완·활용하여, 각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적 변화(교육, 혼인, 출산,
근로, 은퇴 등)를 시뮬레이션 한다. DOSA에서 개인들은 시작연도 T기 베
이스 셋(약 44만 5000명)에서 출발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각
모듈들을 순서대로 통과하며, 생애 사건들을 확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DOSA에서 각 개인은 우선 출산, 사망, 가구 구성(결혼, 이혼)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으로 노
동시장 모듈로 연결되어 종사상지위와 은퇴 여부가 결정된다. 종사상지
위에 따라 노동 패널 자료에 기초한 자기상관 가정 확률 효과 패널 모형
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을 추정한다. 상기의 정보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추정된 국민연금 가입 확률에 따라 각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납부 예외율과 징수율을 고려한 가입 종류(사업장/지역), 소득
수준별 보험료가 결정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누적된 개인의 연
금 이력과 기준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수급자가 선정되고,
수급액이 결정된다. 이처럼 근로, 사업, 국민연금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
는 자산 및 주거에 관한 모듈이 실행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세와 사회급
여 모듈이 수행되고, 다음으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에서는 해당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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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인별 근로·사업·국민
연금 소득세, 사회보험료 및 기초연금 수급액이 산출되는 구조를 갖는다.
〔그림요약 1〕 DOSA의 전체 시뮬레이션 순환 과정

인구·출산·사망·가구 구성
- 사망
- 출산(첫째, 둘째 또는 셋째아)
- 자녀분가
- 결혼·이혼

→

↑

t기의 인구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상태 이행(실업, 취업)
- 고용 종사상지위 부여
-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득 창출
- 은퇴

t+1기 순환
↑

↓

t+1기의 인구

국민연금
- 가입여부
- 가입 종류
- 가입 이력 정보
- 가입 종별 수급 여부
- 기본 연금액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조세 & 이전소득
- 소득세
- 인적 공제 금액(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기본·경로/장애/부녀자/한부모 공
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 세액 공제, 근
로소득 세액 공제)
- 사회보험료
- 소득평가액
- 자산의 소득 환산액
- 기초연금(단독가구/부부 1인/부부 2인)
- 가처분 소득

교육
- 초중고 진학/중퇴
- 고졸 중퇴->실업자로 노동시장 진입
- 대학 진학(2년제, 4년제)
- 대학 중퇴
- 대학원 진학(석사, 박사)
- 군 입대
- 군 전역(복학/노동시장 진입)
- 노동시장 진입 여부

↓

←

자산
- 주거 자산(자가/임차)
- 일반 자산
- 금융자산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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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SA의 활용도 점검 및 향후 과제
제2장에서 제8장까지의 설명과 같이 구축된 DOSA에 기반하여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과정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소득과
세 제도의 중장기적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
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A값과의 관계에 대한 조정 등 제도 개편의 빈
곤 또는 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counter factual 분석).
제약적인 상황에서 시연 가능한 예로 노인 빈곤율의 장기 추이와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 부담(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관계를 간략
히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 빈곤율은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기초연금이 본격
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빠르게 하락하여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 2046년에 2016년 현재 수준에서 약 40% 정도(가처분소득
기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이 진행
되면서 노인 세대의 구성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노인 빈곤
완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
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자 규모와 낮은 급여 수준은 물론 국
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감액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완전 성
숙기에 접어든 2040년 이후부터 동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46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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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소득 기준 노인 빈곤 심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DOSA를 이용한 소득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간단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인 빈곤율과 같은 상대 기준을 적용하는 지표의 변
동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 단순한 수치의 변동 폭이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동태적 MS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각 생애 사건에 대한 행태 방정식이 먼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MSM의 방법
론적 한계 또한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DOSA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대
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MSM만이 갖는 한계
는 아니며, 향후 다양한 경제․사회적 행위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풍부해지면 이러한 한계가 일정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용어: 동태 미시모의실험,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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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는 최근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와 함께 크고 작은 경제
위기 속에서 부침을 겪으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신호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 지출
과 같은 노인 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보장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
가 정부 지출을 이끌고 있다. 그 결과 핵심 담세 인구가 정점에 이른 현재
벌써 정부의 재정여력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국가 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재정을 압박할 정도로 사회 보장 지출이 급증
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 안전망 체계는 여전히 취약 계층을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능적 타당성에 대한 면
밀한 진단과 검토를 요구한다. 인구 고령화의 위험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
련 지출은 정부 재정운용의 중심이 될 것인 만큼,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의 합리적 재정운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기능이자 책무이다.
이제까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는 현재의 사회보험 중심
사회 보장 체계의 유지를 전제한 상태에서 재원 조달의 문제에 국한되어
전개되었다. 하지만 현행의 사회 보장 체계가 풍부한 노동수요와 원활한
노동 공급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과거 고도성장기에 최
적화된 구조이며, 따라서 저성장이 예상되는 고령사회에서 수용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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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현 체제 유지를 가정한
상태에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사회 보장 체계가 과연 노동유연성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저성장·고용불안의 시대에서도 적절한 사회 안전망 기능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인적 요건과 기준을 가지고 운용되
고 있는 다양한 사회 급여 사업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의 구조적 합
리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급여 제도의 정책적 효과
성이나 효율성은 물론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 누
적되어 나타나는 재정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정책 분석의 도구가
필요하다.
사회재정 지출의 단기 또는 중장기적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 분석 도구
는 개인의 특성 상태에 따른 개별 정책의 미래 수요와 이에 소요되는 재
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책의 집행에 따른 소득 재분배나
빈곤 수준의 변화와 같은 정책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포착할 수 있어야한
다. 특정 급여의 내용이나 수준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급여의 특성상 개인들의 상이한 상태와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
정된다. 관련 정책의 비용-효과와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는 개인 혹은 가
구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이하 “MSM”)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특정 시점에서의 수급자 분포, 개인들의 경제 사
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나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배분 상태 비교 등 다양
한 횡단면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MSM은 결과로서 이질적인 개인이나
가구들의 특성 정보를 산출하기에 그 어떤 정책 분석 방법론에 비해서도
다차원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영향을 시산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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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측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고제이, 2015).
이에 다수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제적 정책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이미 10여개 선진국에서 40여개 이상의 모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보건 의료나 사회복지분야 정책 분석 이외에도 교통․물
류 분야에서 수요 예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유용한 정책 도구로 기능하
고 있다.

〈표 1-1〉 주요 국가의 유형별 미시모의실험 모델
지역/국가
EU(15개국
공동)

정부
주도

기관

모델

유형

Euromod

static
tax-benefit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정부부처
(뉴질랜드)

MIDAS

dynamic

노르웨이

Statistics Norway

MOSART 1/2/3

dynamic

스웨덴

Ministry of Finance

SESIM

dynamic

프랑스

French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Destinie

dynamic

Bank of Italy

DYNAMITE

dynamic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olicies/EC

CAPP_DYN

dynamic

UK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PenSim 1/2

dynamic

HM Treasury

IGOTM

static

UK Department of Health &
PSSRU

CARESIM

dynamic

Department of Health

DH aggregate
model

static

이탈리아

영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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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가

미국

캐나다

체코

기관

모델

유형

US Department of Health and
POLISIM
Human Service

dynami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with Urban
TRIM
Institute)

dynamic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MINT

dynamic

Canadia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DYNACAN

dynamic

Statistics Canada

LIFEPATHS

dynamic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of the
Czech Republic

dynamic

Urban Institute

DYNASIM 1/2/3

dynamic

RAND Corp.

FEM

dynamic

SMILE

dynamic

미국

아일랜드
민간
주도

영국

-

PSSRU/NCCSU-a
ged care models dynamic
for UK

PSSRU/NCCSU

호주

-

일본

학계 전문가 협업

APPSIM

dynamic

INAHSIM

dynamic

한편, 국내에도 다양한 목적에서 MSM 개발 노력이 진행되었다(표
1-2 참조). 하지만 국내의 미시모의실험 연구는 대체로 정태적 수준에 머
물러 있거나, 연금제도나 소득세 제도와 같이 특정 정책 영역의 효과 분
석에 초점을 두고 모형을 구축한 형태로서 정책 대상자의 중첩이나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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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들의 방법론적 특징
개인의 경제 사회적 행태
구분

연금

조세

출산

교육

결혼 및
이혼

경제활동
상태

소득

사망

최현수
(2002)

No

No

No

취업 상태
지속

임금
상승률로
연장

기대 여명

김상호
(2004)

No

No

No

취업 상태 생애 소득
지속
추정

기대 여명

이상은
(2006)

No

No

No

취업 상태 생애 소득 소득 수준별
지속
추정
사망률

김대철,
권혁진(2007)

No

No

No

취업 상태 생애 소득
지속
추정

기대 여명

강성호,
김준영(2007)

No

No

No

취업(임의) 생애 소득
확률
추정

기대 여명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 (2008)

No

No

No

취업 상태 생애 소득
지속
추정

기대 여명

권혁진, 한정림
(2009)

No

No

No

statistical matching

기대 여명

권혁진 등
(2013)

Yes

Yes

Yes

취업 상태
이행 확률 소득 추정
추정

사망률

성명재, 전병목,
전병힐(2008)

No

No

No

김혜원, 김을식,
전승훈(2010)

Yes

Yes

고제이,
권혁진(2014)

Yes

Yes

결혼

Yes

No

No

No

취업 상태
생애 소득
이행 확률
추정
추정

사망률

취업 상태
이행 확률 소득 추정
추정

사망률

국내에서 개발된 주요 모의실험 모형을 살펴보면, 먼저 성명재 등이
2008년 개발한 KIPFSIM 모형은 조세 및 재정 분야의 정책 효과를 전망
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으로, 정부 재정 활동이 일반 가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성명재 등, 2008). 모형의 기
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모의실험 대상은 소득세(근로 및 종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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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와 개별 소비세, 사회보험료와 현물 급여이다. 다만 해당 모형은 출
산․교육․혼인 등 각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행태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태 모
형이며, 소득세 추계를 위한 노동 공급 함수를 내생적으로 고려하지 않았
다는 한계를 가진다(성명재 등, 2008).

〔그림 1-1〕 KIPFSIM 모형의 기본 구조

자료: 성명재 등(2008), p.21.

두 번째로 김혜원 등(2010)에서는 조세와 복지 급여 제도의 경제적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간단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사망 및 장애 여부, 교육, 결혼 및 출산, 노동시장 지위 등 다양한 행태 방
정식들에 대한 추정의 필요성은 지적하고 있으나, 동 연구에서는 이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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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추정하지 않고 개인들의 상태를 외부 자료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임
의(random) 확률 분포로 단순하게 시뮬레이션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조세-급여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및 복지 급여가 개인의 전체 생애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해당 모형은 전형적으로 생애주기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는 의료
서비스 지출이나 보육, 교육 관련 급여가 제외되어 있으며, 이혼이나 건
강에 대한 확률 과정이 누락되어 있는 점, 단시간 근로의 비중과 같은 중
요한 정책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김
혜원 등, 2010).

〔그림 1-2〕 김혜원 등(2010)에서 소개된 미시모의실험 모형 흐름도

자료: 김혜원 등(2010),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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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의 연금제도와 관련된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 역시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지 않고 있다.
즉, 출산, 결혼, 이혼 등의 인구 통계학적인 생애 사건들과 진학, 경제
활동 상태의 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생애 사건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모형의 핵심 변수인 생애 소득, 조세, 사회보험의 가입·
수급 등은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분석 대상이 특정 세대 또는 집단에 한정된
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자의 중첩적 속성이나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따라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효과를 포착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정리하면, 미세한 제도 규칙들로 구성된 정책조합의 정교한 분석을 위
해서는 개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애 사건들에 대한 모의실험이 필수
적이며, 생애 사건들의 누락은 모형의 방법론적 측면이나 현실의 정책 차
원에서의 큰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제2장에서 살펴볼 외국의 주요 MSM 사례와 같이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이미 인구 구조가 고령화된 상태로서 공적연금 제도를 비롯한 사회
보장제도가 완전히 성숙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를 내생화하
는 수준까지 발전된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혁진 등(2013)은 연금제도 성숙 단계를 고려하여 연
금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입자 행태인 노동시장 진입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와 연금 가입 이력에 대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는 국내 최초의 인구
동학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인 MMESP를 공개하였다. 최근에 권혁진·류재
린(2015)은 기초연금 제도까지 확장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자산 축적 행
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에서 여전히 국민연금 제도 영역에
제한된 정책 모의실험 모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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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제이·권혁진(2014)은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및 소득 세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조세 지출인 CTC와 EITC까지 포함하는 이질적
제도 간의 상호 관계를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모
형의 제도시뮬레이션 범위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K.sim). 하지만 이는 국
민연금 MSM인 MMESP로부터 산출된 개인 및 가구의 특성 정보(연령,
가구 구성, 근로/사업/연금소득)를 기초로 소득세 모듈이 외부에서 실행
되는 형태로서 시뮬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과 구조가 대단히 비효율적이
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실행상의 비효율성은 예컨대, 자산 축적과 같
은 행태나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를 포함시켜 모형을 확장하고
자 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모형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적합성
과 효율성을 제고한 새로운 동태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
향 평가 모형(KIHASA DOSA: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의 개발을 통해 이질적인 제도 규칙
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적절히 포착함으로써 다양한 급여들로 구성된 사
회 보장 체계를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
다.
DOSA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제도·현실적 타당성을 담보하고 실행과정
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이전 모델들이 활용하는 기초 자료 및 모
듈별 행태 방정식의 개선과 함께 외부 독립적 실행 모듈의 내부화와 병행
하여 여러 개발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의 일관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모듈 알고리즘의 체계화와 효율화는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기존 모듈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반영한
다는 것은 모형 전반에 걸친 수정 작업을 요하는데, 프로그램 규모가 방
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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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두 번째 목표는 조세를 기반으로 한 사회 급여 제도의 시뮬레이션에 필
수적이면서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개인과 가구의 자산 행태에 대한
모듈의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까지 모형의 시뮬
레이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DOSA는 인구 구성 및 출산부터 가구 구성, 교육, 경제
활동 상태, 소득과 각종 급여(국민연금, 기초연금), 조세(소득세)와 사망
에 이르기까지 그간 국내에서 개발된 모형 연구들 중 그 범위가 가장 포
괄적이며, 개별 경제주체들은 물론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사
회적 상태 변화를 확률적으로 경험하는 동태적 모형이라는 점에 큰 의의
가 있다.
또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
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효과성을 진단해보기 위해
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제도 성숙의 과정이 모형 내부에서 반영
되어 유기적 관계에 있는 각종 급여 제도의 중장기 효과를 살펴볼 수 있
는 정책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의미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급여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진단 도구로 활용 가능한 동태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
회정책 분석 모형 구축이다. 이것은 이질적 가구와 개인들이 경험하는 생
애주기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관계하는 경제-재정-사회보장제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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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사하는 작업으로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적 현실에 가까운 모형의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
간과 노력을 요한다. 제한된 연구 기간과 자원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공적연금 제도
의 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소득세 제도를 포함
하는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개발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정책 분석 MSM
개발과 관련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선진국에서 실제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발전적 형태의 MSM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각 모
형의 구조와 특징을 소개한다. 제3장은 기존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가 개발 중인 DOSA의 기본 구조와 특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 제8장까
지는 DOSA를 구성하는 핵심 영역별 세부 모듈의 구조와 방법론을 설명
한다. 각 장에서는 해당 모듈의 구성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
론에 대해 살펴보고, DOSA 구축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한편, 해당 영
역별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를 통해 새로
이 개발된 자산 모듈을 제외하고 이미 DOSA 전신인 모형 연구를 통해 여
러 차례 시행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다. 다만, 자산 모듈에 대한
유효성 검토는 제6장 제3절에서 다룬다.1) 제9장은 DOSA 1.1의 정책 활
1) DOSA의 원형인 MMESP 및 이의 응용모형을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양한 자료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유효성 검토를 시행한 바 있다. 고제이·권
혁진(2014)에서는 실적치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추정 결과를 가계동향조사와 노동
패널과 비교하거나, 소득세 추정 결과를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유효성 검토
를 시행하였고, 권혁진·류재린(2015)에서는 그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선행 연
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노인부양비, 제도부양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 재정추계 결과와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하고 있다. 해당 변수
들에 대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기존 모형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생략되었다. 다만, 새로 개발된 자산
모듈에 대한 유효성 검토만을 본문에 포함시켰다. 소득 추정, 소득세 추정에서의 유효성
검토는 고제이, 권혁진(2014)을, 노인부양비, 제도부양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등 변수
에 대한 유효성 검토는 권혁진, 류재린(2015)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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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노인 빈곤율의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그에 대
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조세부담의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현실적인 사회재정 영향 분석의 효율적 도구로 기능하기 위한 향후
DOSA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에 갈음한다.

제

2

장

주요국의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구조와 활용 사례

제1절 미국: FEM
제2절 캐나다 : POHEM
제3절 영국: PSSRU DMS
제4절 스웨덴: SE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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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회재정 영향 평가 <<
모형 구조와 활용 사례

이하에서는 해외의 MSM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질적으
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현존하는 관련 모형들
중 향후 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요 선진국 활용 사례
를 선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2) 한편, DOSA의 세부 모듈별 구축과 관련
된 해외 모형의 사례는 해당 장에서 별도로 보다 자세히 검토한다.
먼저 살펴볼 미국의 FEM과 캐나다의 POHEM은 의료와 건강행태에
특화된 MSM으로 현재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DOSA와는 직접적인 연관
성은 낮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국내 상황에서 추후 DOSA
모형에 건강 및 의료 이용과 관련한 모듈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점에서 먼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 의료·건강 행태를 비롯하여
각종 서비스와 현금 급여 제도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발전적 모형을 활
용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제4절에서 살펴볼
SESIM은 가장 발전된 모형 중 하나이자 현재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
DOSA의 벤치마킹 모형이라 하겠다.

2) 국내외 관련 모형에 대한 개괄적인 서베이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모형의 기술적 특성을
상세하게 소개한 연구는 드문 상태에서 MSM 모형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이해가 아직까
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장에서는 다른 모형들에 비해 그 기술적 내용이 상세하면서도
일반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이 가능한 모형들에 대한 설명 문헌
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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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FEM(The Future Elderly Model)
1. 모형의 개요
미국 CMS(The 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는 계
획된 활동들에 대한 미래 의료비 이용 및 지출의 정확한 추계를 목적으로
RAND사와 계약을 통해 국민 건강 수준과 질병 이환, 장애 등 고령화가
미래 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FEM은 미국 내 메디케어 가입자인 노인 인구의 건강상태 및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 약품비의 미래 지출을 예측하기 위한 동태적 미시모의실
험 모형으로, 국민 건강 수준의 변화와 의학적 환경 변화, 의약품 혁신,
만성질환 및 비만 등 위험 요인의 변화로 인한 미래 의료비 지출의 변화
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델의 초기 인구 집단은
Medicare Current Beneficiary Survey(MCBS)로부터 표본을 추출하
여 설계하였으며, MCBS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의료 이용
뿐 아니라 키, 몸무게, 질병 이환, 신체적 활동 제한 등 건강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모형의 구조3)
FEM은 미래 의료비 지출 변화 예측을 위해 의료비 지출 모델, 건강상
태 이행 모델, 미래 노인 세대(신규 메디케어 가입자)의 특성 예측모델
(the ‘rejuvenation’ model)의 세 가지 모델이 하나의 미시실험모형으
로 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Goldman et al., 2004).

3) 해당 절은 Dana P. Goldman et al.(2004)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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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he Future Elderly Model의 업데이트 구조

출처: Dana P. Goldman et al.(2004), p.47

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비 지출 예측을 위한 미시실험모형 구축의 첫
번째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개인에 대한 건강 이행 모델을 추정하
여 미래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작업이다. 그 후 새로운 65세 코호트를 모
형에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을 추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초기 데이터
셋인 1998년 MCBS 데이터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상태를 이용하
여 해당 연도의 일인당 의료비 지출을 추정하고, 이후 연도에는 사망으
로 인한 표본 탈락과 새로운 65세 코호트의 포함으로 개인의 건강 및 기
능 상태를 매년 평가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와 의료비 지출을 예측하는 구
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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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상태 이행 모델(Health status transition model)
FEM은 매년 표본집단에 대해 다음 기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추정하는
데, NHIS(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에 따른 국민 건강 상태
의 추세와 통계청의 인구 추계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건
강상태의 예측을 위해 a discrete piecewise linear hazard model을
이용하는데, 질병 이환 및 사망 위험은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소들(성별,
교육 수준, 인종, 비만 여부, 과거 흡연 여부 등)과 기능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해당 모델에서는 가구소득이나 현재 흡연 여부 등에
대한 예측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건강상태 이행 추정에 이러한 변수
들은 통제되지 않는다. 개인의 기능 상태와 요양시설(nursing home) 거
주여부에 대한 예측도 위와 유사한 모형이 활용되는데, 개인의 질병이환
에 대해서는 한 번 이환된 질환은 회복되지 않으며, 따라서 다시 해당 질
환에 이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건강상태 이행 모형에 이를
포함시킨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경우 이러한 가정이 현실과 일치한다
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질환의 경우에는 이것이 회복되거나 기능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모형(hazard model)으로 추정
된 질병 발생률이 과대 추정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신규 가입자 특성 예측 모형(Sample rejuvenation)
FEM은 초기 표본이 현재 65세 이상 인구 전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새로이 65세 코호트를 표본에 포함해 이를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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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비 지출 추계 모형(Cost modeling)
위와 같이 FEM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료비
지출을 예측한다. 이를 위해 통합가중최소자승법(Pooled weighted
least squares regression)을 활용하여 의료비 지출(메디케어 총지출,
총의료비 지출)을 추정하고, 독립변수로는 개인의 건강상태, 자가보고 질
환 분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 결과
는 MCBS의 노인 표본에 대한 총 의료 이용과 메디케어 지출 조사 결과와
맞추어 재조정된다.

3. 모형의 활용
당초 FEM 개발 연구는 CMS 및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국민 건강상
태와 치료법의 변화로 인한 미래 의료비 지출 영향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비 지출 예측의 사회 경제적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FEM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적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Goldman et al., 2004).


과거 10년간 질병 이환 및 사망률 추세를 미래 10년간 예측에 반영한
다면, 그리고 노인에 있어 장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면 향후 25년간 메디케어 의료비 지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만성 질환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및
의약품의 개발로 인해 미래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어떠한 추세를 보
일 것인가?



미래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향후 노인 세대의 인구 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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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FEM은 고령화와 관련한 미래 국민 건강 수준과 의료비 지출
의 예측(건강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변화)(Chernew, M.E.,
D.P.Goldman, F. Pan and B. Shang, 2005), 고령화 사회에서 신의료
기술이나 혁신 도입으로 인한 건강 수준 및 의료비 지출에의 영향
(Shekelle, P.G., E. Ortiz, S. J. Newberry et al., 2005), 현재 비만율
추이를 고려한 고령화의 영향(Lakdawalla, D.N., D.P. Goldman, and
B. Shang, 2005) 등 다양한 정책적 질의 및 근거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Astoldfi R. et al., 2012).

제2절 캐나다: POHEM(The Population Health Model)4)
1. 모형의 개요
캐나다 통계청이 개발한 동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인 POHEM은 인구 집
단의 건강상태 및 건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
양한 개입 혹은 정책사업의 범위에 대한 의사 결정뿐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국민 건강에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POHEM은 주요 만성질환의 미래 발생 추정 및 보건 의료 체계 내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이나 질환이 보건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
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사회․경제적 요인 등 보건 의료 시스템 외부의
건강 결정 요인(determinants of health)을 더 넓게 고려한 데이터 구성

4) 해당 절은 Deirdre A. Hennessy et al.(2015)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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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 결과, 정책적·임상적 개입의 효과를 추정
할 수 있다(정형선 등, 2015).

2. 모형의 구조
동 모형은 다음 그림의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에서 필요
로 하는 모수 등의 추정은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와 같은 국가 서베이 자료와, 암
등록 자료, 입원 내역 자료, 인구 동태 통계 및 센서스 자료, 의료비 지출
데이터 및 관련 연구 결과 등 여러 가지 자료가 활용된다.

〔그림 2-2〕 POHEM 모델의 추정 과정

Step 1: Model
Specification

Step 2: Initialization

Step 3: Dynamic
updates and risk
transitions

Step 4: Validation
and calibration

Step 5: Projection

Step 6:
Counterfactual
analysis

•
•
•
•

기술적, 과학적, 정책 전문가 의견 수렴
모형 구조 및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 건강결정요인 정의
추가적 데이터 소스 모색
정책 연관성 및 산출 가능성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counterfactual scenarios) 마련

0

• POHEM은 개인의 성별 및 연령, 거주지, 인종, 이민 여부, 교육 수준, 소득분위, BMI, 당뇨병
유병여부, 흡연 여부, 혈압, 특정 질병력,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
데이터(CCHS 1.1)를 초기 셋으로 하여 추정 시작
• 조사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치를 적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체 (초기) 인구집단 마련

0

• 인구사회적 특성의 업데이트: 초기 인구집단에서 통계청의 출산율 및 사망률을 기초로 출생과
사망 업데이트, 이민/이주정보는 캐나다 이민성(CIC)의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 사회경제적
상태는 LifePaths(통계청, 2012) 등과 같은 life transition model을 활용하여 업데이트함
• 유병여부 및 위험요인은 이론에 근거한 예측알고리즘과 risk transion model을 활용하여 추정,
risk transion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일반인이 당뇨병 환자로 바뀌는 것과 같이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를 반영

0ㅁ

• 출생과 사망, 이민 및 이주 추정 결과는 실제 관측된 자료와 비교
• 질환의 유병 및 발병, 위험요소들에 대한 추정결과도 건강관련 조사 및 행정데이터와 비교
• 만약 추정결과가 실제 관측된 데이터와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면, 사전에 정의된 calibration
approach를 기초로 모델의 추정치를 조정

0

• 개인의 건강상태 및 위험요소들에 대한 예측(예: ~2020년까지)
• 예측은 건강상태와 위험요소들의 발생, 질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회적 요소들의 기본적
(baseline) 트렌드를 반영함

0

• 인구집단의 건강결과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의 예측 수행
• 예: 인구집단의 특정질병 발병률 전망 기초 결과(baseline) 및 개입으로 인한 발병률 전망 제시

0

자료 : Deirdre A. Hennessy et al.(2015), p.4의 Fig.2를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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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Model specification) 1단계는 모델 설정으로, 미시모의실험
전문가 및 임상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들을 선정하여 그 목적에 맞게
모형을 설정(문제 영역에 대한 가능한 개입 및 주요 결과 변수)하고, 실현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counterfactual scenarios)를 설정한다.

(2단계: Initialization) POHEM은 다음과 같은 가상의 인구를 상정하
여 그 생애주기별로 주요 건강 및 사회 경제적 상태에서의 사건을 시뮬레
이션하는 방법과, 횡단면 서베이 자료(2001년 기준)로부터 추출한 인구
집단을 초기 인구 집단으로 상정하여 서베이 자료에서의 개인의 특성 변
수(성, 연령, 거주 지역, 이민 여부, 학력, 소득 수준, 흡연 여부, BMI, 당
뇨 유병 여부, 고혈압 등)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상의 코호트를 이용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의 전 생애 동안의 사건
들을 모두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흡연과 같은 위험 요소 노출
의 시계열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서베이 자료로부터 직접적
으로 초기 인구 집단을 설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과
해당 변수들의 결합분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 3단계에서 업데
이트될 주요 특성들의 초기 값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단계: Dynamic updates and risk transitions) 초기 인구 집단
(start-up population)이 설정되었으면, 개인의 질병 유병 상태 및 위험
요인, 건강 결정 요인 등이 업데이트 되고 그 동태가 모델 내에서 추정되
어야 하는데, 먼저 개인의 기본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출생 및 사망,
이민 및 이주, 기타 사회 경제적 상태)의 변화가 시뮬레이션된다. 그 후
예측 알고리즘 및 위험 이행 모델(risk transition models)의 적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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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의 질병 상태 및 위험 요인, 건강 결정 요인들의 변화가 추정된다.
예를 들어 POHEM 심혈관질환 모델의 경우, 2001년부터 각 개인별로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 요인들이 연도별로 업데이트된다. 각각의 위험 요
인들(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 당뇨병, 흡연)은 실증적으로 밝혀진
예측 방정식에 따라 그 변화가 추정된다.

(4단계: Validation and calibration) 앞의 3단계에 따라 개인의 건
강상태 및 위험 요인들의 변화가 업데이트 되면, 주요한 건강 결과 추정
치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다. 검증은 모델 내에서의 검증(코드 및 파라미
터 값 검토)과 가능한 경우 외부적 검증(모델 구축에 이용하지 않은 외부
데이터의 결과와 비교)을 거친다. 모델 검증은 인구 집단 전체뿐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세부 그룹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또한 급성심근
경색(AMI)의 예측과 같이 특정 질환의 이환 추정 결과의 경우, 병원 데이
터의 추정치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검증 결과가 실제 외부 데이터의 결과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관측된 값과 그 결과가 더욱 유사하도록 특
정 파라미터들을 조정한다.

(5단계: Projection) 모델의 검증 이후, 건강 결과의 미래 추이의 예측
이 수행된다. 예를 들어 POHEM 심혈관질환 모델의 경우 2021년까지
심장 질환 위험 요인의 발생과 AMI 입원율을 예측하였다.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발생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 예측은 기초 데이터
(baseline data)를 기반으로 현재 위험 요인들의 발생 트렌드 및 AMI 입
원율, 기초데이터의 건강행태 및 기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들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초 예측(baseline projection)
은 시점의 인구 집단 데이터에서 위험 요인 및 건강행태를 이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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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이후 시간에 따른 위험 요인들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하
였다.

(6단계: Counterfactual analysis) 앞 단계에서 기초 예측(baseline
projection)을 수행한 후, 가상 시나리오의 분석을 수행한다. 즉, 주요 건
강 결과에 따라 개입의 종류 및 약제의 포괄 범위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
여 개별 시나리오들에 따른 결과를 예측한다. 다음 그림은 20세 이상 과
체중 남녀의 골관절염 유병률 전망 결과로, 기본 시나리오와 함께 BMI의
감소 수준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POHEM 모델의 골관절염 유병률 전망 결과(과체중 성인 대상)

자료 : Deirdre A. Hennessy et al.(2015), p. 7.

3. 모형의 활용
POHEM은 개인의 건강행태(생활 습관) 및 사회 경제적 지위, 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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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추정 모델을
구축하였다.

(POHEM cardiovascular disease model) 심혈관질환은 매우 복합
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POHEM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
과 위험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예측모형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캐나다에서 심혈관질환의 이환이 지난 50년간 감소 추세에 있는
데, 그 위험 요인들 또한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만율은 증
가하고 있으나 흡연율은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에서, POHEM 심혈관질환모델은 흡연율의 감소와 비만 유병률의 증가
를 예측함과 동시에 2017년에는 심혈관질환 이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비만이 흡연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 결과는 인구 집
단의 심혈관질환 위험과 AMI 입원율 감소에 관심이 있는 정책입안자들
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POHEM cancer models) POHEM은 주요 암 종별로 모델을 구축하
여 검진 및 치료 효과와 암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추정 등을 가능케 하
였는데, Flanagan et al.(2003)은 POHEM을 이용하여 대변잠혈반응 검
사 및 대장내시경 검사로 대장암 검진을 하는 것이 캐나다 인구에 대하여
비용효과적이나, 그 효과는 검진율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을 밝
혔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국가 대장암 검진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Colorectal Cancer Screening)에서는 검진 가이드라
인을 수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Will et al.(2001)은 POHEM 유방암 모
델을 통해 타목시펜(tamoxifen)을 이용한 예방적 치료가 유방암 발생과
사망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자궁내막암, 관상동맥성심질환,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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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심부정맥혈전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그 예방효과에 비
해 더 클 수 있으며 심지어 여성의 기대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음을 밝
혔다.

(POHEM osteoarthritis model) 퇴행성관절염(OA)은 일상생활에 장
애를 유발할 수 있는 관절염 중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
구 고령화에 따라 유병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OHEM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 모두에게
퇴행성관절염의 주요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Kopec
et al.(2010)은 BMI와 치료 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른
퇴행성관절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OHEM-OA 모델을 개발
하였다. 이 모델을 통해 연구자들은 BMI의 변화가 퇴행성관절염 발병률
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집단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으며, BMI의
감소를 통해 퇴행성관절염 이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미래(향후 20년)의 간접비용
및 직접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POHEM physical activity model) POHEM 신체 활동 모델을 통해
다양한 신체 활동들이 건강 결과 및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암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에서는 POHEM-PA를 이용하여 캐나
다 국민 중 10%가 신체활동을 늘렸을 때 만성질환 이환율의 변화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Bounajm F. et al., 2014).

(POHEM neurological model) POHEM 신경질환 모델은 신경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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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병 및 이환과 이로 인한 삶의 질에의 영향, 의료비 지출 등을 예측하
기 위해 PHAC(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와 공동으로 개발하
였는데, 알츠하이머와 치매, 뇌성마비,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과 척수 손상 등 발병률이 높은 주요 신경질환에 대해 모델
링하였다. 각각의 모델은 캐나다 인구의 출장과 이주/이민, 노령화를 고
려하여 설계되었으나 현재 버전의 경우 관련 위험 요인들은 모형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제3절 영국: PSSRU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5)
1. 모형의 개요
PSSRU DMS는 영국 보건부와 CFCS(Commission on Funding of
Care and Support)의 의장이 사회복지체계의 전반적 개편에 따른 소요
비용과 재정적 영향 분석을 위하여 PSSRU에 이를 위한 동태 모의실험 모
형 개발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가계조사 패널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개인과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른 사회 돌봄
서비스 수요와 이에 대한 재정 소요를 측정하고, 재정 지출의 미시적 분
배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 효과를 사전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 목적
에 따라 모형개발이 추진되었다(고제이, 2015).
PSSRU DMS가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적 질의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고제이, 2015).

5) 본 절은 Julien Forder & Jose-Luis Fernandez(2012)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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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행, 즉 제도 개편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개혁 이후 정부와 가계(개인) 간의 비용 분담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전체 인구분포에서 비용과 혜택의 배분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와 같은 정책 개편의 효과 분석의 목적은 정책 변화의 규모를 수량화
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변화뿐 아니라 지출로 인한 최종
적 결과의 변화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결과의 변화라 함
은 정책 변화에 따른 분배 효과로서 사회 전체 수준에 대해서는 물론 개
인 수준에서까지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형의 구조
위와 같은 정책 개혁 효과의 포괄적 분석을 위해서는 동태 미시모의실
험 모형을 이용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는데, PSSRU는 이를 위해 실제 관
측 데이터 상의 고령인구 셋을 기본으로 한 데이터에 현재 사회 돌봄 서
비스나 현금 급여의 선정·산정 기준 및 요건을 적용하여 수혜자 대상 유
형별 수혜 규모와 부담구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데이터에 포함되는 주
요 변수로는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비롯하여 복지 서비스
필요 정도, 장애여부, 건강 수준, 주거 보유 기간, 가구 구성 및 사회 경제
적 특성들이 포함되며, 주요 데이터 및 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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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로부터 추출한 기본적
가구/개인 특성 데이터(연령, 성별, 기초 자산 수준, 서비스 필요도
등)



정책적 관심에 의한 변수 구성(이용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 주정부
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본인부담금의 규모 등); 이 변수들은 모델
내에서 i) 서비스 및 제도의 특징, 급여 및 세제와 ii) 개인의 행태
(본인부담에 따른 서비스 수요 행태)에 대한 가정을 통해 추정

위와 같은 변수들을 이용하여 기본 모델(baseline model)을 구축한
이후, 다시 제도의 특징과 룰을 바꾸어 모델링함으로써 정책 시나리오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구조이다.
PSSRU DMS에 이용된 표본인구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3
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BHPS 3차에서 15차 웨이브의 데이터
를 모두 합한 것이다. 매년 모델 내에서는 개인의 특성 및 환경에 따른 돌
봄 및 지원 수요를 추정하며, 개인의 의존도(Dependency profiles)는
과거 건강 상태 및 현재와 미래의 질환 발병(연령 및 성별에 따라)에 대한
가정에 따라 결정된다. 서로 다른 수요의 수준에 따른 돌봄의 정도는 지
역 정부에 의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평균적인 돌봄 서비스 구성을 고려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및 비공식적 돌봄 이용 가능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주 정부의 지원 수준은 개인의 소득 및 자산 수
준과 모델 내에서 가정한 펀딩 제도의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델 내에 속한 개인들은 해가 지남에 따라 연령이 늘어나게 되고, 의
존도와 돌봄 지원 요건 및 정부의 지원과 본인부담 정도도 새로이 정의된
다. 또한 개인의 사망 확률은 연령과 성별, 건강상태 등과 같은 개인적 특
성의 함수로 추정되며, 전체 사망률은 영국 보험계리국(GAD)의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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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추계와 맞추어 조정된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특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데, 돌봄 및 지원 제도와는 독립적으로 그 건강상태와 혼인
상태, 소득 및 재산과 같은 항목들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BHPS 자료를 이용한 과거 특성변수들의 이행 확률을 기초로 하여 추정
이 되고, 미래에 대한 가정(예: 이자율의 변화, 자본 이익 및 감소 등) 또
한 함께 고려한다.
<표 2-1>은 DMS 모델 내 주요 변수목록이고, 대부분의 특성변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된다. 파생변수들도 역시 개인의 특성이 변화함
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파생변수의 과거값 자체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
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전 연도에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당해에도 이를 청구한다고 가정하였으며, 현재 자산
(wealth)은 과거의 자산에 (자산이익을 포함한) 현재 소득을 포함하고,
각종 지출(돌봄 비용 및 그 외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표 2-1〉 PSSRU DMS의 변수 목록
기본 사회 경제적 특성 및 수요에 관한 변수

기본 변수
(Baseline)

-

연령
성별
건강 상태/장애나 활동 제한 상태
가구 구성 및 주거보유 기간
혼인 상태
배우자나 성인 자녀로부터의 비공식적 돌봄 가능성
돌봄 비용 지출 전 총소득 원천 및 자산
공적이전소득(연금 크레디트, 소득 보조, DAL/AA제외)
서비스 이용 비용

시간에 따라
조정되는
변수(Modified
through time)

-

생존/사망
연령
장애/활동 제한 상태
가구 구성
혼인 상태
배우자나 성인 자녀로부터의 비공식적 돌봄 가능성
서비스 이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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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회 경제적 특성 및 수요에 관한 변수
1)

파생 변수

-

공적 이전 수급(AA/DLA 및 연금크레딧) 및 이에 따른 지출2)
2)
개인 수준의 총 자산(저축 및 자산의 감소 포함)
2)
서비스 니즈와 평가(FAC levels)
비공식적 돌봄 이용2)
서비스 이용 및 강도: 시설 이용 및 미이용 구분; 민간 지원 및 공공 지원
2)
구분
개인의 서비스 이용비용: 민간 돌봄 비용, 추가지원비용(care top-ups
payments), 주거(시설) 이용 비용(housing charges), 공적시스템 비용
순 공적지출
미충족 수요
2)
순소득 및 자산

주: 1) 이 변수들은 돌봄 제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개편으로 인해 영
향을 받을 수 있음.
2) 이 변수들은 개인의 특성 변수 및 과거 값에 의해 영향을 받음.
자료: Julien Forder & Jose-Luis Fernandez(2012), p.7.

공적이전소득(benefits)의 추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BHPS에서 개인
들에게 연금 크레딧이나 소득 보조를 청구한 경험이 있는지, 지급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설문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기초로 하
여 전반적인 급여 수급률 및 개인의 사회 돌봄 시스템의 이용 정도를 추
정하기 위해 모델 내에서 개인의 특성 및 환경에 대해 연금 크레딧 제도
를 적용하여 각 개인들이 지급받는 금액(급여금액 ‘0’을 포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급률의 변화
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개호수당(AA)과 장애생활수당(DLA)은 약간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급여 제도로서, 이의 수급률 또한 모델 내에서 추정된다.
BHPS에는 해당 급여의 수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SSRU DMS에서는 이를 활용한 회귀 분석을 통해 개인의 급여 청구 가
능성을 추정하게 된다. 추정에 이용되는 요소로는 개인의 니즈(일상생활
능력, 만성질환 여부 등)와 연령, 성별, 소득 및 자산 등이 포함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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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방법을 통해 AA와 DLA의 급여 수준에 따른 수급률 및 그에 따른
지출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4〕 노인 인구의 개호수당(AA)과 장애생활수당(DLA) 수급자 수 시뮬레이션 결과

출처: Julien Forder & Jose-Luis Fernandez(2012), p.13.

이와 같은 장애 수당의 향후 지출을 추정하기 위해, DMS에서는 연령성별-수요 발현의 관계가 변함이 없음을 가정하는데, 다시 말해 이러한
급여를 신청하는 개인들의 비율은 각 연령 및 성별, 수요 그룹 내에서 시
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변함이 없음을 가정한다. 개호수당(AA) 수급률의
경우 각 연도의 수혜자들은 지난해의 수혜자들에게 인구 특성별 그룹에
속한 새로운 수혜자들의 수를 더한 값이고, 이렇게 새로이 발생하는 수혜
자들의 비율은 매해 고정적이다. 장애생활수당(DLA)의 경우에도 해가 지
남에 따라 새로이 포함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급률은 고정적이며, 그
외 기존의 노인들 중 이전 연도의 수혜자들은 사망 시까지 계속 수급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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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도(baseline year)의 소득 및 자산의 추정에 있어 자가 보유율
과 주택 자산의 가치는 BHPS 상의 정보와 ELSA(English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자료의 정보를 이용하여 조정한 값을 사용한다. 주택
외 자산(non-housing assets) 또한 같은 방법을 통해 결정이 되고, 매년
새로이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 속하게 되는 개인들은 주택 자산 및 주택
외 자산이 이전 연도의 65세 이상 그룹보다 2%정도 높은 것으로 가정한
다. 또한 해가 지나면서 표본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
정을 통해 자산 가치의 규모가 변화함을 가정하였다.


첫째로, 돌봄에 따르는 비용 및 기타 생활비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
는 경우 자산의 처분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축률은
BHPS 분석에 따른다. 이 저축 금액은 현재 주택 외 자산에 포함되
고 매년 2%의 수익률이 누적된다.



세 번째로, 자본 이익(capital gains)은 남아 있는 주택 자산의 가
치에 누적된다(약 2%).



네 번째로, 돌봄 외 비용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는 연간 5%로 가정
한다.

위의 프로세스를 통해 BHPS와 매칭이 되는 표본들의 자산 프로파일이
생성되고, 위에서 가정한 변화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PSSRU 미시모의실험 모형에서는 개인의 이전 소득과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데, 우선 새로이 편입되는 65세 이상 표본들의 경우
모든 소득이 이전 연도의 65세 이상 코호트들보다 2%정도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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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고,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더 높아지는 세대들은 이전 소득(예: 연
금 크레딧)이 2%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장애와 관련된 수당은 실질금액
측면에서 고정적임을 가정하고, 기타 수당 및 급여는 모두 연령에 따라
2%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연금소득 또한 실질 금액 차원에서 2%씩 증
가하고, 근로소득은 연평균 약 5% 정도씩 감소한다. 기타 소득들은 고정
적이라고 가정한다.

3. 모형의 활용
PSSRU DMS는 고령인구에 대한 돌봄 수요의 변화 및 정책 개혁으로
인한 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 개편안에 따
른 소요 비용과 재정 영향 등을 계량화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정부는 최근 제정된 Care Act 2014의 정책 영향 평가 시 과거
PSSRU에서 작성한 관련 정책들의 영향 평가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PSSRU의 추정 결과를 통해 선택 가능한 정책 대안들의 총비용 및 서비스
수혜 인구수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등 정책 수립 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활용하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6)

6) UK DH(2014) The Care Act 2014: Regulations and guidance for implementation
of Part 1 of the Act in 2015/16-Impact Assessme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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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스웨덴: SESIM(A Swedish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1. 모형의 개요
스웨덴 재무부가 개발한 SESIM은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으로, 인구
구조, 노동 공급 및 가구 자산 상태, 건강상태, 질병 및 장애 등의 변화를
토대로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의 장기수요를 예측하는 데 활
용된다(정형선 등, 2015). SESIM은 1997년에 스웨덴의 재무부에 의해
교육 지원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SESIMⅠ), 그 후에는 새
롭게 도입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정형선 등, 2015). SESIM은 SESIM Ⅱ(일반 미시모의실험 모형),
SESIM Ⅲ(2012년, 고령사회의 건강 관련 이슈 분석 포함)로 거듭 발전하
면서 분석 대상을 넓혀갔으며, 표본 추출을 위한 자료원은 스웨덴 인구의
3.5%(1999년 기준 785,000명)를 포함하는 종단면 자료인 LINDA를 기
초로 하여, 약 10만 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복지 서비스의 장기수요 추계인 LEV7) 추정을 위한 데이터소스는 HINK/
HEK(가계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 the Kungsholmen project
(Kungsholmen지역에 대한 고령화 및 치매 관련 종단면 연구), HILDA
(Health and Individuals. Longitudinal Data Analysis, ULF(생활 실
태 조사)의 일부로써 주로 개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 (Lund University에서 수행)/ULF,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50세 이상 인구의 사회, 경제 상태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패널데이터), the National Patient Register(공
7) LEV: Långsiktig Efterfrågan på Välfärdstjänster, In english: Long‐term Demand
for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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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원 입원환자 및 전문의 외래 진료기록, 1999년부터는 처방전 정보도
포함)가 활용되었다.

2. 모형의 구조8)
가. SESIM의 구조
SESIM은 1999년도를 초기 연도로 하여 약 30만 명의 표본으로 시작
하여 각 개인의 시간이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교육, 혼인, 출산, 근로, 은
퇴 등)를 시뮬레이션한다. 매년 개인들은 해당 연도의 직업상 지위를 부
여받으며, 이러한 지위는 소득의 원천으로 연결된다(근로-소득, 은퇴-연
금). 그리고 이에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 체계가 적용되어 세후 소득이 산
출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면서 개인의 생애
주기별 소득이 결정된다.
SESIM의 구조는 [그림 2-5]와 같은데, 첫 번째 파트는 인구학적 특성
에 대한 모듈(사망, 입양, 이주, 가구 형성, 이혼, 장애연금, 재활, 지역 이
동 등)이고, 이에 따라 교육에 관한 모듈이 실행되고, 그 다음으로 노동시
장 모듈이 연결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및 은퇴 여부가 결정된다. 은퇴
시기는 관련 모델에 의해 결정되어지거나 특정 연령을 선택하고 그 연령
대에서 약간의 변이를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노동시장 모듈에는 또한 병가(sick leave)와 실업 및 고용에 관한 모델
과 노동시장 섹터의 결정에 관한 모델도 포함되어 있는데, 직업에 따른
연금수급액 산출을 위한 세부섹터가 사용된다.

8) 해당 절은 Flood et al.(2012)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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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ESIM의 구조
인구(Demography)
- 사망(Mortality)
- 입양(Adoption)
- 이민(Migration)
- 출산(Fertility)
- 자녀분가(Children leaving home)
- 동거(Cohabitation)
- 이혼 등(Separation)
- 장애(Disability)
- 재활(Rehabilitation)
- 거주지 이동(Regional mobility)

→

↓
노동시장 지위(Labor Market/status)
- 병가(Sick leave)
- 은퇴 결정(Retirement decision)
- 실업(Unemployment)
- 고용(Employment)
- 노동시장 섹터(Labor market sector)
- 직위 부여(Assigning a Status)(1,2,...9))
- 직위에 따른 소득 창출(Income generation Conditional on
Status)

↑
t기의 인구(Model population at time t)
↑
t+1기(Next year)
↑

↓

t+1기의 인구
(Model population at time t+1)

재산 & 주거(Wealth & Housing)
- 주거 형태(Tenure choice)
- 부동산(Real Wealth Own home): 매매 여부, 시장 가치
- 주거비용(Cost of housing)
- 금융 재산(Financial wealth)
- 부동산(기타)(Real wealth Other: leisure house etc.)
- 연금 저축(Pension savings)
- 부채(Liabilities)
- 이자·배당(Interest & dividends)
- 공제액(Deductions of Interest rates)
- 양도소득(Capital gains)
- 자본소득(Income of capital)

↑
건강 및 장기요양(Health & care of elderly)
- 친척과 근접도(Closeness to relatives)
- 건강 지표(Health index)
- 입원일수(Days with inpatient care)
- 장애/일상생활수행능력(Disability/ADL)
- 노인 보조(Assistance for elderly)
↑
현물 급여(Noncash benefits)
- 보육(Child care)
- 의무 교육(Compulsory education)
- 중등 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 대학 교육(University)
- 성인 교육(Adult education)
- 노동시장 활동(Labor market activities)
- 노인 의료(Old age care)
- 보건 의료(Health care)
- 처방약(Medication)

교육(Education)
- 중등교육 과정 중퇴(Dropout from upper secondary education)
- 중등교육-대학(From upper secondary to university)
- 대학 중퇴(Dropout from university)
- 노동시장-대학(From labor market to university)
- 노동시장-성인교육(From labor market to adult education)
- 성인교육-대학(From adult education to university)

↓

←

조세 & 이전소득(Taxes & Transfers)
- 학자금 대출 및 학생수당(Student loans and allowances)
- 소득세(Income tax)
-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자본소득세(Capital income tax)
- 재산세(Wealth tax)
- 양육비(Maintenance)
-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 노령연금(Old age pension)
-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자료 : Flood et al.(2012), p.6; 정형선 등(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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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모듈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연도별로 각 개인에게 직업적 지
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의 상태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개인은 이민을 제외하고 연도별로 다음 중 한 가지의 지위만 부여받을
수 있다.

① 아동(0-15세)
② 고령 연금 수급자: 고령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
③ 학생: 고등학교(gymnasium)나 대학, 성인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④ 장애인: 장애수당이나 질병수당을 받는 사람
⑤ 육아휴직: 해당 연도에 출산을 한 여성
⑥ 실업자: 고용보험 수당이나 직업훈련 수당을 받는 사람
⑦ 기타
⑧ 근로자
⑨ 이민자: 스웨덴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해당 그룹
도 조기 은퇴나 고령 은퇴로 인해 연금소득을 가질 수 있음)

위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부여한 이후, 개인별로 소득을 산출
하게 되는데, ⑧ 근로자 지위의 경우에는 임금 방정식을 이용하여 소득을
결정하고, 그 외 지위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룰이 적용되어 소득을 결정
한다.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자산 및 주거에 관한 모듈이 생성되며, 그 다
음 단계로 조세 및 이전소득에 관한 모듈이 결정된다. 고령 연금 체계 하
에서 공적, 직장 연금에 대한 규칙이 모든 관련된 추정에 활용되며 위의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여 가구 가처분 소득이 결정된다. 그 이후에는 공적
소비지출에 대한 모듈이 뒤따르게 되고, 마지막 모듈은 SESIM Ⅲ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인 건강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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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모듈에서는 의료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에 더하여 개인의
가용 자원으로서 친척과의 근접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의 지리적 거리를
부여한다. 이후 개인의 건강상태가 추정되고 심각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
한 입원일수도 함께 계산되며,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보조가 결정된다.
지금까지의 과정 중 대부분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구 구성
으로 SESIM의 개인들은 각 가구 내에서 성장하는데, 가구의 구성은 변화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가구가 형성되고 이들이 추후 분리될 수 있는데,
시점의 인구 및 가구 구성(base population)은 실제 관측된 가구의 구성
에 따른다. 가구 구성에 대한 정보는 시뮬레이션 모델 내에서 많이 활용
되고 기초보장, 아동 수당 등 공적이전제도에 대해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SESIM에서 개인의 연령별로 추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가구 구성원 수, 소득 변화 추이의 예는 다음 그
림과 같다.

〔그림 2-6〕 요람에서 무덤까지-SESIM의 생애주기별 가구 구성, 노동시장 지위 및
소득 변화 시뮬레이션 예시(여성)

자료 : Flood et al.(20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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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 자산 추정 과정
SESIM에서 자산과 관련하여 모의실험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금융자산
－ 민간 연금 저축
－ 예․적금, 뮤추얼 펀드, 주식, 생명보험
○ 부동산에 대한 투자
－ 자가(自家)의 시장 가치
－ 기타 부동산에 대한 투자
○ 부채
－ 모든 종류의 부채(주택저당 등)

먼저, 금융자산(예․적금, 뮤추얼 펀드, 주식, 생명보험)에 대한 시뮬레
이션은 전기 금융자산 소유자와 무소유자로 구분하여 각각 이루어지는
데, 전기 금융자산 미소유자는 자산 미보유 상태에서 보유 상태로의 이행
확률을 로짓 분석으로 추정하고, 이 중 보유 상태로 이행한 자의 자산액
은 회귀 분석으로 추정하여 2단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9) 전기의 금
융자산 소유자의 금융자산 가치는 dynamic panel model로 추정한다.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자가와 기타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는데, 이 때 자가 보유 여부는 자산 모듈이 아닌 지역이동 모듈
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되며, 자산 모듈에서는 자가의 시장 가치에 대
해서만 시뮬레이션한다. 추정 모형에는 주택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칠

9) Heckit 혹은 tobit model보다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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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는 수요-공급 요인들(지역, 규모, 질, 소득과 부 등)과 가구의
특성 등과 같은 변수들이 포함된다.
기타 부동산(비주거 주택,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자산 시뮬레이션은
전기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림 2-7]과 같이 기타 부동산을 구매할 확률은 로짓 모델로 추
정하고, 보유 부동산의 가치는 강건 회귀(robust regression)모형으로
추정한다.
부채는 전기(t-1)의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는데10), (t-1)기 말에 부채가 없는 가구는 t기 말에 부채 보유 확률을 확
률 효과 프로빗 모형(random effects probit model)으로 추정한다. 이
때 특이사항으로는 독립변수에 전기의 가처분 소득과 단기 자산의 실질
이자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으로, 가구의 경제력과 부채 비용을 두 변수
를 통해 고려한다. 또한 부채 규모는 random effect panel model로 추
정하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첫째,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
타나고, 둘째 미관측 가구 이질성에 따른 오차항(sigma u)이 전체 오차항
의 30% 이상인 점, 셋째 오차항

   의 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됨으로

써 부채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정규분포에 기반한 난수를 발생하여
최종적인 부채규모를 추정한다는 점이다.11) 한편 (t-1)기 말에 부채를 보
유한 가구는 t기에도 여전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을 확률 효과 프
로빗 모형(random effects probit model)으로 추정하며, 부채 규모도
동일하게 random effect panel model로 추정한다.

10) 학자금 대출은 별도의 모듈로 수행함.
11) 사실 random effect panel model에서는 두 오차항(    )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
하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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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ESIM의 자산(financial and real wealth) 및 주거 비용 추정 과정

자료: Flood et al.(2012), SESIM Ⅲ - A Swedish dynamic micro simulation model,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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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활용
SESIM은 학자금 및 현금 급여(학생 대상) 지출액 추정, 조세 및 이전지
출의 생애주기별 분포 추정, 세대 간 재분배 규모의 추정, 베이비붐 세대
의 은퇴에 따른 새 연금제도에 대한 영향 추정(GDP 대비 연금지출액 비
중,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연금소득의 형평성에 대한 영향 등), 고령화
로 인한 연금 및 건강보장시스템, 사회 보장 지출에의 영향과 재정적 지
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 등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
는데 활용되고 있다(Astolfi R. et al., 201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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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의 기본 구조와 특징

제1절 기술적 방식에 따른 MSM 모형의 분류와 특징
제2절 DOSA의 기술 선택과 구성
제3절 베이스 셋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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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의 기본 구조와 특징 <<

제1절 기술적 방식에 따른 MSM 모형의 분류와
특징12)13)
앞장에서 소개한 MSM에 대한 내용과 해외 모형들을 요약하면, MSM
은 개인과 가구로 구성된 베이스 셋(base set)에 기초하여 이들의 생애 사
건들을 순차 과정(ageing process)을 통해 모형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
질적인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생애 이력을 구축함으로써 개별 의사
결정 주체들의 장기적인 이동 경로와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MSM을 개발 또는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베이
스 셋을 사용할 것인가, 생애 사건들을 어떻게 모형화할 것인가, 순차 과
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같은 기술적 선택이다.
O’Donoghue(2001)는 동태적 MSM 모형들의 구성과 관련된 기술적
인 선택들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였으며, Dekkers and
Belloni(2009)는

자신들의

모형인

MIDAS를

소개하기

위하여

O’Donoghue(2001)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MSM들을 분류하였다.
현재까지 동태적 MSM을 개발,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14)
12) DOSA의 기본 구조 및 개별 모듈별 구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권혁진 등(2013), 고제
이, 권혁진(2014), 권혁진, 류재린(2015)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연구의 특성상 그간 구축
된 모의실험 모형과 개별 모듈의 구성에 대한 주요 기술적 내용은 기존 연구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13) 본 절의 설명은 특히 권혁진·한정림(2009)에 크게 의존하며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
성하였다.
14) Li et al.,(2014)는 O’Donoghue(2001)와 Dekkers and Belloni(2009)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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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이자 개발 대상인 DOSA뿐만 아니라 다른 MSM 모형들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선택에 따른 분류와 그 장단점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Dekkers and Belloni(2009)에 따른 분류와 기술적인 선
택에 따른 각 MSM들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DOSA를 소개하
고자 한다.
〔그림 3-1〕 MSM의 분류

자료: Dekkers and Belloni(2009) <그림1>; 권혁진·한정림(2009) 그림 [II-1]을 일부 수정․ 보완
한 것임.

비교적 최근의 MSM 모형들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스 셋의 선택(base data selection), 이산/연속적 시간(discrete or
continuous time), 개방/폐쇄모형(open or closed model), 집계값 조정 알고리즘의
사용(alignment algorithms), 행태 방정식의 사용(use if behavioural equations),
거시모형과의 연계, ABM과의 연계, 모형의 복잡성 문제(model complexity), 모형의
유효성 검증(model validation)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Donoghue(2001)
Dekkers and Belloni(2009), Li et al.,(2014)를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권혁진, 한정림(200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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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MSM의 분류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MSM들은 시간을 고
려한 모형인지의 여부와 어떻게 모형화 하였는지에 따라 정태 모형
(Static model)과 동태 모형(dynamic model)으로 분류된다(기준1)
Dekkers and Belloni(2009), p.11; 권혁진·한정림(2009)에서 재인용).
정태 모형의 경우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베이스 셋에 포함된
개인·가구의 연령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아닌 특정 시점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차이에 주목한다. 반면, 동태 모형들
의 경우 모형 내 순차 과정이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에 주
목한다. 기본적으로 동태 모형들은 정태 모형을 시간에 따라 업데이트하
는 방식으로 순차 과정을 모사(mimic)하는데, 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시
간을 모형화할 것인가 즉, 어떠한 순차 방법(ageing method)을 사용하
는지가 방법론적인 쟁점이 된다.
동태 모형들은 어떠한 순차 방법을 따르는가에 따라 정태순차
(static-ageing) 모형과 동태순차(dynamic-ageing) 모형으로 구분된다
(그림 3-1의 기준2). 먼저 정태순차는 개별 의사 결정 주체들의 사회·경
제·인구학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취업률이나 결혼 확률
과 같은 집계 전망치에 맞도록 미래의 개인 및 가구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표본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정태순차 방식은 생애과정에
서 필수적으로 경험하는 결혼, 이혼, 취업, 출산, 사망 등의 다양한 사건
들 사이의 이행(transition)을 모형화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가
중치의 조정과 관련해서도 앞서 베이스 셋을 구성하는 개인과 가구의 특
성이 불변이라는 가정에 따른 미래 가중치 부여에 대한 문제는 그 해답을
찾기 쉽지 않다.
동태순차는 베이스 셋에 포함된 개인과 가구의 경제 사회적 특성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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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들이 이행 확률을 통하여 순차함으로써 매해 관측 대상이 되는 가구와
개인들은 다양한 행태와 생애 사건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
는 방식으로 이들의 생애 이력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때 MSM에 포함되는
행태의 모형화에 대한 신뢰는 이행 확률에 대한 정보의 양에 의존한다
(Dekkers 2003 p.183). 만일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이행 확률과 상태
에 관한 기대치가 적합하게 추정될 수 있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
전망치의 분포 역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O'Donoghue, 2001,
p.10).
그러나 동태순차 방식의 경우 행태 방정식을 잘못 설정하는 오류
(specification errors)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levmarken,
1997, p.9). 더욱이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의 행태나 생애 사건들의 이행
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예컨
대,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에 대해 시뮬레이션하는 경우, 그 사회 구성원
들의 고등교육 진학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해야만 한
다. 만일 그 사회에서의 고등교육 진학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
진학 행태를 모형화한다면, 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신뢰 모두가
떨어지게 된다. 현존하는 MSM들은 사회 경제적 배경하에서 이러한 순차
과정을 어떤 행태 과정으로 구성하고 모형화하는가에 차별점을 둔다.
한편, 두 순차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시뮬레이션의 미
시적 결과의 집계치를 거시적 차원의 전망치와 비교하고 수정하는 과정
이다. 미시적 차원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생겨나는 복잡성은 모형의 순
차 과정에서 점차 증가하게 된다. 미시적 차원의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
는 미세한 차이가 집계치에서는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모형들이 집계값 조정(alignment method)과정을 택하고 있다.
집계값의 조정은 시뮬레이션 결과의 집계치들을 외부의 거시적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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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에 대한 정보와 비교하여 수정하는 기법이다. 이는 미시적 차원에
서의 행태나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집계 차원의 목표를 맞추기 위
해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제약하는 셈이지만,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다. 예컨대 기존의 선행 연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 진학 행태를 모형화할 수 없는 경우, 무작위 선택(random selection)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후 집계값 조정을 통해 이를 보정하고 모
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동태적 순차 방법의 경우 집계값을
조정하였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집계값 조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
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유효성을 검정하거나, 최선의 조합을 찾
을 수도 있다.
동태적 순차 과정은 세부적인 방법론적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
류된다(그림 3-1의 기준 3).
먼저, 염두에 둘 사항은 일반적으로 MSM은 개인들의 행태를 모형화하
여 이들이 미래 시점에 처하게 될 상태에 대한 값을 보정하는 방법이다.
즉, 행태모형(behavioral modelling)을 통해 인구 통계학․사회학적 사
건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사건들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현재가 아닌 미
래의 예상값을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정치와 변화의 안정성과 정확
도는 개인·가구의 행태에 대한 모형화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행태모형(behavioral modelling)은 개인·가구의 행태를 행태 방정식
(behavioural equations)을 이용하여 모형화하느냐, 확률에 기반하여
모형화(probabilistic based modelling)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행태 방정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을 사용하는 것
이다. 즉, 제도 혹은 시장의 변화가 모형에 있는 행위자들의 행위변화를
일으킨다는 가정에 근거한다(O'Donoghue, 2001). 기본적으로 개인·가
구의 행태가 임의적인 편차를 갖고 있는 평균적인 구조, 즉 평균과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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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확률적 분포를 갖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Klevmarken, 1997)하
며, 모수들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인 전제로 한다. 반면, 확
률 기반 모형은 개인들 간의 유사성(closeness)을 정의하는 범주형 변수
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행태의 구조만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행태방정식에
기초한 평균적인 행태를 추정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모형 내 분석 단위의 순차 순서(ageing order)에 따라 횡단면적
순차 과정(cross-sectional ageing)과 종단면적 순차 과정(longitudinal
age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횡단면적 순차 방법은 N명의 모든 개인들
을 1기에서 2기, 2기에서 3기로 매 기마다 각각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
로 T기까지 반복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반면, 종단면적 순차 방법은 1
명의 개인을 먼저 전기에 걸쳐 시뮬레이션하고 이어서 다음 개인을 동일
한 방식으로 모든 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이러한 과정을 전체 인구
에 대하여 반복하는 것이다. 횡단면적 순차 방법은 개인·가구들 간 상호
작용을 보다 잘 모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저축과 같은 생
애 기간 동안의 결정(life time decision)을 모형화할 때에는 종단면적
순차 방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권혁진·한정림, 2009).
MSM은 기준 시점의 베이스 셋을 구성하는 분석 대상의 개인과 가구가
대표하는 인구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전체집단 모형(population
model)과 코호트(cohort) 모형으로 구분된다. 전체집단 모형은 전체 인
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반면, 코호트 모형은 특
정한 일부 집단의 일생에 대해 시뮬레이션한다.
다음 기준은 모형의 개방(open) 혹은 폐쇄(closed) 여부이다. 이는 주
로 이민과 관련한 인구이동에 대한 모형화의 문제이다. 폐쇄모형은 새롭
게 태어나는 인구와 새로운 이민자들을 제외하고 고정된 표본만을 사용
한다(O’Donoghue, 2001, p.15). 그러나 개방모형의 경우 외부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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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생성된 개체들이 자료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로 인해 분석
집단이 일관된 속성을 지니지 못하며, 외부의 거시적 집계(macro-aggregate)와의 매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Li et al., 2014, p.318).
마지막 기준은 시간에 대한 가정으로 연속적(continuous) 시간 모형
과 이산적(discrete) 시간 모형으로 구분된다. 이산적 시간 모형들은 개
인들이 특정 기간(an interval of time) 동안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
정하는 반면, 연속적 시간은 시간을 연속변수로 다루며,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Willekens, 2006, p.3).
Li and O'Donoghue(2013)은 총 86개의 동태적 MSM들을 검토하여
기술적 선택에 따라 분류하였다(표 3-1 참조)(Li et al., 2014, p.311).
이에 따르면 75.9%의 모형이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88.9%가
이산적 시간 가정을 택하고 있다. 또한 75.9%의 모형이 폐쇄모형이며,
68.5%의 모형들이 집계값 조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표 3-1〉 주요 동태 MSM에서의 기술적 선택
특징

분류

비율 (%)

횡단면 자료
코호트

75.9
24.1

시간의 모형화

이산
연속

88.9
16.7

개방/ 폐쇄 모형

개방
폐쇄

14.8
75.9

기준 모집단

집계값 조정의 사용

68.5

행태 방정식의 사용

29.6

자료: Li et al., 2014, p.311, Table 10.2.

<표 3-2>는 주요 MSM의 기술적 선택에 대한 요약이다. 대부분의 모
형들은 기초 자료로 횡단면 자료를 택하고 있다. 이는 연금과 같은 복잡

64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한 제도의 추계에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정보가 많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행태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센서
스 자료나 행정 자료를 베이스 셋 자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DOSA와 주요 MSM의 기술적 선택
나라

기초 자료

순차 방법

시간의
모형화

폐쇄/개방

집계값 조정
(Alignment)

한국

횡단면

동태적
횡단면

이산형

폐쇄

Y

DYNACAN

캐나다

횡단면

동태적
횡단면

이산형

폐쇄

Y

MIDAS

다국
(Multi)

횡단면

동태적
횡단면

이산형

폐쇄

Y

MOSART
1/2/3

노르웨이

횡단면

동태적
횡단면

이산형

폐쇄

Y

PENSIM

미국

코호트

연속/
이산형

개방

N

PRISM

미국

횡단면

동태적
횡단면

이산형

폐쇄

Y

SESIM

스웨덴

횡단면

동태적
종단면

이산형

폐쇄

Y

LIAM 1

아일랜드

횡단면

이산형

폐쇄

Y

영국

코호트

이산형

폐쇄

N

모형l
DOSA

LIFEMOD

동태적
종단면

주: Y: Yes, N: No
자료: Li and O’Donoghue(2013, p.14) Table3를 일부 수정, 보완.

또한 횡단면 자료들은 연·분기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산적인 시간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ENSIM의 경우 이산적 시
간을 가정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동시장에서는 연속적 시간
을 가정하고 있다. 폐쇄/개방 모형의 선택에서도 대부분의 모형들은 폐쇄
모형을 택하고 있지만, PENSIM의 경우 실험 개체간의 더 간단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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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 가정하였을 때 오는 장점을 취하기 위해 개방형 모형을 택하고 있다
(Li and O’Donoghue, 2013, p.22).
그러나 개방형 모형의 경우 새로운 개체들이 모집단에 포함됨으로 인
해 집계값 조정이나, 거시적 집적(macro-aggregate)의 과정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모형은 폐쇄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집계값 조정에
서도 개방형 모형을 택한 PENSIM만이 집계값 조정 기법을 택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MSM 모형들의 기술적 선택에 따른 분류와 그 특징들에 관하
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술적 선택의 문제와 함께 MSM에서 방법론적으
로 주로 논의되는 문제는 복잡성(Complexity) 문제와 유효성 검정
(validation)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경제 전망과 인구, 제도들을
모형화하는 다목적 모형(multi-purpose model)들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MSM 모형에서의 복잡성(Complexity)은 주로 부분 모형들의
구성으로부터 온다(Li et al., 2014, p.324). 특히나 연금과 같은 복잡한
제도를 다루거나 모집단의 부분집합들을 세분화할 때 주의해야 한다. 예
컨대, 연금을 예측하는 모형들의 경우 몇십 년 동안의 노동시장 행태를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하게 되는데, 연금시스템에서의 변화는 노동시장
에서 가장 어린 코호트가 은퇴하는 시점에서야 측정된다. 이때, 시뮬레이
션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변화는 점점 더 복잡해지며, 그것이 시뮬레이
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지기 때문에, 시뮬
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일반적이고 넓
은 범위의 연구주제를 가지는 경우 이러한 복잡성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유효성 검정도 매우 어려워지며 연구의 수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Li et al., 2014, p.324). 따라서 Li et al.(2014, p.324)은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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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SM은 가능한 모든 관련변수들의 자세한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연
구 주제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모형의 복잡성 문제는 곧 모형의 유효성을 검정하는 문제로 이어
지며,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유효성에 대한 검정이 중요해진다(Li and
O’Donoghue, 2013, p.29). 이에 대해 Klevmarken and Lindgren
(2008)은 추정이나 테스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오류
의 원천을 발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지만, 유효성 검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복잡한 MSM의 수행을 통해 나
타난 결과들의 편차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뮬레이션
중 집단의 샘플링의 변화, 보정 과정에서의 오류, 모수의 불확실성에 기
인한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여러 다수의 모형들은 과거 기간에 대해 추계한 결
과를 해당기간의 실적치와 비교하거나, 신뢰 가능한 기존의 외부 자료와
추계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유효성을 검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비
교할 외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해당 모형은 정책 효과의 해석에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Morrison(2008)은 MSM의 유효성 검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
한 구성요소들을 소개하였다. 주요 요소는 ‘유효성 검정의 맥락’, ‘자료/
계수/모수의 유효성 검정’, ‘프로그래밍/알고리즘 유효성 검정’, ‘모듈세
분화 유효성 검정’, ‘다 모듈 유효성 검정’, ‘정책 효과의 유효성 검정’ 등이
다. 최근에는 간소한 모형(simplified model)을 이용한 검정방법이 늘고
있다. Dekkers(2010)는 간단한 모형에 의해 추정된 결과를 벤치마크로 삼
아 복잡한 모형의 유효성을 검정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는데, Belgium
MIDAS모형은 이 방법을 적용하여 유효성 검정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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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DOSA의 기술 선택과 구성
1. 기술적인 선택과 특징
DOSA는 Dekkers and Belloni(2009)의 분류에 따르면 ‘횡단면적 순
차 과정을 포함한 동태적 전체집단 모형(population model with dynamic cross‐sectional ageing)’에 해당한다.15) 이는 DOSA가 모든 연
령을 대표하는 횡단면자료로부터 시작하여, 연간 단위의 이산적인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순차 과정을 거침을 의미한다. DOSA는 개별 의사 결
정 주체들이 서로의 상호작용과 함께 시뮬레이션되면서 경제·사회적 상
태 변화를 확률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동태적(dynamic) 모형이며,
매 T기에 모든 개인들의 경제·사회적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고 다음 T+1
기로 넘어가는 횡단면적인 순차(cross-sectional ageing) 모형이다. 횡
단면적 순차 과정을 포함한 동태적 전체집단 모형은 수많은 코호트를 순
차시키는 과정에서 각 코호트의 상대적 규모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횡단면적 순차 과정을 통해 가구 내 개인들의 상호
작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같이 가구 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횡단면적
순차 과정을 포함한 동태적 전체집단 모형은 연금의 소비 평탄화 효과,
노인빈곤 분석 등,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유형이다(Dekkers and Belloni, 2009).
O‘Donoghue(2001, p.17)에 따르면 동태적 MSM은 그 목적에 따라
다목적 모형과(multi-purpose model)과 특수목적 모형(special purpose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목적 모형은 하나의 특정한 생애

15) 주요 MSM의 기술적 선택은 본 장의 [그림 3-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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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혹은 제도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다목적 모형은
경제 전반과 인구에 관한 사건들을 시뮬레이션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다목적 모형들은 순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애 사건들과 복잡
한 제도들을 모형화해야 하는데, 각 생애 사건들과 제도들은 주로 모듈
(Module)의 형태로 구성된다.

〔그림 3-2〕 DOSA의 구성 흐름

[그림 3-2]는 DOSA의 모듈구성이다. DOSA의 개별 의사 결정 주체들
은 시작연도 T기의 베이스 셋에서 출발하여 각 모듈을 순서대로 통과하
며 생애 사건들을 확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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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기 동안 다양한 생애 사건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한 기에 같은 사
건을 두 번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구 및 출산 모듈에서
는 출산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때 출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의 상태는
변하지 않으며, 같은 기에 출산을 두 번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반면, T기에 출산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혼과 진학, 경제활
동 상태 변화, 연금의 가입 및 탈퇴 등의 생애 사건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는 있다.
모든 모듈을 거친 후에는 개인·가구들의 상태가 T기와는 달라진 상태
로 존재하는 T+1 기 데이터 셋이 생성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에 따
라 전기(T)의 상태에 의존하여 각 사건별 이행 확률을 통해 새로운 기
(T+1)에는 새로운 상태로 이행되거나 혹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3-3〕 DOSA 모듈의 기본 구조

자료: 고제이·권혁진(2014). p.55. [그림 14].

모듈 8과 9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모든 모듈은 [그림 3-3]과 같은 구
조를 갖는다.16) 모듈의 운용이 시작되면 이전 기에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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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자료(Input data)를 받아 오며, 이 자료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
이 진행된다. 이때 외부데이터를 통해 순차 과정 시 집계값 조정을 위한
‘집계값 조정 셋(Alignment Set)’을 불러오게 된다. 예컨대, 시뮬레이션
당해 연도 신생아 수, 결혼 건수, 이혼 건수 등에 관한 정보들이 이에 해당
된다. 파라미터 셋(Parameter Set)은 시뮬레이션 내부의 의사 결정 주체
들(개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태에 따라 추정된 행태 방정식의
파라미터 자료이다. 이 파라미터들은 각 모듈마다 시뮬레이션하는 행태 및
제도에 따라 내/외부의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예컨대, 출산 확
률, 결혼 확률, 진학 확률, 국민연금 가입 확률 등의 이행 확률이 이에 해
당한다. 추정 시 추정 모형에 오차항을 고려하여 확률요소(stochastic
element)를 반영하게 된다.
<표 3-3>은 각 모듈별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집계값 조정과 행태 방정
식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외부 데이터들에 대한 요약이다.
〈표 3-3〉 DOSA의 모의실험 생애 사건과 활용 데이터
모듈

인구․출산

Event

parameter 추정/계산

출산

- 2005년-2014년 실적치: 통계청 - 노동 패널(1-17차)
인구 동향 조사
- 로짓 모형(연령·연령 제곱·취업
- 2015년 이후는 3차 연금재정 추
여부·자녀 수·출산 대기 기간과
계의 연도별 출생아 수 및 성비
그 제곱)

결혼
(초‧재혼)

-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 자료의
인구 천 명당 결혼 건수
(2005-2015)

이혼

-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 자료의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
- random
(2005-2015)

가구 구성

교육

alignment set

- 인구․주택총조사/Pereses(2002)
의 Mate Matching 알고리즘
참고(남자의 연령·부부의 연령
차이 더미(6개)·학력 차이 더미)

상급학교 진학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
- random
(대학 제외)
터의 자료 중 성별 상급학교 진

16) 각 모듈의 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각 모듈에 관해 설명하는 장들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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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Event

대학 진학

alignment set

학률과 취업률(2005-2014)

71

parameter 추정/계산
- 대학 진학자 선정 시 노동 패널
(3~17차)
- 다항 로짓 모형(가구소득·부모의
학력) 대학 진학 확률 추정값

군대 입대/
제대

- 2015년 병무청 병역 자원국 징
병검사과 자료의 신체검사 등급 - random
별 현황(2006–2014)

경제활동
상태 이행

- 경제활동인구 조사(성․5세별 경제 - 종사상지위 이행 확률 추정: 노
활동인구 비율과 종사상지위별
동 패널(8~17차)
인구비율(2001-2015)
- 다항 로짓 모형(연령·연령 제곱·
- 2015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
혼인 상태 더미·교육 연수·5세미만
부) 거시 기초변수
자녀 수·전기 경활 상태 5개 더미)

근로소득

- 소득 방정식 추정: 노동 패널
(8~17차)
- 2015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
- 패널 확률 효과 모형(AR(1)-GLS)
부) 거시 기초 변수
(연령·성별·가구원수·가구주 여
부·배우자 유무·학력·고용 이력)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

- 국민연금 가입 확률: 경제활동
인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15년까지 국민연금 실적치
(2007 ~2015년)
- 2016년 이후 2015년 장기재정
- 로짓 분석(성·연령·연령 제곱·배
전망(기획재정부) 거시 기초변수
우자 유무·학력 더미(4개)·종사
상지위더미(3개))

소득세

근로·사업·
연금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법 적용
산출

자산

거주주택,
기타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

- 해당사항 없음

- 재정 패널(3-7차:2010-2014)
- 자산 행태 방정식 추정(거주주
택, 기타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 1단계 각 자산별 보유 확률:
패널 로짓 모형
∙ 2단계: 자산 가치 추정

기초연금

신청/수급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선정 및 산정 기준 적용
계산

사망

사망

-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인구 전망
- random
치(성·각세별 사망률)

노동시장

주: 자산과 기초연금의 경우 미래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계값 조정을 하지 않음.
자료: 권혁진, 류재린(2015, p.747)의 Table 2.2를 일부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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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베이스 셋(base set)의 구축
일반적으로 전체집단 모형(population model)의 경우 그 사회의 사
회 경제적 정보를 담고 있는 횡단면 자료들을 사용한다. 예컨대, 행정 자
료, 센서스, 서베이 등의 자료들이다. 행정 자료나 센서스의 경우 표본크
기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의사 결정 주체들의 행태를 모형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모형들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행정 자료에 서베이 자
료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17)
DOSA의 베이스 셋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이다. 관측치
는 약 44만 5천명이다. 2010년 표본이 이미 공개되어 있음에도 2005년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동태MSM의 장기 전망
결과의 유효성을 검정할 때에는 실적치와의 비교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에 1) 2005년 센서스를 활용할 경우 2006~2015년 동안의 시뮬레이
션 결과를 해당기간의 실적치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 2) 2015년 인구주
택총조사가 이미 완료되어 표본자료의 공개를 앞둔 상태이며, 2015년의
조사 방식이 2010년의 그것과 별개의 새로운 조사 틀에 기초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준데이터 셋의 변경이 무의미 할 수 있다는
점, 3) 모형의 효율성 차원에서 향후 베이스 셋의 완전 대체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DOSA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일부 변수
들을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수정·보완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17) Li et al.(2014, p.311)에 따르면 동학모형들의 43.8%는 서베이 자료, 23.4%는 센서스
자료, 17.2%는 행정 자료, 15.6%는 이러한 행정 자료에 센서스 자료를 결합한 자료
(synthetic data)를 사용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i et al.(2014, p.311)의
Table 10.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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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정·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가구(household) 단위로 구성되어있으
며, DOSA에서는 원자료의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부
부와 미혼 자녀로만 구성되는 2세대 가족 단위로 전환하였다. 즉, 하나의
가구에는 항상 한 쌍의 부부만이 존재하게 되고 미혼 자녀만 해당 부모의
가족으로 남을 수 있다. 또한, 원가구-분가 가족 변수를 통해 족보 추적
변수를 추가로 생성하였다. 이는 추후 직계존속 구분, 부양 및 상속, 원격
지 부양자 공제 등을 모형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시뮬레이션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각 교육과정별 학교의 법
정 입학 연령과는 다른 예외적인 입학, 졸업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
다. 예컨대, 베이스 셋의 최종 학력이 “받은 적 없음”이지만, 만 7세 이하
인 경우는 미취학으로 처리하였으며, 재학생의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학
년 변수를 생성하였다.
그 밖에도 연도와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개인 고유 아이디를 생성하였
고, 베이스 셋의 혼인 상태 변수를 가공하여 배우자 유무, 이혼 여부, 재
혼 여부, 사별 여부 등의 변수를 추가 생성하였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
은 <표 3-4>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베이스 셋으로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는 다수의 모형들처럼
DOSA에서도 다양한 외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기본 데이터의
부족한 정보-근로소득과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상태-를 보완하였다(표 3-3 참조).18)19)

18) 이 부분은 DOSA의 전신인 MMESP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
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혁진 등(2013, p.11), 고제이, 권혁진(2014,pp.
57-58)을 참조하시오.
19) 근로소득 보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D’Orazio et al.(2006)의 2장을 참조하시오.
근로소득의 추정 결과는 권혁진 등 (2013, p.50)의 <부표 1>을 참조하시오. 임금근로
자 세부 종사상지위 보정을 위한 성별 로짓 추정 결과는 권혁진 등 (2013, p.5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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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DOSA 베이스 셋의 주요 변수의 가공 및 처리
변수

가구
관련

교육
관련

경제
활동
관련

변수명

가공/처리내용

가구 아이디

hid

그대로 사용, data type을 double로 수정

개인 고유
아이디

pid

20050000000+_n
연도와 초기 데이터셋의 일련번호(7자리)
이후 신생아는 출생 연도+일련번호

출생 연도

birth_y

2005년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고려하여 출생 연도 생성

배우자 유무

mari_ok

원자료의 혼인 상태 변수를 가공함.
미혼, 사별, 이혼 -> 싱글
혼인-> 유 배우자
14세 이하에 대한 결측값은 싱글로 처리

이혼여부

mari_div

원자료의 혼인 상태 변수가 4[이혼]인 경우, 1“이혼 경험 있
음.”, 기타는 0“이혼 경험 없음”으로 처리

재혼여부

mari_re

원자료에는 재혼 여부 판가름 불가
모의실험 결과로만 나타나며, 모의실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남.

사별여부

mari_die

원자료 혼인 상태 변수가 3[사별]인 경우, 1“사별함”
그 외 -> 0“사별하지 않음”

최종 학력

sch_what

0“ 미취학 아동”,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4
년제 미만대학” 5“4년제 이상 대학” 6“석사과정”, 7“박사과정”
9“받은 적 없음”
“받은 적 없음”의 경우 만7세 이하는 미취학으로 처리

졸업/재학여부

sch_goi

원자료 상의 졸업과 수료를 1“졸업”으로, 재학. 휴학. 중퇴는
2“재학”으로 처리, 미취학 아동 혹은 결측값의 경우 0으로 처
리, 이후 모의실험 과정에서 진학이 이루어짐.

학년

sch_grd

학교변수(sch_what)와 연령(age)을 고려하여 학년을 설정

교육년수

sch_yr

최종 학력에 따라 교육 연수 계산.

eact

취업: 11“상용”. 12“임시/일용”, 13 “자영“, 14”사업주“, 15”
무급가족종사자“, 20”실업“, 30”비경활“, 50”15세 미만인구“,
15세 미만은 모두 50으로 처리
종사상지위가 결측값이면서 취업 상태라고 말한 사람들, 경제
활동 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무응답 최종적으로 실업자로 간주,
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지위 관련 이상치는 연령, 재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업/비경활로 처리

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지위

<부표 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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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구센서스를 활용하여 고제이·권혁진(2014)에서 문제로 확인되
었던 과소 인구수를 보정하였다. 베이스 셋은 20대 초반의 인구가 과소
추계되어 있으며, 85세 이하로 연령이 한정되어 있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보정 전, 후의 성별 인구수 비교

a. 보정 전 남성 인구

b. 보정 후 남성 인구

c. 보정 전 여성 인구

d. 보정 후 여성 인구

이를 인구센서스의 성, 각 세별 가상인구수를 산출한 후 이에 기초한
가상 인구를 생성하여 보정하였다. 20대의 경우 베이스 셋의 비동거 자
녀 수, 결혼 기간 변수 등을 활용하여 각 가구에 할당하였다. 비동거 자녀
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선별한 후, 엄마와 자녀의 연령차이 한계를 35
세로 한정하여 자녀를 할당하였다. 8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센서스에 기초
하여 인구수와 조정 비율을 계산 후, 연령별 인구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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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인구의 시뮬레이션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하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Carl Mason, 2014, p.345). 이유는 출산, 결혼, 이혼,
사망 등의 개인 수준에서 필수적이며 비교적 친숙한 생애 사건들을 시뮬
레이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친숙한 사건들의 성질에 존
재하는 복잡함이 있다. 인구학적 사건들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개인의 연
령, 성, 혼인 상태와 같은 개인 차원의 상태뿐 아니라 모집단의 부분집합
으로의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만일 생애 사건들을 통해 시
뮬레이션 중 모집단의 비율이 바뀌게 되면, 미래의 예정된 사건들은 쓸모
없는 비율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셈이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Carl Mason, 2014, p.353).
이러한 인구 모형은 생애 사건을 모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
문에 MSM의 종류에 무관하게 거의 모든 모형에 포함되고 있다
(O‘Donoghue, 2001, p.17). 그러나 모형의 분석 목적에 따라 모형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 전반과 인구에 관한 사건들을 모의실험하
는 데 목적을 두는 다목적 모형의 경우에는 여러 모듈의 하나로서 인구
모듈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최소한의 인구학적 사건들만을 시뮬레
이션한다. 반면, 인구 전망과 출산장려정책 등의 효과 검증, 장기적인 질
병의 확산 등 특수한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된 인구 모형(Demographic
Model)들은 보다 세밀하게 인구학적 사건들을 모형화한다(Carl Mason,
2014,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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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형화 정도의 차이는 ‘모형의 개방/폐쇄 여부’, ‘시간의 모형
화’ 그리고 ‘인구학적 사건들의 특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이행 확률과 비
율의 처리’ 등의 기술적인 선택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Carl Mason,
2014, p.353).
인구/가구 모형에서 특히 중요한 몇 가지 방법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개방성 혹은 폐쇄성의 선택 여부는 대부분 결혼/이민을
어떻게 모형화하는지의 문제이다(권혁진, 한정림, 2009). 폐쇄모형의 경
우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와 새로운 이민자들을 제외하고는 고정된 표본
만을 사용한다(O’Donoghue, 2001, p.15). 즉, 결혼을 시뮬레이션할
때, 원래의 표본에서 매칭을 통해 부부를 생성한다. 이러한 폐쇄모형의
장점은 인구 집단의 특성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권혁진·한정림,
2009), 인구 전체의 족보(kinship relationship)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가구 단위 변수의 시뮬레이션에 적합하다. 그러나 결
혼 시장 규모와 성비에 따른 매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칭 과정에
서 계산 시간과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Carl Mason, 2014,
p.352).반면, 개방모형은 다른 자료로부터 대상자를 추출하거나 가상의
개인을 만들어 부부를 생성한다. 이로 인해 다른 개인들과 독립적으로 시
뮬레이션이 수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롭게 추가된 개체들로 인
해 분석 집단이 일관된 속성을 지니지 못하며, 외부의 거시적 집계치
(macro-aggregate)와의 연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Li et al., 2014,
p.318).
Li et al.(2014)에 따르면 다수의 동태 MSM(약 75.9%)이 폐쇄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전체집단 모형들(population models)의 경우 표본
이 크기 때문에, 결혼 시장 규모와 성비에 따른 매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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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횡단면적 순차 과정에서의 폐쇄모형 방식
을 택하고 있다.
둘째, 이산/연속적 시간(discrete or continuous time)의 선택에서
는 대부분의 모형(88.9%)이 이산적 시간을 가정하며, 주로 연간 단위의
이행 확률 행렬로 인구 모듈을 구성하고 있다(Li et al., 2014, p.311).
이는 대다수의 모형에서 월, 분기, 연 단위로 구분된 베이스 셋(base set)
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산적인 시간을 가정함으로써 인구적인 사건들
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OSA의
경우도 연 단위로 구분된 행정 자료를 베이스 셋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적인 시간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한편, 이산적 시간을 가정하는 경우, 생애 사건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태적 모형에서 개인들은 각기 경험한 생애 사건에
따라 특정 시점에 특정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권혁진, 한정림, 2009),
생애 사건들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 변화는 앞으로 경험
하게 되는 다른 사건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산적 모
형에서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애의 사건
들을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으며, 단위 기간 동안 다른
상태로의 이행 과정은 한 번만 발생하고, 이후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화
된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O’Donoghue, 2001, p.14).
한편, 이산적 기간을 가정한 모형은 단위 기간 내에 있을 수 있는 사건
들을 모형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권혁진, 한정림, 2009). 예컨대,
단위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즉, 주기적인 실업/취업의 반복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의한 단기적 근로자의 상태 변화 등을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SESIM, MICROHUS 등과 같은 모형들은 이행을 묘사하는 추가
적인 변수들을 함께 시뮬레이션하여, 상태가 지속된 기간을 얻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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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상태 변화를 세분화하기도 한다(Li et al.,2014, p.317). 반
면, DYNAMSIM, DYNAMOD와 같은 모형들은 이산적/연속적 모형의
가정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SOCSIM 같은 경우 연속적 시
간을 가정하여, 경쟁 위험(competing risk) 구조에서의 대기시간을 계
산하지만, 저장은 월 단위로 한다(Carl Mason, 2014, p. 353).
셋째, 인구/가구모형에서는 생애 사건의 이행 순서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인구 모형은 다음 기의 인구를 예측하기 위해
현 기의 인구 행렬에 이행 확률을 곱하여 다음 기의 인구 행렬을 생성하
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한다(Carl Mason, 2014, p.353). 이 과정에서
각 개인들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산, 결혼, 이혼, 사망과 같은 생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건들
이 발생하면 실험 개체의 사건 추첨(event lottery)이 변하게 되며, 이행
확률(transition probability) 또한 변하게 된다. 예컨대, 한 여성이 결혼
하게 되면, 미혼에서 기혼자로 변하게 되고,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추
첨(event lottery)에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사건들이 추가되며,
잠재적 사망률 또한 달라진다(Li et al., 2014, p.313). 또한 만일 어떤
여성이 결혼한다면 임신 확률이 변하게 되며, 반대로 혼전 임신을 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생애 사건들에 대한 이행 순서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과 사건 추첨을 구상하는 방법이 중요해진다(권혁진
한정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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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출산·사망
DODA의 인구·출산·사망 모듈에서는 개별 의사 결정 주체의 생애 사
건들 중 출산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때, 모의실험의 주요 과정은 ① 신생
아 수의 결정, ② 출산 대상자 선별 ③ 출산 확률의 추정과 이를 이용한 신
생아 할당, ④ 사망이다.
<표 4-1>은 신생아 수의 결정과 출산 확률의 추정에 사용된 기초 자료
의 설명이다. DOSA의 신생아 수는 실적치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2005-2014년)에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실적치의 1%로 하였고, 2015
년 이후부터는 3차 재정추계의 인구 전망에 따른 성별 신생아 수의 1%로
하였다. 이는 DOSA는 원형이 되는 MMESP v2.1에서 신생아 수의 결정
과 출산 확률 추정을 위해 사용하였던 기초 자료들을 최신까지 업데이트
한 것이다. 기존의 모형 중 2006-2009년까지는 2011년 장래인구 추계
자료 실적치를 사용하였고, 이후 모의실험 기간 동안의 연도별 신생아 수
를 3차 재정추계의 인구 전망치에 따라 출산 인구 수의 1%로 정하였다.
부부의 출산 확률의 경우에도 기존의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 자료
(노동 패널 1-11차)를 노동 패널 17차까지 확장하여 추정하였다. 사망의
경우 사망 모듈20)에서 시뮬레이션하며, 사망자 수는 3차 재정추계의 인
구 전망치에 따른 성·연령별 사망 인구 수의 1%로 하였다.

20) 대부분의 인구 MSM 모형에서는 출생과 사망을 같은 모듈에서 시뮬레이션하지만, DOSA
의 경우 각 연도별로 발생하는 사건들(출산, 결혼, 졸업, 취업, 실업 등)의 마지막에 사망
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으며, 유족연금 등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망을 별도의 모듈에서
따로 시뮬레이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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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구·사망 모의실험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
Event

구분

기존

수정

alignment
set

⦁2005년-2009년 실적치:
2011년 장래인구 추계 자료
⦁2010년 이후는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연도별
출생아수 및 성비

⦁2005년-2014년 실적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년 이후는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연도별 출생아수 및
성비

parameter
추정

⦁출산 확률 셋: 노동 패널
(1-11차)

⦁출산 확률 셋: 노동 패널
(1-17차)

alignment
set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연도별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연도별
사망자 수 및 성비
사망자 수 및 성비(기존과 동일)

출산

사망

[그림 4-1]은 DOSA의 가구 구성 모듈에서의 출산 과정이다. T기의 인
구·출산 과정은 전 기(T-1기)의 사망 모듈의 시뮬레이션 결과 생성된 자
료에 기초한다. 모듈이 시작되면 먼저 외부데이터로부터 연령별·성별 신
생아 수를 불러와 신생아 수를 결정한다. 신생아 수가 결정되면 출산 대
상을 선별하며, 출산 대상은 20-49세의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가정하
였다. 출산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출산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선별된
출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출산 확률을 추정한 후, 출산 확률이 높은 부
부 순으로 신생아를 할당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가구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가구 변화를 정리한다.
출산 확률은 노동 패널(1-17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노동 패널의 조
사 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첫째,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의 출산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노동 패널에는 개인의 혼인 상태와 같은
개인 속성 자료뿐 만 아니라 가구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수
의 변화와 같은 출산 순위를 반영한 출산의 발생을 파악할 수 있어 이 연
구에 매우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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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DOSA 가구 구성 모듈에서의 출산 과정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들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해외의 MSM에서 공
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 중에서 노동 패널에 존재하거나 계산이
가능한 변수들을 선택하였다(표 4-2 참조).21)
연령변수, 취업여부, 기존자녀 수(출산 경력), 교육 수준은 선행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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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중요 변수이다(표 4-3 참조).
또한 여러 해외 모형들에서도 결혼 후 T기 첫 출산까지 소요 기간과 막
내 자녀 출산 후 다음 출산까지의 둘째 자녀 출산 기간(이하 출산 대기 기
간)을 고려하고 있다.
DYNAMOD(Antcliff et al., 1996), MOSART(Fredriksen, 1998;
2003) , FAMSIM(Lutz, 1997)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연구에서 이삼
식 외(2005)는 출산 대기 기간이 다음 출산으로의 이행에 역U자형의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4-2〉 출산 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과 특징
변수

처리내용

올해의 출산 여부

미출산=0, 출산=1

연령

만 20-49세

연령 제곱
취업여부

미취업 = 0, 취업 = 1

교육 연수(학력)

무학 = 0, 초등학교 중퇴 = 3, 초등학교 졸업,수료 = 6,
중학교 중퇴,재학,휴학 = 7.5, 중학교 졸업,수료 = 9,
고등학교 중퇴,재학,휴학 = 10.5, 고등학교 졸업,수료 = 12,
2년제 대학 중퇴,재학,휴학 = 13, 2년제대학 졸업,수료 = 14
4년제대학 중퇴,재학,휴학 = 14, 4년제대학 졸업, 수료 = 16,
대학원석사 중퇴,재학,휴학 = 17, 대학원석사 졸업,수료 = 18,
대학원박사 중퇴,재학,휴학 = 19, 대학원박사 = 20

기존 자녀 수

0-6명

출산 대기 기간

출산 대기 기간은 막내 자녀 출산 이후의 기간 또는 결혼 이후의
기간을 의미

출산까지 기간 제곱

21) 이외에도 국내외의 출산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던 연구들(Mira and Ahn, 2002; 이삼
식 등, 2005; 박종서 등, 2015, 장은진, 송호신, 2015 등)에서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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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 MSM 모형 출산 결정 변수
모형
DYNAMOD
(1996)

FAMSIM
(1997)

사건

주요 사건 결정 변수

첫 번째 출산

교육 참여 여부, 고용상태, 연령, 결혼 기간

2번째 이후의
출산

출산 경력, 교육 참여 여부, 자녀연령, 최근 출산 이후 지속
기간, 고용 상태

첫 번째 출산

연령, 연령 제곱, 동거여부, 결혼여부, 동거 기간, 결혼 기간,
교육 참여 여부, 교육 지속 기간, 노동 여부, 노동 기간 등

두, 세 번째
출산

연령, 연령 제곱, 동거 여부, 결혼 여부, 최근 출산 이후 지속
기간, 결혼 기간, 교육 참여 여부, 교육 지속 기간, 노동 여부,
노동 기간 등

DYNACAM
(2000)

출산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고용상태, 출산 경력

LifePaths
(2000)

출산

연령, 결혼상태, 자녀 수.

DESTINIE
(2000)

첫 번째 출산

결혼 지속 연수, 교육

두 번째 출산

결혼 상태, 출산 경력

DYNAMITE
(2000)

출산

연령, 결혼 상태, 출산 경력

MOSART
(1998)

출산

연령, 출산 경력,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SESIM
(2000)

출산

연령, 결혼 상태

LIFEMOD
(1991)

출산

결혼상태, 연령, 출산 경력

DYNASIMⅡ
(1991)

출산

연령, 결혼 상태, 자녀의 수, 인종, 교육 수준

Japanese
Dynamic
model(1996)

출산

결혼 상태, 연령, 이전 출산 횟수

주: 각 모형의 출처 및 모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자료: DYNAMOD: Antcliff et al.(1996), FAMSIM: Lutz(1997), DYNACAM: Morrison(2000),
LifePaths::Rowe and Wolfson(2000), DESTINIE: Bonnet, C. and R. Mahieu(2000),
DYNAMITE: Ando et al.(2000), MOSART: Fredriksen(1998), SESIM: Ericson and
Hussenius(1999), LIFEMOD: Falkingham J. and C. Lessof(1991), DYNASIMⅡ: Citro
and Hanushek(1991), Japanese Dynamic model: And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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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확률의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아래와 같다.


ln    =   +     +     +    +    +    +

 
  +  
단,

 :  의 출산 확률,   :  의 연령(만 나이),  :  의 취업 여부  :  의
기존 자녀 수 ,

 :  의 출산 대기 기간   :  의 교육 수준(학력)

<표 4-4>는 출산 확률을 추정한 결과이다. 연령 계수는 양(+), 연령 제
곱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결혼 적령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 확률이 높아지지만, 특정 연령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출산 확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취업 여부와 자녀 수의 경우 취업자일수
록, 기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산 확률이 떨어지며, 교육 수준과 출산 확
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교육 수준과 출산 확률이 양의 상관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확인하는 결과이다(박종서 등, 2015). 출산 대기 기간은 양(+), 출
산 대기 기간의 제곱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출산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산 확률이
감소한다는 이삼식 등(2005)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사망의 경우, 모든 모듈의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마지막 단계의 사망
모듈에서 결정된다. DOSA에서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연도별 사망자
수는 3차 재정추계의 인구 전망치에 따라 성·연령별 사망 인구 수의 1%
로 정하였다. 이때 사망 자료가 없는 시뮬레이션 초기(2005-2009년)에
는 2010년의 사망률을 적용하였다. 사망자의 선정은 성/연령별로 균등
확률 무작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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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망자가 선정되면 해당 가구의 가구 정보를 수정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 먼저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가구주로
선정하고 혼인 정보를 수정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사망하여
자녀들만 생존한 경우 자녀들을 모두 개별 가구로 독립시켰다.
〈표 4-4〉 출산 확률 추정 결과
계수

표준오차

0.365***

(0.082)

연령 제곱

-0.007***

(0.001)

취업 여부(취업=1)

-0.994***

(0.066)

0.039***

(0.014)

-1.290***

(0.042)

0.419***

(0.040)

출산 대기 기간의 제곱

-0.047***

(0.004)

상수항

-6.431***

(1.262)

연령

교육 수준(학력)
자녀 수
출산 대기 기간

Log likelihood

-4561.181

LR chi2

3826.00

Pseudo R2

0.2955

관측치 수

41,278

주: 1) 출산 대기 기간은 막내 자녀 출산 이후의 기간 또는 결혼 이후의 기간을 의미함.
2) *** p<0.01, ** p<0.05, * p<0.1

제3절 가구 구성
가구 구성 모듈에서는 초혼과 재혼 및 이혼 과정을 시뮬레이션한다. 본
모듈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은 ①결혼 건수 결정, ②결혼 대상자
의 선별, ③mate matching을 이용한 결혼의 시뮬레이션, ④가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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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⑤이혼이다.
<표 4-5>는 가구 구성 모듈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이다. DOSA에서는
결혼 건수로 인구동향조사 자료 중 성·연령대(20-59세, 5세)별로 인구
천 명당 결혼/이혼 건수의 천분비를 사용한다. 2015년까지는 실적치를
사용하였고, 이후의 시뮬레이션 기간에는 2015년의 실적 비율을 연장하
여 사용한다. 이는 기존 모형(MMESP v2.1)에서 사용하던 기초 자료를
최근의 실적치까지 업데이트한 것이다.

〈표 4-5〉 가구 구성모듈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
Event

구분

기존

수정

alignment
set

•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
료의 인구 천 명당 결혼 건
수(2005-2011)

•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
료의 인구 천 명당 결혼 건
수(2005-2015)

parameter
추정

• 결합 확률 셋: 인구주택총
조사 내 2002-2005년 사
이에 혼인한 부부

기존 방식 유지

alignment
set

•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
료의 인구 천명 당 이혼 건
수(2005-2011)

•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
료의 인구 천 명당 이혼 건
수(2005-2015)

parameter
추정

random

기존 방식 유지

결혼
(초‧재혼)

이혼

DOSA의 가구 구성 모듈은 해당 연도의 인구·출산 모듈의 모의실험 결
과 생성된 자료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결혼 과정은 ①혼인
건수 결정과 결혼 시장 진입자 선별, ②결합확률(likelihood of a union)
을 이용한 mate matching ③가구 변화 정리 와 같은 3 단계로 나뉜다.
첫째, 시뮬레이션 당해의 혼인 건수를 먼저 결정한 후 결혼 시장 진입
자를 선별한다. 결혼 과정 DOSA의 혼인 건수는 외부데이터(통계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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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향조사 자료 중 성-연령대별 결혼/이혼 건수의 천분비)를 이용해 결
정된다. 외부데이터가 5세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그룹화한
후, 성-연령대별 인구 천 명당 결혼/이혼 건수 비율을 불러온다.
둘째, 결혼 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림 4-2]는 결혼 대상자 선별 과정이
다. 먼저, 20-59세 인구 중 배우자가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균등 확률 무
작위추출을 통해 결혼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때, 군복무자는 결혼 시장
진입에서 제외시켰으며, 원자료의 이별/사별의 경험여부 변수를 바탕으
로 초혼 대상과 재혼 대상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으로 초혼 대상자와
재혼 대상자가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합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였다. 이혼과 재혼
은 생애 1회로 한정하였다. 즉, DOSA에서는 개인의 결혼은 2번으로 한
정되며, 재혼 이후 이혼/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결혼 대상자에서 제외된
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편의상 가족 내 복수의 결혼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만 결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근친상간을 방지하고, 1년에 2
번 혼사를 치르는 경우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결혼 대상자들은 당해 혼인 건수에 따라 결혼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때 결혼 시장 진입 인원의 성비가 맞지 않는 경우, 혼인 건수는 상대적
으로 인원이 적은 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예컨대, 당해 연도 결혼 시
장에 진입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경우 여성의 수만큼 혼인 건수가 발
생하게 된다. 이는 mate matching 시 성비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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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DOSA 가구 구성 모듈에서의 결혼 대상자 선별 과정

셋째, mate match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혼의 시뮬레이션이다(그
림 4-3 참조). 결혼 시장 진입자인 남성과 여성 간의 Mate Matching 알
고리즘은 Perese(2002)의 방법에 따라 확률적 요소를 도입한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혼인 대상자가 남녀 각각 10명에 대하여 10건
의 혼인 건수를 시뮬레이션하는 경우를 보자. 먼저, 남성과 여성들에게
각각 1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남자 1번과 여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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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결합지수(compatibility index)를 추정하여, 이 중 가장 결합 확률
이 높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한다. 결합지수는 두 남녀의 여러 특성
(인구, 통계, 사회, 경제적)에 따라 배우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
DOSA에서는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2002~2005년 사이 결혼
한 8,17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로짓 모형(Logit model)으로 결합 확률
을 추정하였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확률의 추정에 사용한 변수들은 연령,
대상자의 연령 차, 교육 수준이며, 변수의 선정은 Perese(2002)와 SESIM
(Ericson and Hussenius, 1999)모형을 주로 참조하였다. 만일 결합지
수에 따른 배우자 후보가 복수인 경우에는 균등 확률 무작위추출로 배우
자를 선별하였다.
남자 1번의 결혼이 성사되고 나면, 남자 2번과 남은 여자들 사이의 결합
지수를 추정하고, 앞에서와 동일하게 가장 지수가 큰 여성과 결혼한다. 이
러한 과정을 혼인 건수만큼 반복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Mate matching 알고리즘을 통해 결혼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에 따른 가구 변화를 처리하는 단계이다.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새로운 가구로 독립시키고, 여성과 그 자녀들을 남성의 가구로 편입시켰
다. 이후 소득액을 기준으로 가구주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재혼자 중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멸한 후 새로운 가구
에 편입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혼이 완료되면 이혼을 시뮬레이션한다. 이혼
부부는 인구동향조사 자료의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2005-2011)를 이
용하여, 이혼 대상자를 균등 확률로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에 따른 가구 변화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
양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각각 절반씩 부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균등 확률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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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DOSA 가구 구성 모듈에서의 결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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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동태적 MSM 모형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소득
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형이 노동 모듈을 포함하
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은 미래의 노동 공급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 모듈도 대부분 모형에서 포함하고 있다(Hege
Marie Gjefsen, 2013).22)
본 절에서는 DOSA의 교육·노동 모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듈
소개에 앞서 교육·노동 모듈을 둘러싼 방법론적 논의와 연구 동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장의 인구 모듈에서 언급하였던 방법론적 논의들은 교육·노동 모형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중에서도 교육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행태 방
정식(behavioural equations)에 관한 부분이다.
Courtioux et al.(2013, p.5)은 교육 경제학과 관련된 MSM에서 주
의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주어진 사회-재정 제도(sociofiscal regime)하에서 개인의 이행 경로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생애 사건들의 이행 확률을 행태 방정식을 이용
하여 계산하는 MSM 모형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며, 이미
여러 문헌들에서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이다.23)

22) 물론 SADNAP처럼 교육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들도 있다.
23) 행태 방정식의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Donogh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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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개인의 행태 과정을 추정하는 것은 경제학 이
론에 근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Li and O’Donoghue, 2013, p.25), 개
인·가구의 행태 과정을 잘못 모형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 및
노동과 같이 각 사회의 제도와 경제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행태 과정의
경우 각 사회마다 결정 요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론적 근거가 충
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만일 임의로 어떠한 행태 과정이 묘사되는 경
우 그 자체로 모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행태 과
정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MSM은 교육 연수와 학력 수준에서 교육적 이질성(heterogenity)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력(employment trajectories)과

관련된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Courtioux et al., 2013, p.5).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서의 행태 과정과 집단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가능한 자세히 행태를
묘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O'Donoghue(2001)는 개인과 가구의 생애 사건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행태 과정들을 결합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개발되어 온 MSM들의 경우도 최
근 들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단계와 분야를 나누고, 진
학 형태(파트타임/풀타임)와 고용상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진학 확률을 추
정하고 있다(MOSART(Hege Marie Gjefsen, 2013), DREAM(Kaaber
Rasmussen et al., 2014) 등). 반면, 행태 과정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수들을 확보해야 하지만, 베이스 셋을 구성하고 있는 센서스나 행
정 자료에는 교육 관련 변수들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앞서 설명하
였듯이 모집단을 너무 세분화하는 경우 부분집합들의 비율과 분포의 변
(2001), Sonsbeek(2011), Li and O’Donoghue(2013) 등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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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
세부화한 모형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언제
든지 교육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REAM의 경우 14살에
중등학교에 진입한 이후에는 65세까지 매 기 학업을 이어 갈지, 그만두고
노동시장에 진입할지를 결정한다. MOSART의 경우도 DREAM과 마찬
가지로 16살 이후 매년 진학 여부를 결정하지만, 연령 제한은 없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MOSART의 교육과정

자료 : Hege Marie Gjefsen(2013), p.18, Figure 3.1.

이러한 모형들은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수요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의 복교(returning to education) 행태를
모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들은 ‘학교로 돌아온 학습자(returning-adults)’들의 사회 경제적

100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배경에 따른 행태를 모형화하여 고등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교육재정 추계도 내놓고 있다.
DOSA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학교로 돌아온 학습자’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전공 분야별 진학률에 관한 자료 등이 부재
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제2절 교육
DOSA의 교육 모듈에서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취업 여부, 군 입․제대
를 모의실험한다. 동 모듈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①진학/군
입대 대상자의 선별, ②진학 확률의 추정, ③졸업자를 노동시장으로 편입
시키는 과정 등이다.
<표 5-1>은 교육 모듈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이다. DOSA의 교육 모듈
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자료(교육통계연보, 취업통
계연보)에서 진학률, 취업률, 학업 중단률 등을 이용한다. 실적치 자료가
있는 2014년까지는 실적치를 이용하고, 이후에는 2014년의 비율을 그대
로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대학 진학 확률은 노동 패널 자료(1-17차)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군 입대의 경우 2015년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
병검사과 자료(2006-2014: 관측치)를 이용하여 입대 대상자를 선정하였
고, 2015년 이후에는 2014년 수치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DOSA 교육 모듈은 해당 연도 가구 구성 모듈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생
성된 자료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①진학 대상
자 선별 ②진학 확률의 추정과 진학 ③졸업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같
이 3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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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교육 모듈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
Event

구분

기존

수정

상급학교
진학
(대학
제외)

alignment
set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
중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과
취업률(2005-2011)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 중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과 취업률(2005-2014)

parameter
추정

random

기존방식 유지

alignment
set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
센터의 자료 중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과 취업률(2005-2011)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자료 중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과
취업률(2005-2014)

parameter
추정

• 대학 진학 확률 셋: 노동 패널
(3~11차)

• 대학 진학 확률 셋: 노동 패널
(3~17차)

alignment
set

• 신체검사 등급별 현황(20062011)
(2011년 국정감사 자료)

2015년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자료(2006-2014:
관측치)를 이용

parameter
추정

random

기존방식 유지

대학
진학

군대
입대

[그림 5-2]는 교육 모듈에서의 진학 과정의 흐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DOSA는 ‘학교로 돌아온 학습자(returning-adults)’를 반영하지 않았
으며, 학제별 입학 연령에 맞추어 진학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또한 한번 졸
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진학 대상 연령은 만 7세에서 32세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학제
별 교육 연수(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5
년, 남성의 경우 군대 2년)를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다. 즉, DOSA에서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만 32세가 되면 자동으로 학위를 받게 된다.
다음 단계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시뮬레이션한다. 대학 진학을 제외한
상급학교 진학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에 기초하여 균등 확률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만약 고등학교까지의
진학 과정에서 중퇴한 사람은 ‘중퇴 후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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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DOSA 교육 모듈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과정

대학 진학은 노동 패널(2-17차)을 통합하여 고교 졸업자와 대학 진학
자를 대상으로 다항 로짓(미진학 기준) 분석을 통해 2년제와 4년제 대학
진학 확률을 추정하였다. 이때, 시뮬레이션 편의를 위해 재수기간은 고려
하지 않았다. 다항 로짓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주요 MSM에서의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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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진학결정 요인 변수들과 대학 진학 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한 국내
선행 연구들(김성식, 2008; 문혜인 등, 2015)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표 5-2〉 대학 진학 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 및 특징
변수

처리내용

대학 진학

미진학=0, 2년제 대학 진학=1, 4년제 대학 진학=2

로그
(근로소득)

연간 가구 근로소득(2010년 불변 가격으로 현가화)의 로그값

부모 중
고학력자의
교육 연수
(학력)

무학 = 0, 초등학교 중퇴 = 3, 초등학교 졸업, 수료 = 6,
중학교 중퇴, 재학, 휴학 = 7.5, 중학교 졸업, 수료 = 9,
고등학교 중퇴, 재학, 휴학 = 10.5, 고등학교 졸업, 수료 = 12,
2년제 대학 중퇴, 재학, 휴학 = 13, 2년제 대학 졸업, 수료 = 14
4년제 대학 중퇴, 재학, 휴학 = 14, 4년제 대학 졸업, 수료 = 16,
대학원 석사 중퇴, 재학, 휴학 = 17, 대학원 석사 졸업, 수료 = 18,
대학원 박사 중퇴, 재학, 휴학 = 19, 대학원 박사 = 20

<표 5-2>를 통해 주요 MSM 모형의 대학 진학 결정변수를 살펴보면,
다수의 모형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변수는 성, 연령과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의 요인들이다. 그 외의 학업성취도, 지역, 고등학교 종류, 전공분
야, 부모의 직업군, 교육 분야 등의 변수는 노동 패널 자료의 제약상 고려
하지 않았다. 한편, MSM 이외에 대학 진학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경우, 가구소득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
을 지적하고 있다. DOSA에서는 가구소득의 경우 연간 가구 근로소득을
2010년 불변 가격으로 현재가치화한 값에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부모의 교육 수준은 부모 중 고학력자의 교육 수준만을 고려하였다.

104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표 5-3〉 주요 MSM 모형 대학 진학 결정 변수
모형

사건

Irish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2001)

대학 진학

사건 결정 변수
부모의 직업군, 연령, 성

DYNAMITE(2000)

교육

가구주의 교육 수준, 지역, 성

MOSART(1998)

교육

연령, 성, 교육

LIFEMOD(1991)

3차 학교
입학

연령, 성, 교육 분야 구분에 따른 여러 변수

DYNASIMⅡ(1991)

교육(진학)

인종, 성, 연령, 현재 재학기간, 부모의 교육 수준

PENSIM(2001)

대학 교육
시작

연령, 성

자료: 각 모형의 출처는 아래와 같으며, 각 모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Irish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O’Donoghue, 2001b), DYNAMITE: (Ando et
al., 2000), MOSART(Fredriksen, 1998), LIFEMOD(Falkingham J. and C. Lessof,,
1991), DYNASIMⅡ(Citro and Hanushek ,1991), PENSIM: ,(Holmer et al., 2001)

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다항 로짓 분석 결과는 <표 5-4>와 같다.

log   =   +   log   +     +  
 
단,

 :  의 진학 확률 (  =미진학,  =2년제 진학, 4년제 진학 )
log   :  의 가구 근로소득
  :  의 부모의 교육 수준(학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구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확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에서 가구소
득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모 중 고학력자 교육 수
준의 경우 2년제 대학 진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4년제 대학 진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중 4년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
녀를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부모가 늘어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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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수의 크기가 작아진 것은 2000년대 후반
부터는 부모의 학력보다는 가구소득이 진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혜인 외(2015)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5-4〉 대학 진학 확률 추정 결과: 다항 로짓 분석
2년제
로그(근로소득)

4년제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414***

(0.084)

0.663***

(0.076)

부모 중 고학력자의
교육 수준

-0.065***

(0.018)

0.088***

(0.016)

상수항

-2.746***

(0.646)

-5.926***

(0.590)

log likelihood

-2999.5613

LR chi2(4)

229.06

Pseudo R

2

0.0368

Obs.

2,971

주: 1) 기준 범주는 대학 미진학임.
2) *** p<0.01, ** p<0.05, * p<0.1

앞서 언급하였듯이 DOSA에서는 베이스 셋의 한계로 학업성취도, 지
역, 고등학교 종류, 전공분야 등 대학 진학 확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 진학 확률 추정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의 활용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서라도 대학 진학
확률을 통해 진학자를 결정하는 것이 무작위 추출을 통해 대학 진학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학 진학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특징을 상대
적으로 잘 묘사할 수 있다. 더욱이 전체 대학 진학자의 비율은 집계값 조
정 기법을 통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확률을 추정한 모형의 설명
력이 낮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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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와 <표 5-6>은 2년/4년제 대학 진학 확률을 추정한 노동 패
널(2-17차) 통합(pooling)자료를 이용하여 ‘DOSA의 대학 진학자 선별
과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무작위 추출로 진학자를 선별하는 경우’를 비
교한 결과이다.
표에 제시된 두 가지 방식의 대학 진학자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노동 패널(2-17차)에서 고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2년/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계산한 비율만큼 진학자를 선별한다.
진학자 선별의 첫 번째 방식은 DOSA의 교육 모듈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표 5-4>의 진학 확률 추정 계수값을 이용하여 진학 확률을 계산한 후,
진학 확률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여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대학 진학을 결
정하였다. 이때, 대학 진학 대상자 중 진학 확률이 높은 순위의 대상자들
이 일반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가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진학자
선별의 두 번째 방식은 2년제, 4년제 진학자 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출로
진학자를 선별하였다.
<표 5-5>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선별된 대학 진학자들의 부모 학력별 비
중이다. 대학 진학 확률을 반영하여 추출한 대학 진학자들의 비중이 노동
패널 원자료(2-17차)의 대학 진학자 비중과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은 선별된 대학 진학자들의 가구소득 분위에 따른 비중이다.
무작위추출 방식의 경우 대학 진학자들의 비중이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진학 확률을 반영한 경우는 노동 패널과 유사하게 가구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자가 더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판단할 때, 무작위 추출 방식보다는 진학 확률을 반영하여 진학자
를 결정하는 방식이 대학 진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
영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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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부모 학력별 대학 진학자의 비중
(단위: %)

2년제

4년제

고졸 이하

2년제

4년제 이상

Total

노동 패널 [2-17차]

31.14

1.57

2.64

35.34

진학 확률 반영
[DOSA]

29.06

1.84

4.43

35.33

무작위추출

26.77

2.67

5.91

35.34

노동 패널 [2-17차]

45.79

4.99

13.87

64.66

진학 확률 반영
[DOSA]

49.06

4.43

11.17

64.67

무작위추출

50.96

3.71

9.99

64.66

〈표 5-6〉 가구소득 분위별 대학 진학자의 비중
(단위: %)

대학
진학자
전체

1

2

3

4

5

6

7

8

9

10

Total

노동 패널
[2-17차]

6.87

8.74

9.14

진학 확률 반영
[DOSA]

6.12

9.68 10.14 10.8 10.55 10.05 10.3 10.64 10.8 10.92 100

무작위 추출

9.96 10.08 10.17 10.24 10.08 9.83

9.36 10.36 10.17 10.96 11.8 11.42 11.17 100

9.96 10.14 10.08 9.46

100

따라서 DOSA의 교육 모듈에서는 추정 모형의 계수값을 활용한 대학
진학 확률을 적용하여 대학 진학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학 미진학자들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여부를 결정한다. 중퇴자는 대학 미진학자 중에서 균
등 확률로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중퇴자로 선정된 인원들은 실업
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한편, 중퇴자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들
의 경우 취업 여부를 부여받은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취업자의
선정 또한 균등 확률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과정이 모두 끝나고 모든 진학 대상자가 대학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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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이 결정되면, 이후 군 입대 대상자가 선정된다. DOSA의
군복무 과정은 [그림 5-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입대자는 2015년 병무
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자료(2006∼2014년)에 근거하여 입영 대상자
들을 대상으로 균등 확률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때, 여성의 군복무는
제외하였으며, 중학교 중퇴자의 경우도 면제로 간주하였다. 입대 시기는
상급학교 미진학자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군복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고, 대학 진학자의 경우는 1학년을 마친 시점으로 가정하였다. 또
한 복무 기간은 2년으로 가정하였다.
군복무와 전역의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전역자들의 신분 변화를 처
리해야 한다. 기존의 대학 재학자의 경우는 복학으로 처리하였고, 기존의
취업자의 경우 취업자로 노동시장에 진입시켰다. 전역자 중 기존 취업자
가 아닌 경우는 균등 확률 무작위 추출로 신규 취업자를 선별하였다.
이상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대학 이후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및 졸업,
노동시장 진입을 시뮬레이션한다(그림 5-4 참조).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진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졸업, 진
학, 중퇴자를 가려내는 일이다. 여기에는 효율성을 위해 전문대학부터 박
사과정까지 학제별로 순차적으로 시뮬레이션하게 된다. 즉, 전문대 학생
의 진학, 중퇴, 졸업을 먼저 처리한 이후 학사, 석사, 박사의 순으로 동일
한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군 입대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
로 구성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들의 연령이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이
다. 따라서 학제별로 진학, 중퇴, 졸업자를 선별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연
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졸업 대상자 여부를
판별하여 졸업 대상자의 경우 졸업자로, 아닌 경우는 재학생으로 분류한
다. 이후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퇴자를 균등 확률 무작위추출로 선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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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자는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단, 박사과정 중퇴자의 경
우 취업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그림 5-3〕 DOSA의 교육 모듈에서의 군복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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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DOSA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진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과정

졸업자로 선별된 학생들의 선택은 취업과 진학 2가지로 가정하였다.
먼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자를 균등 확률 무작위추출로 선별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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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취업자가 아닌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를 선별하였고, 진학 대상이
아닌 경우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때, 박사과정 졸업의
경우는 취업자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두 취업자로 노동시장에 편입
시켰다.

제3절 노동
1. 동태적 MSM 노동 모듈의 특성 및 기존 모형 검토
노동 모듈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현
재 및 단기적 차원의 경제적 위치(소득 및 소비 등)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자산 형성과 연금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을 결정하는 등,
노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노동 모듈은 복지,
연금, 조세, 노동시장 정책 등을 다루는 MSM 모형에서 필수적으로 포함
되는 모듈 중에 하나이다.
노동 모듈은 크게 두 가지의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경제
활동 상태를 결정하는 경제활동 상태 모듈로 교육과정에서 이탈하여 노
동시장에 진입하는 여부를 결정하고,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상태의 변화가 결정된다. 둘째, 근
로소득 모듈(Earning module)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근로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노동 모듈에서는 어떤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지, 그리고 노동시
장에 참가한 노동자는 얼마나 노동시간을 공급하고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 및 노동시장이력, 그리고
지역 노동시장 등의 요인들과 근로소득과의 관계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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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집단 내에서 관찰된 근로소득의 분포와 시간에 따른 근로소득의 이
동을 반영해야 된다(O’Donoghue, 2010). 이러한 과정에서 관찰된 이
질성이 결정 요인으로 모형에 반영되어야 하고, 확률적 요소의 일부분으
로서 관찰되지 않은 횡단면 및 시점 간 이질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O’Donoghue, 2010).
경제활동 상태 모듈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시뮬
레이션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가정이다. 즉, 경제활동 상태 이행이 시작
되는 연령과 은퇴시점의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동태적 MSM
모형에서는 60대 초중반을 은퇴연령으로 설정하여 이행 결정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SAGE의 경우는 64세, SESIM과 DYNACAN은 65세,
PENSIM은 68세로 제한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
들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70대 이후 연령에도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70세~80세의 연령으로 확대하여 분석하기도 한
다. APPSIM의 경우 75세, DYNASIM은 80세로 연령을 확장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 대상 연령의 제한은 은퇴 연령과 상관없
이 동태적 MSM 모형의 분석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며, 모형
의 목적에 따라 50대 연령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석 목적
이 특정 대상 및 정책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분석 대상
연령을 60대 이상으로 설정하여 분석 모형이 구성된다. DOSA의 경우에
는 경제활동 상태의 시뮬레이션 대상 연령을 75세 미만으로 설정하였
다.24)
경제활동 상태 모듈에서는 경제활동 상태를 결정하는 추정 모형을 어
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동태적 MSM에서

24) 노동 패널을 이용한 이행 행렬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10대의 경우와 75세 이상의 경
우에 이행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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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상태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이항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이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들 분석모형에서 선택적으로 고려되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미관측된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다.
일부 동태적 MSM의 경우 random 또는 fixed-effect 프로빗, 로
짓 모형을 사용하여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한 경제활동 상태를 추정
하지만,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DYNASIM-3의 경우 random effect probit 모형을 사용한 반면,
SAGE, MOSART의 경우에는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미관
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모형이 간단 명료해
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로소득 모듈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이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한 임금방정식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을 추정한다.
APPSIM의 경우, 경제활동 모듈에서는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모듈에서는 mixed-effects log-linear model을 통해
추정소득을 구한다. APPSIM 모형에서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동태적 MSM의 목적이 경제활동 상태의 정확한 계수값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미래의 추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의가 존재하더라도
합리적인 추계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형 작동에 크게 문제
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Keegan, 2009).
동태적 MSM의 경우, 경제활동 상태 이행을 추정하는 모형에 현실적인
경제를 가정하기 위해 기간효과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이 실
업에서 풀타임 고용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경제성장의 시기에 더 크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
분들도 경제상황이 꾸준히 성장하는 시기에 추정된 경우에는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
는 경우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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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의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 모듈에서는 미관측 이질성을 고려하
지 않는 모형을 활용하며, 근로소득 모듈의 경우에만 이를 고려하였으며
기간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25)
경제활동 상태 모듈에서는 모형에 어떤 변수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추정의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MSM 모형은 경제활동 상태
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요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MSM 모형을 개발한 국가의 특성에 맞는 몇몇 변수들을 추가하여
추정한다. 반면, 변수를 결정하는데 존재하는 제약 중에 하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셋(Base set)의 제약 때문에 고려하지 못하
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기존 동태적 MSM에서 경제활동 상태 추정에 활용되는 주요변수들은
<표 5-7>과 같다. 대부분의 모형에서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태, 미취학
아동, 건강 및 장애, 전기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MSM
모형을 개발한 국가의 특성에 따라 인종, 출생 국가, 지역 등이 포함되기
도 한다.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도 MSM 모형마다 다양하며, 상용직 근로자, 임
시직 근로자, 실업, 비경활의 상태로 구성되는 모형이 많다. 일부 모형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따라 상태를 구분하기도 한다.
집계값 조정(alignment)의 경우에도 미시 자료만을 이용하기도 하지
만 외생적으로 총량을 결정하거나 거시모형을 활용한 분석 자료가 활용
되는 등 다양하다.

25) 물론 경제활동 상태 모듈의 경우에 확률적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Monte Carlo process)
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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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기존 동태적 MSM의 경제활동 상태 모듈 주요 변수
Model

설명변수

경제활동 상태

미시/거시 조정

은퇴연령

DYNAMOD

연령, 성, 교육, 혼인
상태, 자녀 유무 및
연령, 현재 학업, 계절

상용직,
임시직,
비경활, 실업

외생적 노동시장
총량으로 조정(align)

45+

DYNASIMS

연령, 성, 교육, 인종,
지역, 장애, 혼인 상태,
자녀, 학업, 배우자 소득

연간 근로시간,
실업

OASDI 보고서의
고용률을 조정

50-80

DYNACAN

연령, 성, 교육, 장애,
가족 구성, 노동 이력,
은퇴상태

연간 근로한 주
0, 1-47 또는
48+

연금계획
거시모형의
거시성과로 조정

60+

Lifepaths

현재 직업 기간, 연령,
성, 지역, 교육, 자녀,
배우자, 배우자 고용

임금근로,
자영, 미취업

미시

60+

SAGE

연령, 성, 가구 구성,
자녀, 고용 이력, 직업
유형, 산업, 건강상태

상용직,
임시직, 실업,
비경활

미시

64

MOSART

연령, 성, 자녀, 혼인
상태, 교육, 연금 상태,
장애, 전년도 경제활동
참가

미상태,
경제활동
참가율

미시, 초기는
Norwegian CGE
모형과 연결

67

SESIM

연령, 성, 교육, 자녀,
배우자 고용, 여가 선호,
지역 규모, 출생 국가,
전년도 고용/실업

연간 노동시간
0-3000,
실업, 질병

외생적 가정과
실업과 인구의 추계

65

PENSIM

연령, 성, 교육, 전기
직업 특성

상용직,
임시직, 실업,
비경활

SSASIM 거시모형과
GEMINI 사회보장
및 연금 조세 모형

62-68

자료: Keegan and Thurecht(2008), O’Donoghue(2010).

<표 5-8>은 동태적 MSM에서 근로소득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대표
적인 결정 요인들이다. 대부분의 모형에서 표준적인 Mincer의 임금방정
식에서 사용되는 학력과 경력(experience), 그리고 성별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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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직업, 산업, 기업규모와 각 국가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관찰된 이질적 특
성을 고려하는 부분이다.
〈표 5-8〉 동태적 MSM의 근로소득 모듈 주요 변수
Model

설명변수

국가

Dynamod

나이, 성별, 혼인 상태, 자녀 수, 출생 국가, 교육, 근무 경력,
작년 개인의 평균 주급, 배우자 소득

호주

Dynasim

나이, 성별, 인종,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미국

SAGE

나이, 성별, 자격증, 직업, 산업, 자녀, 배우자의 고용 상태,
근무 경력, 전일제 또는 시간제 고용 여부

영국

SESIM

나이, 나이 제곱, 교육, 자녀 수, 거주 지역, 성별, 전기 고
용 상태, 국적, 혼인 상태

스웨덴

Dynacan

나이, 성별, 교육, 가구 구성, 은퇴 상태, 실업률, 장애, 고
용 상태, 전기의 소득 이력(여성의 경우 혼인 상태 및 자녀
유무)

캐나다

Lifepaths

나이, 성별, 지역, 교육, 학업 분야, 이민 상태, 학생 상태

캐나다

DESTINIE

성별, 교육, 근속연수, 근속연수 제곱

프랑스

MIDAS

나이, 성별, 인종, 전기 소득 분위

뉴질랜드

MOSART

전기 임금, 교육, 성별, 나이, 자녀, 연금 상태

노르웨이

PEMSIM

성별, 결혼 상태, 연령, 경제활동 참가의 이탈한 연도, 노동
시장상태

영국

CORSIM

연령, 전기 소득, 교육, 교육*소득, 결혼 상태, 자녀 수, 현재
실업, 가장 어린 자녀 연령, 인종, 성별

미국

자료: Keegan and Thurecht(2008), O’Donoghue(2010).

반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은 관찰된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모형의 예
측된 근로소득보다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개인들에게 반영해주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패널 분석 방법의 특성으로 확률적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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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것으로 보완된다.
또한, 분석모형에 생애주기에 발생할 수 있는 운(luck)의 요소를 고려
하여 임금의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DYNAMOD, DYNACAN,
DYNSIM, SAGE, SESIM 등은 특정 연도의 임의적(random) 사건을 추
출하여 확률적(stochatic) 연도 오차항을 모형에 고려하기도 한다.
근로소득의 변수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
된다. DYNASIM, SESIM은 시급, DYNAMOD, DYNACAN, LifePaths
는 주급, SAGE는 월급이 변수로 사용된다.

2. DOSA의 노동 행태
가. 경제활동 상태(Labor force) 모듈
DOSA의 경제활동 상태 모듈에서는 개인들의 경제활동 상태의 연도별
동태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
다26).
첫째,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참여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 다시 교육과정에 돌아가지 않는다. 둘째, 경제활동 상태
는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자(비임금근로자), 실업,
그리고 비경활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셋째,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와
기존 근로자를 구분하여 경제활동 상태를 시뮬레이션한다.
이때 신규 진입자 경제활동 상태 시뮬레이션의 대상은 교육 모듈을 거
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들이다. 학위 기준으로 석사

26) DOSA의 경제활동 상태 모듈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권혁진 등(2013)에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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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노동시장
에 들어오는 사람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중 하나의 지위를 먼저
갖는다. 임금근로자는 상용과 임시ㆍ일용으로 다시 구분되며, 비임금근
로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로 나뉜다. 이때, 선정 방식은 균등 확률 무작위
추출에 의존한다.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들
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행 확률을 추정하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경제활동 상태 모듈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DOSA 경제활동 상태 모듈의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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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근로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이행 확률은 노동 패널의 최근 10
년간의 자료(8차~17차)를 통합하여 다항 로짓 분석을 통해 추정한 이행
확률에 따라 상태 전환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분석모형인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은 식(5-1)로
표현되며, 응답변수가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로짓(logit)함수의 확률분포를 적용하면
다항 로짓 모형을 통해 경제활동 상태    즉, 상용직 임금근
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실업, 비경제활동을 선택
할 확률이 추정된다.

Pr   
Pr   

exp′ 
  exp ′   exp ′  … exp′ 

     


 
  exp′   exp′  … exp ′ 

(5-1)

경제활동 상태의 선택확률 P r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모든  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이행 확률에 사용된 변수는 가구주
여부, 연령, 연령 제곱, 혼인 상태(미혼, 기혼, 이혼/사별), 교육 연수, 5세
미만 자녀 수, 전기 경제활동 상태이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이행 확률의 분석 결과는 <표 5-9>와
<표 5-10>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은 가구주인 경우 비경활에 비해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고, 여성도 이와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반면, 혼인
상태와 5세 미만 자녀 수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추정계수의 부호가
상이하게 추정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미혼에 비해 기혼일 경우에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놓일 확률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비해 높지만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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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반대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5세 미만 자녀
수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비해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지만
여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기혼 상태와
5세 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
아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5-9〉 경제활동 상태 이행 확률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남성)

가구주
(=1)
연령
연령
제곱
기혼
(=1)
이혼/사별
(=1)
교육
연수
5세 미만
자녀 수(=1)
전기(상용)
(=1)
전기(임시)
(=1)
전기(고용주)
(=1)
전기(자영자)
(=1)

상용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자

실업

0.842

0.928

0.824

0.831

0.474

(0.124)***

(0.125)***

(0.155)***

(0.140)***

(0.197)**

0.237

0.182

0.238

0.193

0.252

(0.013)***

(0.013)***

(0.020)***

(0.014)***

(0.021)***

-0.003

-0.002

-0.003

-0.002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21

0.12

0.94

0.62

-0.44

(0.12)*

-0.12

(0.17)***

(0.15)***

(0.18)**

-0.31

0.18

0.27

0.34

-0.31

(0.14)**

-0.15

-0.25

(0.20)*

-0.23

0.14

0

0.12

0.02

0.07

(0.01)***

-0.01

(0.01)***

(0.01)**

(0.01)***

0.47

0.39

0.43

0.51

0.41

(0.09)***

(0.10)***

(0.13)***

(0.11)***

(0.13)***

4.82

1.42

2.54

2.24

2.13

(0.07)***

(0.09)***

(0.16)***

(0.12)***

(0.13)***

2.04

4.4

1.38

1.95

1.6

(0.09)***

(0.07)***

(0.23)***

(0.13)***

(0.13)***

1.73

0.85

6.88

5.09

1.8

(0.15)***

(0.21)***

(0.16)***

(0.14)***

(0.24)***

2.01

1.79

5.26

6.52

1.61

(0.12)***

(0.12)***

(0.15)***

(0.11)***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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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자

실업

1.85

1.79

1.31

1.61

2.22

(0.13)***

(0.13)***

(0.27)***

(0.18)***

(0.15)***

-8.23

-6.32

-11.08

-8.17

-8.22

(0.26)***

(0.26)***

(0.44)***

(0.31)***

(0.40)***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기준 범주는 비경활임.
3) 각 더미 변수의 기준변수들은 다음과 같음: 혼인 상태는 미혼, 전기 경제활동 상태는 전기(비
경활)임.
4)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표 5-10〉 경제활동 상태 이행 확률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여성)
상용
가구주
(=1)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자

실업

0.328

0.508

0.29

0.444

0.256

(0.083)***

(0.090)***

(0.176)*

(0.127)***

(0.151)*

0.229

0.19

0.254

0.193

0.222

(0.011)***

(0.011)***

(0.026)***

(0.015)***

(0.021)***

-0.003

-0.002

-0.003

-0.002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기혼
(=1)

-1.16

-0.88

-0.07

-0.44

-1.43

(0.09)***

(0.11)***

-0.21

(0.16)***

(0.15)***

이혼/사별
(=1)

-0.85

-0.76

-0.35

-0.65

-0.83

(0.12)***

(0.13)***

-0.27

(0.19)***

(0.23)***

교육
연수

0.09

0

0.07

-0.01

0.03

(0.01)***

-0.01

(0.01)***

-0.01

(0.01)*

-0.36

-0.53

-0.18

-0.12

-0.77

(0.06)***

(0.11)***

-0.14

-0.1

(0.16)***

전기(상용)
(=1)

4.58

1.37

1.91

2.12

1.87

(0.05)***

(0.08)***

(0.16)***

(0.10)***

(0.11)***

전기(임시)
(=1)

2.09

4.19

1.32

2.04

1.84

(0.07)***

(0.05)***

(0.23)***

(0.12)***

(0.12)***

전기(고용주)
(=1)

1.52

1.02

7.09

4.98

1.28

(0.18)***

(0.22)***

(0.12)***

(0.11)***

(0.31)***

연령
연령
제곱

5세 미만
자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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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자

실업

전기(자영자)
(=1)

1.64

1.51

4.9

6.3

1.49

(0.11)***

(0.12)***

(0.11)***

(0.07)***

(0.20)***

전기(실업)
(=1)

1.77

1.52

1.22

1.36

2.06

(0.11)***

(0.12)***

(0.35)***

(0.20)***

(0.15)***

상수

-7.19

-6.05

-11.18

-8.04

-7.18

(0.19)***

(0.21)***

(0.52)***

(0.31)***

(0.33)***

주: 1) ( )는 표준오차임.
2) 기준 범주는 비경활임.
3) 각 더미 변수의 기준변수들은 다음과 같음: 혼인 상태는 미혼, 전기 경제활동 상태는 전기(비
경활)임.
4)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경제활동 인구와 상태별 인구수 및 집계값 조정 셋(alignment set)과
종사상지위별 이행 확률 추정에 활용한 자료는 <표 5-11>과 같다. 이행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parameter 추정에 활용된 자료는 노동 패널의 최
근 10년간 자료(8~17차)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모형에서 사용했던 자료
에 최근 자료를 연장하여 업데이트하지 않은 이유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및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최근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10년(2005~2014년)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표 5-11〉 경제활동 상태 모듈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셋
Event

경제
활동
상태
이행

구분

기존

수정

alignment
set

• 경제활동 인구 조사(성․5세별
경제활동 인구 비율과 종사상
지위별 인구 비율)
2001년~2011년 자료
• 3차 연금재정 추계의 거시 기
초변수
• 경제활동 상태별 이행 비율(성․
5세별): 노동 패널(3차~11차)

• 경제활동 인구 조사(성․5세별
경제활동 인구 비율과 종사상
지위별 인구 비율)
2001년~2015년 자료
• 2015년 장기재정전망(기재부)
• 경제활동 상태별 이행 비율(성․
5세별): 노동 패널(8차~17차)

parameter
추정

• 종사상지위 이행 확률 셋: 노
동 패널(3차~11차)

• 종사상지위 이행 확률 셋: 노
동 패널(8차~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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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값 조정 셋(alignment set)의 자료 및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까지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각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 비율
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원자료의 실적치를 그대로 사용한다. 둘
째, 2016년 이후의 연도별 경제활동 인구수는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에
서 가정하고 있는 성·연령대(5세)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다. 이때, 10년 단위로만 제공되는 문제에 대하여 선형보간 방법을 통해
미제공되는 연도의 비율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시뮬레이션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상태(상용·임시/일용·고용·자영·실업·비경활 )별 인구
수 산출을 위한 비율은 2015년 실적치를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넷째, 전
기(    )의 경제활동 상태별로 현재기( )의 경제활동 상태로의 이행 비율
은 노동 패널(8-17차)을 이용하여 성· 5세 연령대별 이행 행렬을 구하여
전체 시뮬레이션 기간에 사용하였다.
각 개인들의 경제활동 상태 이행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노동 패널에서 가구주 여부, 연령, 연령 제곱, 혼인 상태(미혼,
기혼, 이혼/사별), 교육 연수, 5세 미만 자녀 수, 전기 경제활동 상태 등,
각 개인의 특성에 기초해서 다항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6개의 경제활동
상태의 확률이 각 개인별로 추정된다. 즉, 분석모형을 통해 모든 개인들
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실업,
비경제활동에 있을 확률이 추정되며, 확률에 기반하여 경제활동 상태 여
부가 결정된다. 이때, 확률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 결정에는 몬테카를로
과정(Monte Carlo process)을 적용한 후, 집계값 조정을 시행한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확률적 요소를 고려해주는 것으로 분석 모형인 다항
로짓 분석 추정 결과에 따른 각 개인의 6개의 경제활동 상태 누적 확률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상태를 배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예를 들면, 누적 확
률에 따라 어떤 개인의 상용직 확률이 0.0~0.5, 임시·일용직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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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고용주 확률이 0.6~0.7, 자영자 확률이 0.7~0.75, 실업 확률이
0.75~0.85, 비경활 확률이 0.85~1 이라고 하면, 0~1 사이의 값을 갖는
난수를 생성하여 난수의 값이 속한 경제활동 상태에 배정되는 방식이다.27)
몬테카를로 방법은 특정 경제활동 상태의 확률값이 높은 개인들이 일
방적으로 한쪽 경제활동 상태에 몰리는 경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
되며, 몬테카를로 과정이 갖는 장점은 경제활동 상태별 총량의 편의
(bias)를 줄이고, 개인의 다양성이 고려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특성(예를 들면, 남성, 대졸, 33세, 기혼, 가구주, 자녀
무, 전기 상용 등)을 갖는 개인이 상용직일 확률이 99%라고 추정되었다
면, 가장 높은 이행 확률을 갖는 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것으로 배정
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이러한 개인은 100% 모두 상용직으로 할당되게
된다. 반면, 몬테카를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러한 개인들의 99%만 상
용직에 할당되게 된다. 즉, 몬테카를로 과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경제활동
상태별 총량의 편의가 발생하게 되며,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이 사
라지게 된다(Keegan, 2009).28)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경제활동 상태별 총량은 성별, 연령별(각 5
세별)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 이행 비율 집계값 조정을
최종적으로 시행한다.

나. 근로소득(Earning) 모듈
근로소득 모듈은 소득세 및 노후 소득(공적연금) 추정은 물론, 동태적
27) 난수를 생성하여 이 숫자가 주어진 이행 확률보다 낮다면 이행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활
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은퇴시점에 있는 어떤 개인이 현재 기에서 다음 기에
은퇴할 확률이 0.1이고, 이 개인에게 생성된 난수가 0.1보다 크다면 계속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0.1보다 작다면 은퇴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Keegan(2009)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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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에서 매우 중요한 근로소득(임금과 비임금 소득)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추정의 목적은 개인들 간 횡단면적 이질성과 개인의
시변(time-variant) 특성들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고
제이 권혁진, 2014). 이를 위해 본 모형에서는 고제이, 권혁진(2014)과
같이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확률 효과 패널 모형(random effect model)29)으로 소득을 추정한다.30)
근로소득 추정에 사용한 기초 자료는 <표 5-12>와 같다. 근로소득의
추정에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 거시경제 기초 변수의 명목 임금 증가율
을 적용하였고, 소득 방정식 추정에는 노동 패널 자료 최근 10년간(8~17
차) 자료를 사용하였다.31)
〈표 5-12〉 근로소득 모듈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셋
Event

구분

기존

수정

alignment set

3차 연금 재정 추계의
거시 기초 변수

2015년
장기재정전망(기재부)

parameter
추정

소득 방정식 추정 셋:
노동 패널(3~11차)

소득 방정식 추정 셋:
노동 패널(8~17차)

근로소득

월평균소득을 연간화한 후 CPI로 조정한 2010년 불변 가격으로 변환하
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별로 추정된 소득
은 각 연도의 명목가격으로 변환하였고, 2014년 이후 소득금액은 2015년

29) 확률 효과 모형 분석 시 오차항에 1계 자기상관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Baltagi and Wu(1999)에 따른 GLS로 추정한다.
30) 근로소득의 추정방법론에 대해서는 권혁진 등(2013), 고제이·권혁진(2014)에 상세히 설
명되어 있다.
31) 최근 10년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경제활동 상태 모듈의 이유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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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전망의 임금 상승률(명목) 전망치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소득추정은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공통적으로 사용한 변수는
연령, 연령 제곱, 종사상지위(상용근로자, 임시ㆍ일용근로자, 고용주, 자
영자),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취업 유무, 학력, 두 기간 동안의
고용 이력, 연도 더미 등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8세 미만의 자녀 수의 변
수를 추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민서의 임금방정식에 근로소득에
유의한 값을 갖는 변수를 추가한 형태이며, 기초 데이터셋(Base dataset)
인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표 5-13>은 AR(1) 확률 효과 GLS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이
다.32) 추정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종사상지위 중에서 고용주의 소득
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고 상용근로자, 자영자, 임시ㆍ일용직 순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가구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두
기간 모두 취업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8세
미만의 자녀 수 변수도 유의하였으며 자녀가 있을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33)

〈표 5-13〉 소득 방정식 패널 분석 결과(AR(1) 확률 효과 GLS 모형)
남성
추정계수

여성
추정계수

연령

0.109303***

0.074208***

연령 제곱

-0.00124***

-0.00091***

상용근로(=1)

0.263326***

0.326154***

고용주(=1)

0.378826***

0.508947***

자영자(=1)

0.146774***

0.176043***

구분

32) 제시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33) 추정된 근로소득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은 권혁진 등(2013), 고제이·권혁진(2014)을 참
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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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구주(=1)
배우자(유=1)

남성
추정계수

여성
추정계수

0.081244***

0.045113***

0.13522***

0.039092***

-0.04273***

-0.04706***

중졸 이하(=1)

-0.33602***

-0.29347***

고졸(=1)

-0.06535***

-0.13173***

4년제 대졸(=1)

0.182023***

0.236262***

대학원 졸(=1)

0.311253***

0.317627***

실업-취업더미

-0.01339

배우자 취업(=1)
8세 미만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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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69***

비경활-취업더미

-0.04977***

-0.06064***

상수

14.38164***

14.86881***

rho_ar

0.333004

0.406763

sigma_u

0.379197

0.389806

sigma_e

0.329998

0.336621

rho_fov

0.569041

0.572825

within R-sq

0.0939

0.0975

between R-sq

0.5298

0.4677

overall R-sq

0.4337

0.4053

Number of obs

41,968

24,818

Number of groups

7,108

5,202

주: 1) 종속변수는 (월평균임금(원)×12개월)을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2) 각 더미 변수의 기준변수들은 다음과 같음: 종사상지위는 임시ㆍ일용근로, 학력은 2년제
대학, 고용 이력은 2기 연속 취업임.
3) 연도 더미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임.
4)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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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생애 소비를 평탄화(smoothing)
하기 위해 경제활동 기간에는 저축 등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퇴직 이
후에 축적된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장애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사고에 대비한다거나, 타인 혹은 자녀에게 증여 혹은
유산을 목적으로 개인들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자산 축적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통해 기존의 소비를 유
지하기 위해 자산을 축적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자산의 축적은 개인 단
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구 단위로도 이루어지며, 그 형태 역시 실물
자산(주택, 건물, 토지)과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연금, 보험 등) 등 다양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 축적이 대부
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공․사적 연금 등을 포함해 금융자산 축적이 늘어나
고 있으며 그 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에서도 과거 소득 차원을 넘
어서 부(wealth) 혹은 자산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자
격과 수준이 개인·가구의 소득과 자산 모두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개
인·가구의 자산 분배 상태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 나아가 저출산․고령
화가 진행됨으로써 노후에 예상되는 의료지출과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
한 자산 축적과 그 분배의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 차원
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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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의 MSM 모형에서도 개인·가구의 자산 축적 행
태를 모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MSM 모형 내에 자산 모듈을 포함한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들, 즉 자산
분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들의 장기적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특히, 공적연금이 이미 성숙된 외국의 경우
고령 계층의 금융자산에서 연금 자산의 비중이 크고 그 중요성도 더욱 증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MSM 모형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핵
심은 연금자산에 있다. 한편, DOSA에서는 별도의 국민연금 모듈을 통해
공적연금 자산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본 자산 모듈에서는 이를 제외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금형태
의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
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제1절 방법론적 특징과 시뮬레이션 범위
일반적으로 자산 축적 행태에 대한 모형화 작업은 다른 모듈에 비해 상
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도 다양한 만큼 그와
관련된 개인별 행태(자산 매입 및 매각, 가치 변화 등)도 다양하고 복잡하
기 때문에 모형화 자체가 어렵다.
또한 MSM 모형 내 자산 모듈의 추가적 도입은 기존 모형 내 다른 모듈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축적 과정 자체는 이론적으로 보면 근로에 의한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저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개인·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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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행태와도 연관이 있다.
또한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자, 배당금,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이 고려
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자산소득이 통상적인 근로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가구의 자산 축적 행태에 대한 연구들이 이처럼 복잡한 자
산 축적 동기 및 과정과 연관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
Tedeschi et al.(2013)34)은 MSM 모형에서 자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행태 방정식 추정 방식을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과 전통적
인 비구조적 접근(traditional non-structural approach)으로 구분
한다.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은 이론적으로 생애주기가설에 기
반하며, 효용극대화를 하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자산 축적 행태를
모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개인·가구의 자산 축적을 연간 저축의 누적적 결과
와 보유 자산의 수익률에 따른 변화로 시뮬레이션한다.
그러나 모형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며,
자산 축적 메커니즘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에 기반할 경우 오히려 시뮬레
이션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비구조적 접근(traditional non-structural approach)은
개인 혹은 가구의 부(wealth)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 및 소
득과 같은 인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특성 변수들을 중심으로 축약 방정식
(reduced-form)을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4) 한편, 동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자산 축적 행태를 모
형화한 최초의 시도이다. 이에 관심 있는 독자는 동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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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실 자료로부터 관찰되는 자산-연령 프로파일은 장기적
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모형들은 자산 분포와 관련
된 몇몇 주요 변수들로 구성된 축약형 방정식을 기반으로 자산 분포를 확
률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즉, 관측되는 자산-연령 프로파일에 대해 저축,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
익률 실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개인·가구의 다양한 의사 결정들 간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통적인 비구조적 접근 방식은 구조적 접근 방식에 비해 부의 축적과
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생애기간 동안 자산변화 패
턴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존 MSM 모형들에서 활용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표 6-1>은 기존 모형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설명변수들과 시뮬레
이션 대상이 되는 자산 종류(종속변수)들이다. 이들 모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모형들은 서베이 자료를 통해 개인·가구가 보유한 다양
한 세부적인 종류별 자산에 대해 주택 중심의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부
채 등의 몇몇 범주로 합산하여 사용한다.
둘째, 근본적으로 서베이 자료에서 조사․보고되는 자산 데이터의 경우
질적 문제에 주의할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서베이 자료만으로는 개인
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다양한 자산 축적의 목적
(교육, 상속, 노후 대비 등)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지출과 같은 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 모듈은 대부분 가구 단위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경우도 자산 축적은 가구 단위의 의사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관련 서베이 자료들에서도 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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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구 단위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요 설명변수들은 가구주의 인적 특성(성, 연령, 학력 등)과 가
구 특성(가구소득, 가구 구성과 형태)을 중심으로 하며 분석은 주로 2단
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자산 보유 확률에 대해서는 로짓 혹은 프로빗 분석을 통해 추
정하며, 2단계에서는 자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 자산
가치를 추정한다.
이때, 패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 2단계 모두 패널 분석을 수
행하지만, 패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다.
다섯째, 자산의 매매 행태와 가치 변화를 상대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개발한 모형이 있는 반면, 비교적 단순화하여 수행하는 등 모형 마다 개
발 목적과 주어진 여건, 특히 자료의 질에 따라 모형의 복잡성에는 차이
가 존재한다. 사실, 현실의 안정적인 자산분포와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하
기 위한 분석 자체도 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MSM
모형 내 자산 모듈을 개발한다는 것은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 결정과
생애 사건들(events)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그 어
려움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주택과 주식 매매, 혹은 예․적금과 주식 매매와 관
련된 개인·가구들의 행태와 요인들은 상당히 다른 것은 물론, 개인·가구
간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산 축적 동기에 따라 축적된 자산을 사망 시점까지 모두 소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녀 등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다. 이러한 복
잡성으로 인해 각각의 모형들에서 포함하고 있는 행태와 사건들은 그것
과 관련된 자료의 질과 양, 그리고 개발 목적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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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기존 동태적 MSM 모형의 저축과 자산 모듈
Model

설명변수

종속변수

CORSIM

가구주 인종, 연령, 자녀 수, 혼인
상태, 가족 수입 및 학력수준

금융자산(저축예금+주식+퇴직계좌
+ 생명보험), 실질자산(거주주택+기
타 부동산+차+사업 자산) 부채(주택
담보대출+기타 부채)

DYNAMOD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자녀 수, 고
용 상태, 직업, 거주지, 대도시 거주
여부, 아시아 출생 여부, 구매자 수
입, 예금액,

거주 주택, 연금, 투자자산, 저축예
금, 주식

SESIM

연령, 성별, 학력 수준, 혼인 상태,
국적 및 수입, 거주지

연금 자산, 거주 주택

DYNASIM

연령, 소득 이력, 가구 형태, 인구학
적 특징, 연금, 장애 상태

거주 주택, 기타자산, 저축예금

자료: Kelly, S. & M. Keegan. (2008) APPSIM - Modelling Household Savings and Wealth.

DOSA에서는 MSM 모형에서 자산 모듈의 복잡성에 따른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산 모듈에 대해 현행 기존 모형들에서 주로 활용하
는 전통적인 비구조적 접근 방식을 기본적으로 따르고자 한다. 시뮬레이
션 대상은 거주 주택, 일반 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로 구분한다.
한편, 자산 모듈을 처음으로 모형 내에 추가․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모형들에 비해서도 좀 더 단순하게 해당 모듈을 개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의 매각․매입 등과 같은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각
연차별 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사건을 갈음하는
등, 비교적 단순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구주 사망에 따른 자산 처분은 배우자-자녀 순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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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산 행태 방정식 추정
1. 분석 자료 및 방법
가.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자산 행태 방정식 추정에 재정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와 금액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의 패널 조사 자
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재정 패널은 개별 자산에 대한 소유자와 재산세 고지금액과 부
과 대상 가구원 등을 조사함으로써 다른 패널 자료들에 비해 그 정확도와
신뢰도 측면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6-2〉 재정 패널의 조사 차수별 금융자산 조사 항목
조사차수

조사 항목

1차

2차-7차

은행 등 금융기관 예ㆍ적금

•

•

주식

•

•

채권

•

•

펀드

•

•

저축성 보험 및 연금성 보험

-

•

빌려준 돈

•

•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펀드 연간
납부금액

•

•

기타 금융자산

•

•

<표 6-2>는 재정 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금융자산 항목들이다.35) 금
융자산은 대부분 조사 시점인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보유 여부와 그

138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평가)금액을 조사․제공하고, 일부 항목은 연간 납부액을 조사한다. 이때
조사 단위는 가구 단위이다.

〈표 6-3〉 재정 패널의 조사 차수별 부동산과 기타자산 조사 항목
조사 차수

조사
항목

1차

2차-7차

현재 거주 주택

•

•

현재 거주 주택 외 보유 주택

•

•

주택 이외의 보유 부동산 총액

•

•

토지

-

△

건물(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

△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

•

농기계, 가축

•

•

선박, 건설 중장비

•

•

귀금속

•

•

기타자산

•

•

전․월세 보증금 총액

•

•

가구원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

•

가구원이 살고 있지 않는
주택의 전ㆍ월세 보증금

-

•

주택 이외 건물의 전ㆍ월세
보증금

-

•

주: △는 5-7차에서 조사됨.

<표 6-3>은 부동산 및 기타자산 항목들로써 이들 항목에 대한 기본적
인 조사단위는 가구이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재산세 고지금액
등을 조사․제공하고 있다. 자산 금액은 가구원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 작년 12월 말 기준 시가액을 조사․제공한다.

35) 각 항목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재정 패널 유저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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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택에 대해선 먼저 거주․비거주를 구분하
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 시가액(hfb031), 보증금이 있
는 임차(전․월세)인 경우 보증금액을 조사․제공한다. 거주주택 이외에 보
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액은 별도로 조사한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경
우 2차 이후부터는 가구원이 살고 있는 주택과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보
증금과 주택 이외 건물에 대한 보증금으로 세분해서 조사한다.
건물과 토지에 대해선 1~4차까지 합계액을 조사했지만, 5차 이후부터
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외에 조사하고 있는 자산항목은 회원권(골프, 콘도 등), 농기계 가
축, 선박 및 건설 중장비, 귀금속,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조사․제
공하고 있다.
부채의 경우 가구원 명의로 된 부채에 대해 작년 12월 말의 총 평가액
을 조사, 가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조사 대상 부채는 정부지원주택자
금대출(hfc003), 학자금대출(hfc006), 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hfc009),
금융기관대출(hfc012), 신용카드관련대출(hfc019), 세입자에게 돌려주
어야 할 전세금|임대보증금(hfc015), 그리고 기타 부채(hfc017)이다.

나. 분석 방법과 대상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정 패널의 3~7차 자료(조사 시점으로는
2010~2014년, 자산의 귀속연도 기준으로는 2009~2013년)36)를 활용
하여 자산 행태 방정식을 가구 단위로 추정하여,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37)
36) 이하에서는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37) 경제 위기로 인해 2007~2008년 기간 동안의 자료는 소득․자산과 관련된 행태의 변화
혹은 조정과정이라는 점에서 분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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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과정은 크게 2단계로 수행된다. 1단계에서는 각 자산별
보유 확률을 패널 로짓 확률 효과 모형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
서는 자산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패널 확률 효과 회귀 분석을 통해 자산 가
치를 추정한다.
패널 확률 효과 모형은 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외에도,
관측되지는 않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의 특성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리․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할 경우 좀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는 점에서 기존의 MSM 모형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분석 자
료가 표본 추출에 따른 서베이 자료이고,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도 확률
효과 모형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확률 효과 모형을 최종적으로 활용하였
음을 밝힌다.
분석 대상 자산의 범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등 현행 우
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들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해 조사하
는 자산범주를 참고한다. 각 제도의 조사대상 자산 범주가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주거용 재산, 토지건축물 및 비거
주 주택,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및 기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총 5개(자가, 임차 주택, 일반 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범주로 구분하고, 앞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각 범주별로 합산하여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가의 경우에는 자가 소유로 응답한 가구
(hba002)의 시가액(hfb031), 임차 주택은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로 응답
한 가구의 보증금(hfb004)을 활용한다. 이때, 자가로 응답했는데 시가액
이 결측되었거나,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로 응답했는데 보증금이 결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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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일반 자산에는 비거주 주택의 시가, 비거주 주택과 주택 이외 건물의
보증금, 토지, 건물, 회원권, 농기계, 선박 및 기타자산을 합산하여 사용
한다. 즉, <표 6-3>에서 귀금속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을 활용한다.
금융자산은 <표 6-2>의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며, 부채 역시 앞에서 열
거한 7개 항목을 합산한다.
분석 대상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1세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
며, 패널 분석의 경우 일부 가구들은 제외하고 분석한다. 이때, 제외하는
가구는 분석 기간 동안(2009~2013년) 연속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가구
(118가구), 가구주 연령이 21세 미만인 가구(2가구), 그리고 한 번만 조
사에 참여한 가구(274가구)들이다. 따라서 분석 기간 동안 조사에 한번이
라도 참여한 5,256가구 중에서 4,864가구가 최종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
설명변수는 가구주의 인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종사상지위, 배우자
유무)과 가구 특성(가구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가구원수) 변수들을 사용
한다.38)
가구 근로소득과 일부 모형에서 독립변수로 포함되는 자산 금액 변수
들을 로그로 취하는 경우 그 값이 ‘0’인 관측치들은 “0.000001”로 부여
하여 분석에 포함시킨다.
자산과 소득금액은 모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1년 기준
불변 가격으로 전환하여 추정한다. 소득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
든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사용한다. 종속변수인 각
자산별로 금액이 ‘0’이상인 가구는 자산 보유 더미 변수값으로 1을 부여
하고, ‘0’인 가구는 ‘0’을 부여한다. 그리고 자산 가치 분석에서 각각의 자

38) 분석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대한 선택은 DOSA에 존재하는 변수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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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치는 로그를 취하여 분석한다.

2. 자산 행태 방정식 분석: 보유 및 금액, 2009~2013년
<표 6-4>는 5개 범주별 자산에 대한 각 가구들의 보유 확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임차 주택을 제외한 4개 자산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유 확률을 추정한 것이지만, 임차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형태
가 비자가인 가구들 중에서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일 확률을 의미한다.39)
가구주 연령에 따른 자가, 일반 자산 및 부채의 보유 패턴은 역U자, 즉
일정 연령 수준까지는 연령 증가에 따라 보유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후에
는 감소한다.
하지만, [그림 6-1]에서 보듯이 각 자산별 보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연
령은 자산별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가와 일반 자산은
대략 70대 전후, 부채는 대략 40대에 정점에 이른다.
반면,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전체적
으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유 확률이 감소한다. 다만, 40~70대 사
이에는 금융자산 보유 확률은 일정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그림 6-1 참조). 임차 주택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주택임
차, 일반 자산 및 부채 보유 확률이 높지만, 자가와 금융자산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자가, 일반 자산 및 부채
보유 확률은 증가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

39) 재정 패널에서 자가가 아닌 경우의 거주형태로는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무상
거주 및 기타로 구분․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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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론할 수 있다.40)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 보유 확률이 상대
적으로 높다는 일반적인 예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4〉 자산 보유 확률 분석: 패널 로짓(2009~2013년)
자가
성별(남자=1)
연령
연령X연령

0.8041***
[0.1505]

임차 주택

일반 자산

0.7194*
[0.3785]

0.8406***
[0.1718]

-0.0686***
[0.0242]

0.3613***
[0.0320]

-0.1837**
[0.0862]

0.1527***
[0.0229]

-0.0026***
[0.0003]

0.0032**
[0.0016]

-0.0019***
[0.0002]

-0.0053***
[0.0011]

금융자산

부채
0.2396*
[0.1272]

-0.0000*
[0.0000]

연령X연령X연령
중졸 이하

기준 더미

기준 더미

기준 더미

-1.0842***
[0.1385]

기준 더미

고졸

0.6392
[0.4265]

1.1688*
[0.6925]

0.5711***
[0.1677]

-0.7111***
[0.1002]

0.5967***
[0.1378]

대학 이상

1.0098**
[0.4796]

1.6883**
[0.7371]

1.5084***
[0.1862]

기준 더미

0.6212***
[0.1503]

상용 임금근로자

-0.5475**
[0.2153]

-1.5478***
[0.5061]

기준 더미

0.7697***
[0.1089]

-0.2739*
[0.1545]

임시ㆍ일용

-1.5109***
[0.2350]

-1.6967***
[0.5331]

-0.5495***
[0.1411]

기준 더미

-0.2387
[0.1734]

자영자

기준더미

-1.2343**
[0.4926]

1.7481***
[0.1216]

0.3048***
[0.1140]

-0.3884**
[0.1517]

사업주

-0.2635
[0.2856]

기준더미

1.9865***
[0.1838]

0.8612***
[0.1967]

기준 더미

무직

-1.0178***
[0.2460]

-0.9669*
[0.5758]

0.3780**
[0.1565]

0.1842
[0.1262]

-0.0717
[0.1780]

배우자 유무(유=1)

1.1697***
[0.1997]

-

0.5395***
[0.1360]

-

0.6954***
[0.1030]

40) 임차 주택과 금융자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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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임차 주택

일반 자산

금융자산

부채

로그(연간 가구소득
(근로+연금))
[2011년, 불변]

0.1028***
[0.0375]

0.1868***
[0.0594]

0.1433***
[0.0243]

0.1779***
[0.0174]

0.0255
[0.0194]

가구원수

0.9632***
[0.1320]

0.3355**
[0.1414]

0.1675***
[0.0477]

-

-

자가=1

-

-

기준더미

0.5585***
[0.0869]

기준더미

전세|보증부 월세=1

-

-

0.3550***
[0.1836]

기준 더미

-1.0465***
[0.0933]

기타 주거 형태=1

-

-

-0.2724
[0.1774]

-0.2146*
[0.1195]

-1.0879***
[0.1405]

일반 자산
유무(있음=1)

-

-

-

0.7212***
[0.0809]

1.6857***
[0.0817]

연도 더미=2010

0.1162
[0.0986]

0.1749
[0.1659]

0.1744**
[0.0773]

0.2708***
[0.0680]

0.037
[0.0639]

연도 더미=2011

-0.0105
[0.1381]

0.1777
[0.1854]

0.0585
[0.0799]

0.3639***
[0.0726]

-0.0163
[0.0673]

연도 더미=2012

-0.183
[0.1733]

0.4438**
[0.2129]

-0.0266
[0.0826]

0.2763***
[0.0744]

-0.1499**
[0.0696]

연도 더미=2013

-0.1829
[0.2079]

0.3314
[0.2395]

0.047
[0.0886]

0.3200***
[0.0778]

-0.1852**
[0.0745]

-28.3837**
* [4.6070]

7.4529**
[2.9221]

-17.2595**
* [0.9140]

3.9081***
[1.4828]

-3.9096***
[0.6321]

Obs.

23071

9150

23071

23071

23071

Group

4843

2423

4843

4843

4843

sigma_u

7.76321

7.94735

3.50429

2.16883

2.5891

rho

0.94824

0.95049

0.7887

0.58844

0.67079

상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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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자산 보유에 대한 연령별 한계 효과: 패널 로짓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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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지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자산 종류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자가의 경우 자영자와 사업주41)의 보유 확률은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으며, 이들에 비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ㆍ일용)와 무직
인 경우 보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형태가 비자
가인 가구들 중에서 가구주가 사업주인 경우가 임차거주일 확률이 상대
적으로 가장 높고 임시ㆍ일용인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 자산 보유 확률은 가구주가 임시ㆍ일용인 경우 가장 낮고, 사업주
와 자영자가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자산 보유의 경우에는 임시ㆍ일용근로자와 무직인 경우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상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채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무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
며, 이들에 비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자가 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원수가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산은 자가, 임차 주택
및 일반 자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 보유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가구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일
반적인 예상대로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이 많을수록 자산의 보유 확
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 각 자산 보유 방정식에 다른 자산의 보유 여부에 대한 더미를 포
함하여 분석한 결과, 자산 간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42)
41) 자영자는 피고용인이 없는 비임금근로자, 사업주는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비임금근로자
를 의미함.
42)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가의 경우에는 다른 자산보유 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금
융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만 다른 자산의 보유 더미 변수를을 고려했다. 사실, 자산에 대
한 포트폴리오는 상호 연관되는 것은 물론,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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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거 형태가 다른 자산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반 자산은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인 경우, 금융자산과 부채는 자가인 경우 그 보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금융자산과 부채는 일반 자산이 있는 가구
가 없는 가구에 비해 보유할 확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2009년에 이후 연도의 자산 보유 패턴의 변화는 명확하지
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2009년에 비해 자산 보유 확률이 대체적으로 높고, 부채 보유 확
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시점에서 가구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행태를 반영
한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표 6-5>는 5개 자산 종류별 금액에 대한 패널 분석 결과이다.
먼저, 가구주 연령에 따른 보유 자산들의 가치는 대부분 역U자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6-2 참조).43)
앞에서 살펴본 보유 확률과 연계해서 보면, 연령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은 높지만 실제 그 금액은 많지 않다. 반면, 중․장
년의 경우에는 일반 자산에 대한 투자 혹은 소비지출 증가로 여유자금이
라 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보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해당 시
기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일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산별로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보면, 자가와 금융자산은 60대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순서이다. 예를 들어, 부
채를 먼저 결정하고 자산을 구입하기 보다는 자산구입을 결정하고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43) 임차 주택의 경우 연령세제곱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써 3차 함수 형태일 것
으로 보이지만, 그 계수가 매우 작음으로써 [그림 6-2] 상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일반 자산의 경우에도 2차 함수형태로 추정되지만 [그림 6-2] 상으로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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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반, 임차 주택은 40대 중반, 일반 자산은 80대, 부채는 50대 전후로
나타난다.

〈표 6-5〉 자산 가치에 대한 패널 분석: 확률 효과 모형(2009~2013년)
자가

임차 주택

일반 자산

금융자산

부채

성별(남자=1)

0.0684*
[0.0370]

0.1663**
[0.0703]

0.2164***
[0.0778]

0.2045***
[0.0455]

연령

0.0426***
[0.0069]

0.1712***
[0.0483]

0.0606***
[0.0161]

0.0896***
[0.0084]

0.0439***
[0.0106]

연령X연령

-0.0003***
[0.0001]

-0.0028***
[0.0009]

-0.0004**
[0.0001]

-0.0007***
[0.0001]

-0.0005***
[0.0001]

0.0000**
[0.0000]

연령X연령X연령
기준더미

기준더미

기준더미

-1.0190***
[0.0639]

기준더미

고졸

0.4857***
[0.0477]

0.3933***
[0.1056]

0.5719***
[0.0861]

-0.5487***
[0.0423]

0.2913***
[0.0613]

대학 이상

0.9143***
[0.0514]

0.9476***
[0.1109]

1.0041***
[0.0933]

기준더미

0.5910***
[0.0670]

상용임금근로자

0.0816***
[0.0199]

기준더미

0.2134***
[0.0524]

0.2604***
[0.0396]

-0.2879***
[0.0500]

임시ㆍ일용

0.0559**
[0.0241]

-0.1401***
[0.0370]

0.0923
[0.0780]

기준더미

-0.3414***
[0.0598]

자영자

기준더미

-0.0966***
[0.0349]

기준더미

0.2053***
[0.0432]

-0.2487***
[0.0510]

사업주

0.0729***
[0.0265]

-0.0476
[0.0546]

0.1858***
[0.0678]

0.4091***
[0.0606]

기준더미

무직

0.0983***
[0.0246]

-0.0107
[0.0548]

0.1752***
[0.0568]

0.3553***
[0.0507]

-0.1734***
[0.0600]

0.0347***
[0.0104]

0.0727***
[0.0084]

0.0215***
[0.0077]

중졸 이하

0.2084***
[0.0428]

배우자유무(유=1)
로그(연간 가구소득
(근로+연금))
[2011년, 불변]

0.0124***
[0.0038]

0.0251***
[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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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임차 주택

일반 자산

가구원수

0.0502***
[0.0089]

0.1355***
[0.0204]

0.0547***
[0.0206]

자가=1

-

-

-0.2993***
[0.0599]

기준더미

기준더미

전세|보증부월세=1

-

-

기준더미

-0.1536***
[0.0326]

-0.1566***
[0.0398]

기타 주거 형태=1

-

-

-0.1802*
[0.0930]

-0.1577***
[0.0536]

0.7635***
[0.1015]

일반 자산 유무
(있음=1)

-

-

-

0.2594***
[0.0251]

0.2470***
[0.0312]

로그(자산 합계)

-

-

-

-

0.2058***
[0.0136]

연도 더미=2010

0.0568***
[0.0097]

0.0869***
[0.0195]

0.0996***
[0.0344]

0.0679***
[0.0216]

-0.0109
[0.0206]

연도 더미=2011

0.0416***
[0.0112]

0.1221***
[0.0225]

0.1055***
[0.0357]

0.0570**
[0.0231]

-0.0062
[0.0227]

연도 더미=2012

0.0714***
[0.0112]

0.1291***
[0.0252]

0.2041***
[0.0351]

0.0809***
[0.0242]

0.0442*
[0.0249]

연도 더미=2013

0.0866***
[0.0125]

0.1707***
[0.0278]

0.1231***
[0.0376]

0.1575***
[0.0250]

0.0562**
[0.0264]

상수항

7.2954***
[0.1959]

3.4693***
[0.7693]

5.7303***
[0.4482]

4.0084***
[0.2167]

4.6114***
[0.2855]

Obs.

13921

7300

7046

18479

10687

Group

3282

2000

2272

4580

3306

Within_R-square

0.00654

0.03406

0.01846

0.00639

0.04606

Between_R-square

0.28901

0.33429

0.12612

0.26485

0.35754

Overall_R-square

0.2666

0.31286

0.11571

0.18672

0.29583

sigma_u

0.795

1.03474

1.18231

1.04734

0.87485

sigma_e

0.34851

0.47234

0.81297

0.90247

0.68035

rho

0.8388

0.82756

0.67897

0.57389

0.62314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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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0.0842***
[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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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자산 금액에 대한 연령별 한계 효과: 패널 분석, 확률 효과

가구주 성별이 자산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를 제외한 자산들에 있
어서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그 금액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일반
자산과 금융자산이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반면, 자가의 경우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배우자 유무가 미치는 영향은 임차 주택을 제외한 경우에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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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임차 주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보유 확률과 마찬가지로 가구주 학력이 미치는 영
향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 보유 확률과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추
정된다.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구주
가 무직, 즉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없는 가구가 자산 측면에서 볼 때 상대
적으로 가장 열악한 것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각 자산방정식에서 기준 더미 변수 대비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인 경우
자산 금액이 다른 가구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부채 또한 많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보유에서도 일정 정도 관측되기는 하지만,
자산 금액 분석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것은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점에서 경제활동 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이 존재하며 그 수준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노후생계를 위한 재원이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임시ㆍ일용 임금근로자가 자산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결
과가 나타난다.
가구 특성인 가구원수와 가구소득이 자산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
로 양(+)의 결과로 나타난다. 다만, 가구원수가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편, 가구소득(근로+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금융자산, 일반 자산, 임
차 주택, 부채 및 자가 순으로 나타나는데,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
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과 종속변수인 자산 금액 모두 로그를 취했다는 점에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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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반응하는 금융자산의 경
우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금융자산은 0.07% 증가하는 수준이다.
한편, 보유 확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산 상호간 연관성을 자산액
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주거 형태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반 자산의 경우에
는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인 경우,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가, 부채의 경우
에는 기타 주거 형태일 때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일반 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금융자산
과 부채 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주택(자가 비자가 모두)과 일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1% 증
가할 때, 가구의 부채는 약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탄력도
는 자산의 절대 금액이 부채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 기준 이후 자산 가치의 변화를 보면, 2009년에 비
해 자산 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증가 추이가 뚜렷하다고 판
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부채의 시기적 변화는 2012년 이후 2009년에 비
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들 중 rho는 패널 확률 효과 분석에서 추정된 관
측되지는 않지만 시간에 불변인 가구 오차항(sigma u)과 일반 오차항
(sigma e)이 표준편차 전체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 값이 0.5
이상 1에 가까울수록 가구 오차항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가구 고유의 특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
향은 자가와 임차 주택에서 0.8 이상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0.57 수준으로 가구 고유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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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약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산 축적에 있어서 관측되지는 않지만 가구 고유의 특성이 미치는 영
향이 존재하며, 일부 자산의 경우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유효성 검토
본 절에서는 재정 패널 자료 상의 조사된 값들과 다섯 가지 자산으로
분류․분석한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검토하고, 필
요한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분석 기간과 동일하며, 패널 확률 효과를 통해 추정
한 가구 오차항을 각각 생성하여 시뮬레이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모든 가구에 대해서 <표 6-4>와 <표
6-5>에서 추정된 가구 오차항(sigma u)을 표준편차로 하는 표준정규분포
상의 값을 임의(random)로 생성하여 가구 고유의 특성값으로 부여한다.
다른 자산의 행태 방정식에 독립변수로 포함된 자가, 임차 주택 및 일
반 자산 관련 변수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활용한다.
따라서 자산별 시뮬레이션은 자가(보유→금액)→임차 주택(보유→금
액)→일반

자산(보유→금액)→금융자산(보유→금액)→부채(보유→금액)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순자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하지 않
았지만, 재정 패널의 자산 합계와 부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
한 자산들의 합계와 부채를 이용하여 각각 순자산을 산출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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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자산별 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재정 패널 자료
상의 평균값과 좀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 내용은 임차 주택 자산 금액의 경우 상수항 –0.15, 개인 오차
항의 표준편차 +0.1, 일반 자산은 상수항 –0.1, 개인 오차항의 표준편차
–0.2, 그리고 부채는 상수항 –0.06, 개인 오차항의 표준편차 +0.1이다.
한편, 상수항의 조정은 자산 분포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
며, 개인 오차항의 표준편차는 자산 분포를 좁게 혹은 넓게 하는 역할을
한다.

1. 자산별 보유 비중과 분포
<표 6-6>은 각 자산별 보유 가구 비중이다. 대체적으로 그 결과를 보
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6〉 자산별 보유 비중: 시뮬레이션과 재정 패널 비교

자가
임차 주택
일반 자산
금융자산
부채
흑자 가구 비중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SIM

60.5%

59.7%

59.5%

60.8%

61.2%

재정 패널

60.0%

60.3%

60.2%

60.2%

61.0%

SIM

79.1%

79.6%

78.4%

79.1%

78.5%

재정 패널

80.8%

81.1%

79.8%

79.7%

77.5%

SIM

27.9%

30.1%

27.9%

29.5%

28.8%

재정 패널

30.0%

31.3%

30.3%

30.2%

30.8%

SIM

77.6%

79.8%

80.8%

80.6%

80.6%

재정 패널

77.8%

80.6%

80.9%

80.4%

80.7%

SIM

46.2%

45.2%

43.6%

41.7%

41.8%
44.1%

재정 패널

48.4%

47.8%

46.6%

44.7%

SIM

89.8%

90.8%

90.5%

91.7%

91.8%

재정 패널

93.1%

94.7%

93.9%

94.6%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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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차이가 큰 항목은 부채이지만,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2012
년 보유 비중의 차이는 3%p 정도이다.
자산 항목 중에서 일반 자산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대적으로 과
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 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변수들이 충분하지 않은 요인
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추정하지 않은 순자산을 재정 패널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각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를 보면 그 차이는 약 3~4% 포인트 정도
로서 보유 확률 측면에서 볼 때 본 보고서의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적정하
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자산별 시뮬레이션 결과와 재정 패널에서 조사된 자산
별 분포를 비교한다.44)
먼저, 자가의 경우 재정 패널에 비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첨도가 약간
낮게 나타나며, 또한 2010년과 2013년의 경우 왼쪽 꼬리 부분이 상대적으
로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거주 주택 평가
금액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차 주택의 경우 재정 패널상의 분포 자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
진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추정이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
을 알 수 있다. 이에 시뮬레이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원래의 분포에 비해
중심이 약간 왼쪽에 있으며, 왼쪽 꼬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난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가구들을 재정 패널 자료와 비교할
때 임차 보증금 수준은 하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
면, 평균 이하 계층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결과는 시각적인 측면의 편의를 고려하여 2009년을 제외한 4개 연도에 대해서만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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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자가 분포

〔그림 6-4〕 임차 주택 분포

일반 자산에 대한 분포의 경우 양쪽 꼬리는 재정 패널 자료와 유사한 편
이다. 다만, 중심이 약간 왼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실제 분포
에 비해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고 있다(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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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분산은 작고 첨
도는 큰 형태였지만, 이후 연도에서는 점차 첨도는 낮아지면서 분산 역시
유사해진다.

〔그림 6-5〕 일반 자산 분포

[그림 6-6]과 [그림 6-7]의 금융자산과 부채는 자가와 마찬가지로 재
정 패널과 시뮬레이션 분포가 비교적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금융자산의 경우 재정 패널 자료상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끄럽지 않
은데 반해, 시뮬레이션 분포는 좀 더 매끄럽고 양쪽 꼬리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길다고 할 수 있다.
부채의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 비해 분포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시뮬레이션 분포 역시 유사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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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금융자산 분포

〔그림 6-7〕 부채 분포

순자산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가구별 자산 금액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이다.
[그림 6-8]을 통해 순자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재정 패널의 분포
를 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양호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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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분포의 특징은 앞의 자산들과 부채에 비해 왼쪽으로 꼬리가 길
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왼쪽 꼬리가 상대적으로 더
욱 길게 나타난다.
〔그림 6-8〕 순자산 분포

주: 순자산>0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연령-자산별 프로필: 보유 비중과 평균 금액
이하에서는 가구주 연령대별 각 자산들의 분포를 비교한다. 비교 대상
은 20대~70대 이상으로 10세별로 구분하여 자산별 보유 비중과 평균 금
액을 비교한다.
먼저, 자가 보유 가구 비중은 시뮬레이션과 재정 패널 모두에서 6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 그리고 60대에 대한 시
뮬레이션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가 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50대 이전에는 재정 패널
에 비해 낮지 않은 반면, 50대 이후에는 약간 낮게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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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연령-자가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그림 6-10〕 연령-자가 profile: 금액

[그림 6-11]을 통해 연령대별 임차 주택의 보유 가구 비중을 보면, 50
대와 60대에서는 재정 패널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되는 반면, 30~40대
에서 약간 낮게 시뮬레이션되며,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약간 높게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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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보유 비중에 비해 비교적 재정 패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60대의 평균 금액이 모든 연도에서 약간 낮게 추정된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1〕 연령-임차 주택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그림 6-12〕 연령-임차 주택 profile: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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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산의 경우 보유가구 비중은 60대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
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한편, 금액 분포는 연도별로
좀 다르지만 50대 전후 시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재정 패널 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을 제외하곤 전
반적인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령대별로 시뮬레이션 결
과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3〕 연령-일반 자산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그림 6-14〕 연령-일반 자산 profile: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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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령대별 금융자산 보유 가구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금융자산액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나는 특징을 갖는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정 패널과 비교할 때 50대 이전은 약간 높고, 이
후는 약간 낮게 나타난다.

〔그림 6-15〕 연령-금융자산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그림 6-16〕 연령-금융자산 profile: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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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을 보면, 30~40대에 그 비중이 가장 높
고 이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부채 금액 역시 비슷한 연령대에 가
장 높고 이후 줄어드는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유 가구 비중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약간 낮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채 금액에 있어서는 40대 이전은 약간 높
지만 이후에는 약간 낮게 추정되고 있다.

〔그림 6-17〕 연령-부채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그림 6-18〕 연령-부채 profile: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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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순자산이 0보다 큰 가구의 연령대별 흑자가구 비중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낮은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낮게 나타나지
만 40대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5% 포인트 이내로 점차 줄
어들고 있다.
흑자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대체로 50대에 가장 높고 이후 줄어든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50대의 평균값은 유사한 반면, 이전 연령대는 약간 높
게, 이후에는 약간 낮은 값으로 나타난다.

〔그림 6-19〕 연령-순자산 profile: 보유 가구 비중

한편, 순자산의 경우에는 평균값 이외에도 [그림 6-21]을 통해 연령대
별 중위값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시뮬레이션과 재정 패널의 결과가 상당
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함께 자산은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 즉 로그정규분포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평균값은 오른쪽
꼬리에 위치한 값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중위값은 그러한 영향으
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그림 6-20]와 [그림 6-21]을 통해 보면, 50대 이전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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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결과가 재정 패널에 비해 오른쪽 꼬리가 길게 나타나지만, 분포
의 중심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0〕 연령-순자산 profile: 평균 금액

〔그림 6-21〕 연령-순자산 profile: 중위값

이처럼 순자산에 대한 재정 패널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다
는 점은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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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결정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순자산
액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제도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즉 순
자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마다 적용하는 자산 종류와 자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이 조금
씩 다르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평가하기 위한 좀 더 객
관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없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의 다른 관련 연구들에서도 시뮬레이션의 적정성을 평가한
연구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제시하지
는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제
시함으로써 향후 발전을 위한 검토와 의견을 듣고자 한다.

제4절 자산 시뮬레이션
자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2010년부터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은 가구
단위로 ‘자가(보유→금액)→임차 주택(보유→금액)→일반 자산(보유→금
액)→금융자산(보유→금액)→부채(보유→금액)’ 순으로 수행된다. 각 자산
별 보유는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결정한다. 각
자산에 대한 가구별 보유 확률을 앞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산
출하고, 그 확률을 균등 확률분포에 따라 생성한 난수값과 비교하여 산출
확률이 임의 확률값에 비해 크면 1(보유), 작으면 0(미보유)로 결정한다.
2010년은 자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첫해이기에 모든 가구에 대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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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특성치45)를 생성․부여하고, 2011년 이후에도 그 값을 그대로 사용
한다. 다만, 2011년 이후 새롭게 생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값
을 생성․부여하며,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산 종류별 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
해서만 수행된다. 가구 고유 특성치와 일반 오차항의 값은 각 자산에 대
한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생성․사용한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는 위의 시뮬레이션 과정 이후에 추가적인 작업
이 필요하다. 즉, 전년도 자산별 보유 상태와 가치를 당해 연도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46) 왜냐하면
현재 DOSA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매각 혹은 매입과 같은 사건(event)에
따른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자산별 보유 여부에 대한 2개년(전년도, 당해 연도)의 시뮬
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47) DOSA에서는 주택매매 사건(event)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작
업을 수행한다.
먼저, 가구주가 65세 이후에는 주택을 새롭게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65세 이후 거주 주택을 매각하면 이후 사망 시점까지는 주
택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65세 이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전년도에는 자가 보유자가 아닌 상태
에서 당해 연도 시뮬레이션에서 자가 보유가 된 경우), 주택매입에 필요

45) 각 자산별로 추정한 오차항의 평균(=0)과 표준편차를 활용한다.
46) 전년도와 당해 연도 연속해서 모든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과정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47) 해당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확률 분석 등이 필요하지
만, 재정 패널을 포함해 국내 패널 조사 자료에서는 관련 정보는 물론, 관측치 자체가
너무 적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와 자료 확
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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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금원은 ‘보증금→일반 자산→금융자산→부채’ 순으로 한다. 이때, 기
존 보증금이 주택가격에 비해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기존의 부채를 상환한
다. 나아가 부채를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더한다.
다음으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전년도에는 자가 보유자였지만 당해
연도 시뮬레이션에서는 자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의 주거 형태는 전세(보
증부 월세 포함) 혹은 기타이다. 전자의 경우 전년도 주택가격이 당해 연
도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부채를 상환한다. 만일 부채 상환 후
에도 남는 잔액이 있다면, 전년 대비 당해 연도 금융자산 증가분에 포함
된 것으로 한다.48) 다음으로 전년도 주택가격이 당해 연도 보증금보다 적
은 경우 부족한 자금은 ‘금융자산→일반 자산→부채(증가)’ 순으로 마련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년도에는 자가 보유자였지만 당해 연도 시뮬레이션에서는 주거 형태
가 ‘기타’인 경우 주택 매각 대금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부채 상환 후 잔액은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금융자산과 일반 자
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 만일 부채상환 초과분을
금융․일반 자산으로 포함․조정한다면 자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조정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망 시 남아 있는 자산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부채가 존재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상속하
는 것으로 한다.49)

48) 이 경우 기술적으로는 부채 금액만이 변화될 뿐 금융자산과 일반 자산에 대한 시뮬레이
션 결과는 조정되지 않는다.
49) 다만, 이와 같은 상속은 사망 모듈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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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다양한 MSM 유형 중에서도 DOSA와 같은 동태적 MSM이 연금 개혁
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태적
MSM은 ①연금의 퇴직 전후 소비수준의 평탄화, ②노인 빈곤 예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③인구 고령화를 모형화하기 위한 능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Dekkers and Belloni, 2009). Li et
al.,(2014, p.307)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개발된 동태적 MSM 86개 중
34개(약 39.5%)가 공적연금 재정 추계 또는 개혁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연금제도에 대한 대표적인 MSM으로
는 DYNACAN(Morrison, 2000), LIAM (O’Donoghue et al., 2009),
MOSART(Fredriksen, 1998, 2003), PENSIM(Holmer et al., 2001),
PRISM (Kennell and Sheils, 1990),LIFEMOD (Falkingham and
Johnson, 1995), SESIM (Flood, 2007; Klevmarken, 2010) and
MIDAS (Dekkers, 2010; Dekkers and Belloni, 2009) 등이 있다.
다른 모형 개발에서도 중요하지만, 연금에 대한 MSM 개발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복잡성 문제이다. 연금제도의 복잡성은 개인의 생애 기
간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event)과 특성, 예를 들어 노동시장 진입
과 퇴장, 소득 수준, 전체적인 가입기간 등에 대한 장기간의 자료가 필요
하고, 나아가 현실의 다양하고 복잡한 연금 급여의 자격과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모형화가 필요하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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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모형의 복잡성은 모형의 유효성에 대한
검정(validation test)을 더욱 어렵게 한다.51) 특히 연금제도의 세부적
특성에 대한 프로그래밍의 내적 일관성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등
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국민연금
DOSA의 국민연금 모듈 역시 그 원형인 MMESP v2.1의 연금 모듈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금 모듈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한
기존 모형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DOSA 연금 모듈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핵심적인 특징을 중
심으로 설명한다.52)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DOSA와 기존 모형의 가장 큰 차이
점은 국민연금 가입 확률과 비율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정보를 최근 시
점까지 업데이트한다는 점이다(표 7-1 참조).
먼저, 국민연금 가입 확률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OSA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8월 부가조사(2007∼2015
년, 2014년 제외)를 이용하여 로짓 분석으로 가입 확률을 추정한다.53)

50)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됨으로써 최근 제도변화가 크지 않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연금제
도의 복잡성은 악명이 높다(notorously)(Gale, 1998).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성립 이
후 몇 차례의 개혁과 지금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모형
화 작업은 더욱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51) 이에 대해서는 3장 1절을 참고하시오.
52) MMESP의 연금 모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권혁진 등(2013), 고제이,권혁진(2014), 권
혁진, 류재린(2015)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핵심적인 특징만을 서술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내용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53) 2014년에는 비임금근로자의 연금 가입과 관련된 자료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
이하게 2014년에는 2013년의 추정 결과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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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의 시뮬레이션에는 2015년의 결과를 그대로 연장하여 사용
한다. 기준 연도인 2005년과 시뮬레이션 첫해에는 2007년의 추정 결과
를 사용하였다.
가입 비율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 비율의 경우
2005-2015년은 경활조사자료의 가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용하였
으며, 지역 납부 예외자 수, 가입자 수 등의 국민연금 통계상의 실적치를
(2005-2015) 이용하였다. 기존 모형에서는 2011년까지의 실적치를 사
용한 반면, DOSA에서는 2015년까지의 실적치로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2015년 이후의 모의실험 기간에는 3차 재정추계의 전망치를 역산하여
산출한 성․연령․종별 가입률을 적용한다.

〈표 7-1〉 국민연금 모듈에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셋
Event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

구분

기존

수정

alignment
set

• 3차 연금 재정추계의 거시·
제도 기초 변수

• 2015년까지 국민연금 실적치
• 2016년 이후 3차 연금 재정
추계의 제도 기초변수
• 2015기획재정부 거시 기초
변수

parameter
추정

• 국민연금 가입 확률 셋: 경
제활동인구 8월 근로 형태
별 부가조사(2007~2011년)

• 국민연금 가입 확률 셋: 경제
활동인구 8월 근로 형태별 부
가조사(2007~2013년)

이하에서는 국민연금 모형을 크게 가입 단계와 수급 단계로 나누어 간
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입 단계는 가입 확률의 추정과 가입 비율의 산출
및 적용, 수급 단계에서는 기본연금액(BPA: Basic Pension Amount)의
산출 과정과 급여 종류별 급여 수준의 처리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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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단계
연금 모듈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가입유
형은 크게 사업장․지역․임의가입으로 구분되는데, 편의상 임의가입은 모
형에서 제외하였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59세의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즉,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
족연금을 수급하는 사람 역시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가입대상으로 간주
하였다.

가. 가입 확률
국민연금 가입 확률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8월 근로 유형별 부가 조사
(2007∼2015년)를 이용하여 로짓 분석으로 추정하였다.54) 경제활동인
구 조사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가구
적, 경제적 및 노동시장 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개인의 경제활동 특성
과 국민연금 가입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 모형의 변수들은
국민연금 가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던 선행 연구들(권혁진, 2012; 김영
옥 등, 2011; 석재은, 2003)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개인적 요인, 경제
적 요인, 노동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표 7-2 참조), 각 요인에 속한 다양
한 변수들 중 선행 연구들에서 주요 변수로 제시하였던 것만을 고려하였
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구학적 변수인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경제
적 요인으로 평균 임금, 그리고 노동요인은 종사상지위를 고려하였다.

54) 단, 2014년은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
입 확률의 추정이 불가능하여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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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국민연금 가입 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 및 특징
변수구분

변수

종속변수

개인적 요인

처리 내용

국민연금 가입
여부

미가입 =0, 가입=1

성별

여성=0, 남성=1

연령

만18-60세

연령 제곱
교육 수준

중졸/고졸/(초)대졸/석사 이상

배우자 유무

미혼=1 유배우자=2, 이혼,사별=3

경제적 요인

평균 임금

지난 3개월간 평균임금 (단위: 만 원)

노동 요인

종사상지위

상용 근로자=1, 임시ㆍ일용근로자=2,
자영(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3

국민연금 가입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분석결과
는 <표 7-3>과 같다.

log   =   +     +     +    +   +
  




 



    +

 

 



 

 :  의 국민연금 가입 확률,   :  의 평균임금.
   :  의 교육 더미(  =1,...,  ),    :  의 교육 더미(  =1,...,  )
  :  의 연령(만 나이),  :  의 혼인 상태

단,

<표 7-3>을 통해 전체 경제활동인구(만 18-60세)의 국민연금 가입률
을 분석한 로짓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에는 개인적, 경제
적, 노동시장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 대부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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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국민연금 가입 확률

성별
연령
연령 제곱
배우자 유무
중졸 미만 더미
(초)대졸 더미
대학원 졸 더미
평균 임금
상용근로 더미
임시ㆍ일용 더미
상수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0.689***

0.661***

0.602***

0.690***

0.731***

(0.036)

(0.037)

(0.038)

(0.039)

(0.041)

0.136***

0.124***

0.125***

0.140***

0.204***

(0.014)

(0.014)

(0.014)

(0.015)

(0.015)

-0.001***

-0.001***

-0.001***

-0.002***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4

-0.004

0.003

-0.005

-0.0199

(0.047)

(0.048)

(0.048)

(0.050)

0.050

-0.231***

-0.237***

-0.256***

-0.181***

-0.378***

(0.048)

(0.050)

(0.053)

(0.056)

(0.060)

0.219***

0.177***

0.268***

0.206***

0.277***

(0.043)

(0.043)

(0.045)

(0.045)

(0.046)

-0.209

-0.207

0.173

-0.029

0.0168

(0.146)

(0.139)

(0.128)

(0.131)

(0.122)

0.012***

0.010***

0.011***

0.011***

0.004***

(0.001)

(0.001)

(0.001)

(0.001)

(0.000)

1.551***

1.569***

1.363***

1.318***

3.055***

(0.116)

(0.121)

(0.118)

(0.124)

(0.137)

-1.896***

-1.901***

-1.973***

-1.926***

-1.050***

(0.073)

(0.083)

(0.083)

(0.089)

(0.078)

-3.497***

-3.071***

-3.143***

-3.308***

-4.563***

(0.282)

(0.282)

(0.286)

(0.293)

(0.300)

Log pseudo
likelihood

-8312188

-8349387

-8190559

-8099014

-7542692

Wald chi2(10)

5330.82

5061.53

4946.49

4550.1

3935.42

Pseudo R

0.3904

0.3888

0.3893

0.3914

0.3970

Obs.

34,392

33,703

32,677

32,237

30,259

2

주: 1) 학력 더미는 고졸, 근로 더미는 자영이 기준임.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3) *** p<0.01, ** p<0.05, * p<0.1
4) 2010년 이전의 가입 확률 분석결과는 권혁진 등(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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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적인 요인의 경우 성별 더미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과 연령 제곱은 각각 유의한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
지지만 특정 연령이 지나면 가입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배
우자의 유무는 2008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수준과 관련된 결과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는 가입률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와 대학원 졸업
등의 일부 개인적인 특성이 가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개
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가구·경제·노동 요인들이 모두 분석모형에 포함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 가입은
개인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
구, 경제, 노동 특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대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
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요인의 경우, 상
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자영자에 비해 높지만 임
시ㆍ일용의 경우 자영자에 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나. 가입률 및 기타 제도변수 가정
가입과 관련된 제도 기초 비율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치가 있는 기간 동
안에는 실적치를 사용하였고, 이후의 기간에는 3차 재정추계의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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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랐다. 먼저, 가입률의 경우 2015년 이후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3차 재정추계의 전망치를 역산하여 산출한 성․연령․종별 가입률을 사용한
다(표 7-4 참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보건복지부(2013)는 2000년
대 말부터의 국민연금 가입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15년에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로그함수 형태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 유지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5-2015년은 경제활
동인구 조사 자료의 가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용하였고55), 납부 예
외자 수, 징수율 등은 국민연금 통계상의 실적치를(2005-2015) 이용하였
다. 이후에는 모두 3차 재정추계의 가정을 따른다.

〈표 7-4〉 3차 재정추계의 주요 제도 변수 가정

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율

납부 예외자
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7.4

88.5

89.2

89.8

2015년
이후

2050년 이후

90.0

2011년

…

2050년 이후

44.1

선형보간

30.0

2011년

…

2050년 이후

56.5

선형보간

30.0

2011~2015년
사업장 가입자
징수율
지역가입자
징수율

…

…

2050년 이후

선형보간

80.0

98.6
66.6

55)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8월에는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된 항목들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에는 2013년의 비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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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 7-4>의 가정에 따라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산출하
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가입 종류는 크게 사업장과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라는 일
반적인 구분과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는다. 또한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 비율, 즉, <표 7-4>의 제도 기초 비율이
성–가입종별에 대해 1세 단위가 아닌 5세 단위로 공개된다는 점이다.56)
이러한 여건하에서 연도별 가입자 수 산출을 위한 집계치(가입비율) 산
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적치가 존재하는 기간(2006-2015년)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의 성․연령(1세)·경활상태별(상용·임시
/일용·자영) 임금근로자 수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가입자 수를 산출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3차 재정추계의 가정에 따른 전망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과정을 거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3차 재정
추계의 성·5세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형보간법으로 보정하여 매 연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연금 가입대상 연령 인구에
대해 성·5세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수를 산출하였는데, 이때 5세 단위값
을 1세 단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3차 재정추계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를 산출하
였다. 다음으로 가입 종류별 가입자 수는 3차 재정추계에서 2011-2050
년 기간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성․5세 연령별 지역가입자
비율을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57)
이후 위에서 산출된 사업장 가입자에 징수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사
업장 가입자 수를 산출하였고, 납부 예외율과 징수율을 고려하여 실질적
56) 1세 단위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면 바로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57) 2050년 이후의 기간은 3차 재정추계의 방식대로 2050년 수준에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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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역가입자 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납부 예외자 비율 또한 3차 재정추
계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2011년 56.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
년에 30%에 이른 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선형보간법을 통해
2011~2050년의 연도별 전체 납부 예외자 비율을 구하였다. 여기에 성
별·연령별 비율의 차이를 지수화한 성·연령별 납부 예외자비율을 이용하
여 납부 예외자를 산출하였다. 징수율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징수율을
98.6%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2011년
66.6%에서 2050년 80%로 증가한 후 2050년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선형보간을 통해 2011-2050년의 연도별 전체 지역가입
자 징수율을 구하였고, 여기에 성별·연령별 비율의 차이를 지수화한 성·
연령별 징수율을 이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종별 실질적인 가입자 수가 산출된 이후에는
앞서 추정한 가입 확률을 이용하여 가입종별 가입자를 선별하였다.
한편, 2006년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의 4.5%, 지
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의 9%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은 2016년까지는 실적치를 이
용하고 이후에는  값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가입 기간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연간 12개월을 모두 가입한 것으로 가
정하였다. 반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는 한국노후보장패널(KReIS)을 이용하여 행정 자료를 통해 해당 근로자
의 성·연령 가입 개월 수별 비율을 계산하였고, 이 비율에 근거하여 각 개
인의 가입 월수를 균등 확률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노후보장패널(KReIS)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 데이터셋
에서 연금 가입자로 선정된 자들의 기준 시점(2005년) 이전 기간(19882004년)동안의 연금 가입 이력을 보정하였다(backwar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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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월 단위의 행정 자료를 연간 단위로 재정리하여 성-연령-가입
종별을 기준으로 복원하고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금 이력을 매칭시켰다.
매칭된 이력은 이후의 모의실험의 결과로 구축된 가입 이력과 함께 수급
권 확보의 판단과 수급액 산정에 사용하였다.

2. 수급 단계
DOSA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
션을 통해 누적된 각 개인의 연금 이력과 이미 구축된 기준 시점의 국민
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산출된다.

가. 기본연금액(BPA: Basic Pension Amount) 산출
국민연금 연금월액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민연금 연금
월액은 기본연금액(BPA)에 각 연금 종별 수급 요건과 지급률 및 제한율
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58)을 더하여 계산한다(식 7-1).

연금월액 = 기본연금액(BPA)×연금 종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7-1)
*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 기간 10년 50%(1년당 5% 증가)

58) 연금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부양가족
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
생자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되
며,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부양가
족으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용
어 사전을 참조.
(Website URL: http://www.nps.or.kr/jsppage/app/etc/dictionar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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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가입 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 


 ∼ 년
  년

      ×  
      × 
⋯⋯⋯⋯


년  년 
년
년 이후
      ×        ×  ×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7-2)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딧 포함)



 : 가입자의 전체 가입 월수(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
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 월수)



 : 1.5∼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의 상수



⋯ : 2008년에서 2028년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계수가 1.5
에서 매년 0.015씩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2028년에 1.2를 적용.



 : 추가 가입 기간 12, 30, 48, 50(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 20년 초과 월수(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 복무 및 실업 크레
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 월수)

기본연금액은 기본적으로 “급여계수×(A+재분배 상수×B)×가입 기
간”으로 계산된다. 각 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급여계수는 연도별 적용

제7장 공적연금

185

되는 소득대체율59)의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값이 달라진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평균소득자의 소득대
체율은 70%로 설정되었으나, 1998년과 2007년의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점차 감소하여 40%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급여계수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식(7-2) 참조).
예컨대, 식(7-2)에서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70%인 1988-1998년
동안에는 급여계수가 2.4이며, 이후 소득대체율이 인하됨에 따라 19992007년에는 1.8, 2008년 1.5로 줄어들었고, 2008년 이후에는 매년
0.015씩 인하되어 2028년 이후부터는 1.2로 고정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들의 기준소득월액의 3년동안
의 연도말 평균인 평균소득월액(AW)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로 재평
가한 금액이다. 예컨대, 어떤 연금 가입자가    시점까지 가입하고
     에서 연금을 수급한다면, 여기서  값은 수급 개시 전년도( )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연말 기준 평균소득월액(  )을 소비자물가상승
률(  )로 재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의미하며, 아래의 식(7-3)과 같이 구
해진다.




       ×



   



 

            

(7-3)

DOSA의 연금 모듈에서는 실적치가 있는 2016년까지는 실적치를 사
용하고, 2017년부터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값을 직접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즉, 매년 모형 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기준소득

59)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소득대체율은 연금 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
로 나눈 값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오.
(Website URL: http://www.nps.or.kr/jsppage/app/etc/dictionar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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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  )을 구한 후, (7-3)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값
을 직접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생애월평균소득(  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
득월액(  )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의 평균으로 계산한다(식(7-4) 참조). 만일
어떤 연금 가입자가    시점까지 가입하고      에서 연금을 수급
한다면,  값은 수급자의 가입 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  )을    시
점의   값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금액(  ′ )의 평균이다.





    ′  ′   ′     ′   











 ′  






 × 








(7-4)

나. 급여 종류
급여의 종류와 수급 조건은 다음의 <표 7-5>와 같다. 노령연금 수급액
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 활동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행제도에서는
노령연금 내에서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노령
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져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 있
는 업무에60) 종사하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60)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A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
지 참조. 한편 그 이전에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60세 수급)에서 90%(64세 이후)로 감액․지급되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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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연령별 감액이 이루어지며, 2015년 7월 29일 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진다. 소득 구간별 감
액은 A값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이다. 이때, A값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부터 400만
원 이상인 경우까지 100만 원 단위로 소득 구간이 나누어져 각기 다르게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A값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초과소
득월액분의 5%가 감액되며, 4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에 400만 원
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를 더한 금액이 감액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의 70%(55세 수급)에서 기본연금액의
94%(59세 수급)를 부양가족연금과 같이 수급한다. 이때 연령에 따라
6%p(월 0.5%p)씩 상향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장애 1급인 경우 기본연금
액에 100%, 2급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0%, 3급인 경우에는 기본연
금액의 60%를 부양가족연금과 같이 각각 수급한다. 4급의 경우에는 기
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40%(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50%(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60%(20년 이상)를
각각 부양가족연금과 함께 수급한다.
DOSA에서는 노령연금과 장애, 유족연금만을 시뮬레이션한다. 즉, 소
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시금(장애․사망․반환), 출산․군 복무 크레
딧 및 부양가족연금 등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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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급여의 종류와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 종류 및
수급권자

노령
연금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조기

분할

수 급 요 건

급여수준

본인

가입 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
한 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 기본연금액의 50~100%＋부양가족연금액
니하는 경우

본인

‘15.7.29 전 지급 사유 발생 건의 경우
: 기본연금액의 25~90%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
‘15.7.29 이후 지급 사유 발생 건
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기본연금액의 50%~100%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본인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
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 기본연금액의 35~94%＋부양가족연금액
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연령별 지급률: 55세 70%, 56세 76%, 57세
(65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 82%, 58세 88%, 59세 94%)
면 감액된 연금 지급)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60세 이상이 된 경우
기본연금액의 60%~10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4급)

본인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

유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기본연금액의 40%~6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
로 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
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반 환
일시금

본인 ․
유족

60세 도달 10년 미만 가입자 중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
던 자의 사망 시(유족연금에는 해당
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
되지 않는 경우)
- 10년 미만 가입자의 국적상실 또는
이민

사 망
일시금

유족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반환일시금 상당액(단, 한도액은 재평가된 최종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표준소득월액과 B값 중 큰값의 4배 이내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

주: 1) 특례,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는 20년 가입 기준의 기본 연금액으로 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오.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eb site URL: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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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은 18-59세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가입 이력과 <표 7-5>와 같은 국민연금 급여 종별 수급 자격과 수
급액에 대한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노령연금은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법정 수급 연령에 도달한 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이력과 급여
종별 기준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별하고 최초연금액을 산출하였다. 이
때,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부
터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61)

〈표 7-6〉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수급 개시 연령
출생 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 04_02.jsp에
서 2016. 9. 27. 인출.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조기연금 수급자를 균등 확률에 따라 무작위 추
출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62) 조기연금 수급자 규모의 집계값을 조
61)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62)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은 가입월수와 연령조건 충족 이외에도 은퇴라는 생애 사건에
대한 모형화를 필요로 한다. 즉,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은 개인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
른 은퇴라는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를 추정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은퇴 결정 요인에 대해 모형화하고 있는 선행 연구가 그리 많지 않
고, 관련 변수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섣부른 모형화는 오히려 모형 설정의 오류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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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alignment)하기 위한 성․연령․가입자유형(가입자, 대기자)별 조기연
금 수급자 비율은 실적치63)와 3차 재정추계 조기수급률 전망치를 활용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6-2010년 동안에는 실적치를 사용하
였고, 2011-2012년은 2010년의 실적치를 연장하여 그대로 적용하였다.
수급연령이 조정되기 시작하는 2013년부터의 60세 이상의 조기노령연
급 수급률은 3차 재정추계 전망치를 적용하였다.64)
장애연금은 신경혜·김형수(2011, pp. 87-88)의 성별·연령 계층별·장
애 등급별 장애 발생 비율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시뮬레이션하였
다.65) 그리고 유족연금은 사망 모듈에서 시뮬레이션하며, 사망자가 국민
연금을 수급 또는 가입 중 이었을 경우, 사망자의 과거 연금 이력을 통해
유족연금액을 산출하였다.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제한하였고, 우선권
은 배우자에게 두었다.
한편, 이상의 방법으로 각종 급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2개 이상
의 급여가 중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노령연금과 유족연
금, 노령연금과 장애연금만을 고려하였고, 기타 유형의 중복급여는 고려
하지 않는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유
족연금의 20%’ 중 큰 금액을 택하는 것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급
여액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하였다. 또한 유족연금과 장

시킬 수 있으므로 DOSA에서는 이를 모형화하지 않는다. ‘은퇴의 모형화’는 향후의 연
구 과제로 남겨 둔다.
63) 신경혜·김형수(2011, pp.62-66)
64) 연금수급연령 조정에 따라 최근 조기노령연금 수급률은 예상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하
지만 본 모형에서는 최근 실적치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
다. 해당 정보만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는 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역시 모형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65) 장애연금 역시 최근 실적치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향후 해당 정보를 획득․반영함으로
써 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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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금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제3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66)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
으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과 재산을 통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의 노인이며,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탁현우, 2016, p.11)67)68)
이처럼 기초연금액의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
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69)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이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16, pp.3-5).
기초연금의 급여액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별 기초연금액
을 산정한 후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통해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종 결정된다.

66)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
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67) 기초연금법 제3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의 70%수준이 되도록 선
정기준액을 정하여 발표한다.
68) 기초연금 이전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변천과 기초연금의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는 강
성호(2014), 윤성주(2014), 탁현우(2016)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본고에서는 기초
연금 제도의 모형화 측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69)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급여액 결정을 위한 소득과 자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 등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201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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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대상 유형별 기초연금액 산정
구분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국민연금 급여액 등,
A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정 대상

대상 유형

- 무연금자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
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
하인 국민연금 노령
연금·분할연금 수급권
자 및 연계노령연금·연
계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노
령연금·분할연금 수급
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기초
연금액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

▼

▼

기초연금
급여액
(감액 후)

2만 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산정 대상

-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

2만 원~부가연금액

주: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 연금법상 특례
자료: 보건복지부(2016), p.5

대상 유형별 기초연금액의 산정은 <표 7-7>과 같이 이루어진다. 국민
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A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한
다. ‘  급여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  급여액’수준에 따라 부가연
금액(=기준연금액의 1/2)에서 기준연금액 사이의 금액을 식(7-5)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연금액–2/3×A급여액)+부가연금액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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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ʻ국민연금 급여액 등ʼ(부양가족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
금액으로 산정한다(보건복지부, 2016, p.94).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별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 후에는 ‘기초연금
법 제8조’에 명시된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된다. 먼저,
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
초연금의 수급자가 같은 소득의 기초연금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소득을
얻게 되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
액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6, p. 95). 이때 감액 원칙은 산정된 기초
연금액을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가구의 경우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며,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
우 4만 원 단위로 감액을 적용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적용되는 2016년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다음의
<표 7-8>과 같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때, 기초연금액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가구 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되며,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가구 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생성하게 된다. 또한 구간별 금액은 기준연금액
을 기준으로 소득 역전을 방지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은 단독 수급의 경우 20만 2,600원이고, 부부 2인 수급의 경
우 32만 4,160원이다(보건복지부, 2016,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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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기초연금 급여액 표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부부
2인
수급
가구

소득인정액
(ʼ16년)

82만 원 미만

82만 원 이상~
84만 원 미만

84만 원 이상~
86만 원 미만

86만 원 이상~
88만 원 미만

88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Min
(bp, 18만 원)

Min
(bp, 16만 원)

Min
(bp, 14만 원)

Min
(bp, 12만 원)

소득인정액
(ʼ16년)

90만 원 이상~
92만 원 미만

92만 원 이상~
94만 원 미만

94만 원 이상~
96만 원 미만

96만 원 이상~
98만 원 미만

98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2만 원

소득인정액
(ʼ16년)

142만 원 미만

142만 원 이상~
144만 원 미만

144만 원 이상~
146만 원 미만

146만 원 이상~ 148만 원 이상~
148만 원 미만 150만 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Min
(bp, 18만 원)

Min
(bp, 16만 원)

Min
(bp, 14만 원)

소득인정액
(ʼ16년)

150만 원
이상~
152만 원 미만

152만 원 이상~
154만 원 미만

154만 원 이상~
156만 원 미만

156만 원 이상~ 158만 원 이상~
158만 원 미만 160만 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Min
(bp, 12만 원)

2만 원

소득인정액
(ʼ16년)

132만 원 미만

132만 원 이상~
136만 원 미만

136만 원 이상~
140만 원 미만

140만 원 이상~
144만 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1+bp2)

Min [(bp1+bp2),
28만 원]

Min [(bp1+bp2),
24만 원]

Min [(bp1+bp2),
20만 원]

소득인정액
(ʼ16년)

144만 원 이상~
148만 원 미만

148만 원 이상~
152만 원 미만

152만 원 이상~
156만 원 미만

156만 원 이상~
160만 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6만 원

12만 원

8만 원

4만 원

주: 1) bp = 기초연금액
2) bp1+bp2 =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부부 감액 후 합산한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2016), p.105.

<표 7-8>을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면, 앞의 <표 7-7>에서 기초연금액
이 기준 연금으로 산정된 자의 경우 구간별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된다. 예
컨대, 어떤 가구의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으로 산정된 단독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82만 원 이상 84만 원 미만이라면 18만 원을 수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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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의 <표 7-7>에서 기초연금액이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의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구간별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한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구간별
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도 선정기준
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구간별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구간별 금액이 부가연금액 이하인 구간은 항상 구간별 금액이 더 작게
된다. 예컨대, 기초연금액이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부부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2만 원 이상~136만 원 미만인 경우, 만일
이 가구의 기초연금액이 22만 원이라면 이 가구는 28만 원이 아닌 22만
원을 수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모형화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먼저, DOSA에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의실험 대상자 중 개
인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순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65
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하위 70%를 선정한다. 기초연금의 수급을 결정하
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결정되는
데, 현실 제도에서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식 (7-6)에 따라 계산된다. 즉,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70%와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
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소득평가액= {0.7x(근로소득 – 소득 공제액)}+기타 소득

(7-6)

하지만 DOSA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연금소득만이 존재
함으로써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015년 52만 원, 2016년 56만 원, 그리
고 이후 기간에 대해선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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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소득 환산액=[{(일반 자산 –기본자산액)+(금융자산 –금융자산
공제액)–부채}×자산의 소득 환산율÷12월]+P

(7-7)

단,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기본 자산액 공제: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기초연금 제도상 자산의 소득 환산액은 식 (7-7)과 같이 산출된다. 하
지만 해당 내용을 그대로 모형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먼저,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제도들의 조사 대상 자산의 범위와 정의 등은 재정 패널을 비
롯한 패널 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제도
에서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으로 정의․조사되고 있지만, 본 모형에서 부채는
재정 패널의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
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
금 혹은 임대보증금 및 기타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부채 범위
가 상대적으로 넓다.
또한 DOSA에서는 자동차와 회원권 등과 같이 주택 이외의 자산들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기초연금에서 자산 소유자는
개인 단위이지만 본 모형에서는 가구 단위라는 점70), 그리고 아직까지
DOSA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제
도에 대한 모형화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한계점들이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
70) 모형에서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 자산액을 1/2로 할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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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계점들은 특정 개인/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보다는 모든 개
인/가구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시뮬레이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2016년 기준연금액은 실적치를 사용하며, 이후 기간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다.71) ②자산의 소득 환산율은 5%로 가정
한다. ③기본자산 공제액은 2016년 기준 지역별 공제액(대도시 13,500
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의 평균치인 9,750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한다. ④금융
자산 공제액은 2016년 기준 2000만 원으로 가정하며, 이후 기간에 대해
선 물가상승률과 연동한다. ⑤모형에서 산출한 선정기준액과 2015년 실
적치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부채액의 20%만을 적용한다. 이는 모형에서
부채에 대한 범위와 조사단위(가구)가 상대적으로 넓은 점을 고려하여 선
정기준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⑥개인별 국민연금 수급액
은 DOSA의 국민연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한다.72) ⑦기초연
금 급여액은 수급단위(단독, 부부1인, 부부2인)별로 정하였으며 부부감액
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였으며, 감액수준은 2016년 실적치를 물
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적용한다.
한편, 이상의 모형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선정기준액 산출에 있
어서 부채액만을 조정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소득․자산 조사 대상 노인

71) 법․제도상으로는 기준연금액에 대해 매 5년마다 물가상승률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A값) 변동률이나 수급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평가한 후
결정하지만, 그 사이 기간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모형
에서 기준연금액은 장기적으로는 과소 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모형에서는 기준연
금액을 국민연금 제도상 A값의 10%로 연동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algorithm)을 작성
하였다.
72) 현실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A값과 생애월평균소득인 B값에 따른 금액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자료와 통계를 갖고서는 이를 구분․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DOSA와 같이 개인 단위의 장기 이력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형은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
로 매우 작다는 점에서 모형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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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유한 자산항목별 평균 금액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위의 ⑤에
서와 같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좀 더 다양하게 수행함으로써 모형의 현
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당 정보는 자산 시뮬레
이션에 대한 유효성 검토 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모형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8

장

조세: 소득세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제2절 소득세

8

조세: 소득세 <<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73)
MSM은 거시적 균형을 고려하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과는 달리, 가계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모형이다. 하지
만 MSM에서는 가계의 이질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
과 가구의 특성이 중요한 제도의 분석에 그 어떤 모형보다 정교하게 실험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히 복잡한 조세정책 평가·분석에 널리 활
용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모형이 EU의 EUROMOD이다.
EUROMOD는 국가 또는 지역별 차별적인 조세-급여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동 모형은 유럽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뮬레이션 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서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UROMOD는 대표적인 정태
적 모델(static model)로써 인구 집단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개인의 행태
적 반응이 시간에 불변이라 가정하고 조세와 공적이전지출을 시뮬레이션
한다. 모형에서는 EU 개별 회원국 또는 EU 전체의 조세-급여 제도의 가
구소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와 공적이전의 효과
는 물론 해당 정책 변화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 근로인센티브 또는 정
부 예산에 대한 영향까지 파악한다. 또한 실제 정책변화로 인한 빈곤 및
소득 불평등과 같은 지표를 측정·비교하는 등, 개별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가상의 경제 상황이나 인구 또는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미시적 영향과 함

73) 해당 절은 Sutherland & Figari(2013)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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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EUROMOD의 투입 데이터는 대부분
Eurostat의 소득 및 생활 여건에 관한 EU통계조사(EU-SILC)로부터 추
출된 자료에 기반하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기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
기도 한다.
EUROMOD의 주요한 목적은 가구 가처분 소득 중 조세와 공적이전소
득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이에는 소득세(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
회보험료(고용자 및 자영업자, 고용주 지불), 가족 수당, 주거 수당, 사회
부조 및 기타 소득 보조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다만 EUROMOD의
투입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제 서베이 데이터에서 개인의 이전 고용상태
나 보험금의 시계열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연금이나 대부분의 사회보험
금 수혜내역, 장애 수당 등은 시뮬레이션에서 제외된다.
공적이전소득의 추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국가
에서는 고용주 부담의 무기여식(non-contributory) 연금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이러한 연금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시뮬레
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UROMOD 내에서 개별 국가의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보
면(그림 8-1 참조), 먼저 EU-SILK나 해당 국가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
여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이후 노동시장이나 소득 수준, 물가 등의 변화
를 고려하여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세트에 조세와
공적이전제도 규칙(rule)을 투입하고, 제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기준선
(baseline scenario)과 비교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다음
단계로 시나리오에 따른 제도 규칙을 적용하여 개인 및 가구의 총소득과
순소득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제도 개편 전후의 정부
지출 규모, 빈곤율, 근로인센티브 등을 측정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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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EUROMOD 내에서 개별 국가의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과정(예)

자료: http://www.praxis.ee/en/works/developing-the-estonian-country-component
-of-euromod/

EUROMOD는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 공적이전소득(+)을 고려하
여 소득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일부 정보의 부족으로 동 모형의 기본
결과는 공적이전의 비수급 및 탈세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즉, 어떤 제도
나 정책의 시행, 과세에 따르는 비용은 모두 ‘0’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
에 모형에서 산출하는 조세나 공적이전 규모가 과다 추정 될 가능성이 있
으며, 실제 서베이 자료상의 가처분 소득 규모나 분포와 상당히 괴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또는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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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공적이전의 비수급 비율이 높은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는 외
부 통계에서 발표된 수급 건수에 기초한 수급률을 고려하여 모형을 시뮬
레이션한다. 또한 불가리아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 조세회피도가 높은 것
으로 알려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베이를 통해 조사되는 소득을 원천별
로 세분하여(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조세 당국에 의해 보고된 소득으
로 가정할 수 있는 부분과 조세 회피가 일어날 수 있는 기타 소득 부분
(residual component)으로 나누어 이를 보정한다.
EUROMOD를 활용하여 수행된 실증 연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주제
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첫째, 조세 및 재분배 정책 효과의 추정을 들 수 있
다. EU-SILC에서 총소득 및 순소득 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던 2009년 이
전에 EUROMOD는 유럽 전체 국가들에 대해 정부의 개입 전과 후의 미
시수준의 소득정보의 유일한 자료원으로서 기능하면서 조세-공적이전 정
책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Immervoll et al.(2006)에서는 EUROMOD를 이용하여 유럽 국가들에
서 조세와 정부 지출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고,
Paulus et al.(2010)은 주요 현물 급여(교육, 보건, 공공주택 등)의 영향
을 고려한 정부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Decoster
et al.(2010)은 간접세를 고려한 세후 소득 분포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Sutherland & Figari. (2013)에서 재인용).
EUROMOD를 활용한 두 번째 연구 주제로는 국가 간 정책 교환 효과
분석(Policy swapping analysis)을 들 수 있다. 이는 유럽 대륙 전체 수
준에서 다양한 국가에 대한 통합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정책을 특정 국가에 이식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서
로 다른 조세-급여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정책 교환 실험은 특히 어떤 관심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이 주어

제8장 조세: 소득세

205

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와 조세-급여시스템과 대상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정하고, 국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세 번째로 EUROMOD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뮬레이
션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소득 세제 설계와 관련한 실증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아져가는 정률과세의 적용에
따른 재분배 및 노동 공급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Paulus and Peichi, 2009; Sutherland & Figari, 2013에서 재인용).
네 번째로 노동 공급에 관한 주제이다. EUROMOD는 정책 변화로 인
한 개인의 근로의욕에의 영향과 그에 따르는 후속 효과들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노동 시간 변화(intensive margin, 예: 유효 한계세
율-근로시간이나 추가적 노력으로 인한 총 소득의 변화에 따르는 추가적
인 세율의 변화, 납부세액의 증가 혹은 이전수입의 감소 초래) 및 노동시
장 참여 측면(extensive margin, 예: 순소득 대체율 또는 참여율)과 관
련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EUROMOD가 제공하는 근로인센티브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EUROMOD는 거시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호제도의 완충효과(cushioning effects)를 추정하
고, 전반적인 소득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세-급여 시스템에 대한 스
트레스 테스트에 적용되는 등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유럽 내 정책적 현
안 파악을 위한 중요한 도구도 기능하고 있다(관련 연구는 Figari et
al.(2011), Avram et al.(2011), Fernandez et al.(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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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득세
1. 조세제도와 가계의 소비73)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와 소비세는 전체 조세수
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세목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소득 세제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조세와 관련한 MSM에서는 가계의 소비를 다루는 방식은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Peichl, 2008).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구성
하는 주요 세목이자 DOSA의 핵심 모듈을 구성하는 소득세 모의실험에
서 소비와 관련된 공제액의 추정은 더욱 중요하다.
MSM에서 소득을 가령 교육비, 의료비 등의 사용처에 따라 나눠야 할
필요가 있거나, 더 직접적으로는 간접세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면 소비 행태를 필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소비 행태의
추정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소득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계의 소비 행태 추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과소한 상태이다.
소비 행태의 통계적 추정은 가장 일반적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주어진
데이터 셋이나 외부 자료로부터 OLS, GMM과 같은 통계학적 추정기법
으로 설명요인들의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예측된 변수값을 사용하
는 방법론이다.
O’Donoghue et al. (2004)에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73) 본 소절은 MSM에서의 소비 행태에 대한 선구적 연구인 Klevmarken (1997), Lawson
(2014)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주제는 MSM의 여러 쟁점 중 상대
적으로 관심이 덜 한 부분으로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MSM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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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 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EUROMOD에 자체적으로 소비지출 모
듈을 개발·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총지출(C)에 비례하는 간접세의 특성에 기반하여 아래
의 식과 같이 총지출을 추정하였다.

ln      ln     

여기서  는 소득, X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이며,
 는 이러한 설명변수로부터 추정할 계수들이다. 데이터로부터 추정

한
 

 로부터 다시 C를 예측하고(
 ) 여기에 2차 엥겔함수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예산 비율인   를 구하는 것이다.

      ln   ln    
단, 위 식의 계수들(  …  )은 앞 식의 계수들과 다른 의미임에 주의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여 20종의 상품군에 대한 간접세 제도를 기준선
모형(baseline model)과 비교 검토하여 소비 행태 모듈을 추가한 확장
판 EUROMOD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MSM에
서 소비지출 행태를 고려하여 간접세 효과를 분석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라 하겠다.
그밖에 조세수입, 가계지출에 대한 간접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IF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가 개발한 SPIT(Simulation Program
for Indirect Taxation)가 있다. SPIT에서는 11개의 상품 그룹, 주거비,
내구재로 상품을 구분하였고, 이들의 가격들을 이질적인 것으로 가정한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사용한다(Symons,1991). 이때 활용하는 수요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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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ID(Almost Ideal Demand)의 확장 형태이다(Decoster, 2006).
일반적인 AID 모형에서의 수요함수는  번째 상품의 예산 대비 비율
  의 가격  , 소비량  의 함수이다.

   
ln     

 ln   ln


 ln 























ln  ln 

위 식에서  는 추정해야 할 매개변수들이며,  는 상품의 색인
이다. 여기에서 다음의 제약식들을 충족할 경우 추정해야 하는 매개변수
의 수가 대폭 감소함에도 0차 동차함수고 슬러츠키 대칭성을 만족하는
수요함수가 된다는 것이 AID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Deaton and
Muellbauer, 1980).






 






 






 






 

  

이러한 모형들의 공통점은 관측된 데이터셋으로부터 계수를 추정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필요한 변수를 예측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정해야 하는 매개변수의 수는 각 매개변수의 조합의 곱과 같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추정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 될 정도로 매개 변수가
많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만일 매개변수의 규모에 비해 데
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한 가계를 묶어 유형화해야 한
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질성을 제거할 경우 이질적 가계에 기반한
수요 시스템에서 도출한 결과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Christensen,
2007). 또한, 위와 같은 통계적 방법들은 수집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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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임의 추출 (random sampling)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
의 패널 데이터가 장기간 유지되는 과정에서 선택 편이(selection bias)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MSM에서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하면서 선택 편이를 보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MSM에서 소비 행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
행된 단계가 아닌 만큼, 실제 연구에서는 단일한 모형을 적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알려진 접근법들을 함께 사용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통계학적 방법들은 모두 평균적 값을 추정하고 나머지는 평균 0의 랜
덤 노이즈로 보는 통상적 통계분석 패러다임이지만, 임의 배정(random
assignment) 방식은 모형의 구조만 있을 뿐, 추정의 단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측면에서 통계학적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Klevmarken, 1997).
임의 배정 방식은 근접성(closeness)에 의해 규정된다.

가령

  ⋯  기 까지의 데이터셋이 있는 상태에서      기의 어떤

변수 Y를 시뮬레이션하려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통계학적 방
식은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Y와 다른 주요 설명 요인 X간의 관계를 추정
한 뒤, 시뮬레이션하려는 상황에서의 X를 추정식에 대입하여 Y를 예측하
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임의 배정 방식은 추정하고자 하는 상황에 가장 유
사한 다른 가계의 관측된 과거 변수를 대입한다. 여기에서는 소득의 변화
양상이 불변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주요 관련 변수가
유사할 경우 예측해야 하는 변수가 유사해야 임의 배정 방식이 의미를 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계량경제학적 방법들은 언제나 추정해야 할 함수의 형태, 그리

210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고 잔차의 통계적 분포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에 반해, 임의 배정 방식에
서는 이러한 성격의 전제가 필요 없다. 가장 유사한 다른 관측값에서 이
미 관찰된 패턴을 적용하는 방식의 예측이기 때문이다.
Lawson(2012)에서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에서 가계 지출을 임의로
배정하는 데 있어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ABM)을 사용
하였다. 임의 배정 방식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처럼 왜 저런 행태를 보이
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하다.
임의 배정을 위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임의 배정 방식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인데, Lawson (2012)는 소비 패턴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주요
설명변수로 주요 인구학적 특성들과 함께 소득을 선정했다. 그리고 각 가
계들에 가계 구성원의 변동, 소득 변화, 취업 여부의 변화 (취업, 혹은 실
직 이벤트) 같은 지출 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
는 사건들을 확률적으로 발생시킨 뒤, 가장 비슷한 상태에 있는 가구들의
관측된 과거 소비지출, 저축 행태의 패턴을 해당 가구의 행태 패턴으로
복제하여 적용하였다.
임의 배정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설명요인에 대해서 예측하
고자 하는 변수 변화를 패턴화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화 결과
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이는 임의 배정 방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은 유용성으로 인하여 임의 배정 방식의 활용을 적극 고려
해볼 수 있다.
첫째, 임의 배정을 위해 필요한 베이스 자료는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data)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의 형태가 횡단면 자료이므로 임의 배정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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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주 데이터셋에는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유용한 데이터셋의 정보를 임의 배정 방식을 통
해 MSM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임의 배정은 다양한 성격의 정보를
MSM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Lawson, 2014).
둘째, 이질성의 정도가 강해서 통계적 방식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경
우에도 임의 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임의 배정 모형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분석에 필요한 가정
(assumptions)의 수와 그에 따른 오차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에 있다. 임의 배정 방식의 유일한 가정은 비슷한 특성 설명요인을 가진
최소단위 집단(개인 또는 가구)은 비슷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 하나
뿐이다. 게다가 그 비슷한 행태라는 것은 이미 관찰된 데이터에서 비롯되
는 것이므로 그 행태 자체의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은 있다.
Lawson(2014)은 패턴 변화에 따라 속성을 복사한다는 임의 배정 방
식 자체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고용 모형에서 실
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소득은 평균적으로 감
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의 증가는 소득 감소의 원인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임의 배정 방식을 적용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소득 감소 패턴이 실업 증가의 원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다. 즉, 통계분석과 마찬가지로 임의 배정 방식 역시 역인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과 같은 연속변수를 패턴화 할
경우 극도로 관측값이 적은 패턴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소수의 초 고소득자의 패턴을 유형화 할 경우, 분산이 매우 큰 부정확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유사한 초 고소득자 행태
로 복제할 경우에는 이의 거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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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인과 오류의 가능성, 결과 검증 방식의 부재와 같은 임의
배정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론은 최소한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MSM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경우에 따라 전통적인 통계적 추정 방식이 요구하는 부담을 회피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awson, 2014).
DOSA 소득세 모듈의 원형인 고제이, 권혁진(2014) 또한 가계소비와
관련한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을 추정할 때에 위와 같은 임
의 배정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성향점수 통계적
매칭을 적용하였다.74)

2. DOSA 소득세 모듈
DOSA의 소득세 모듈은 고제이, 권혁진(2014)의 모형을 원형으로 한
다. 다만, 기존의 모형에서는 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소비 공제액 추정을
위해 가구 단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
에 대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
사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세
부지출항목에 대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OSA 활용 자료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새롭
게 개발한 자산 모듈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한국 재정 패널 자료를
소득세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지출공제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
해보았다. 재정 패널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과거 세수
실적과 비교하여 동 자료의 적합성을 점검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이번 연
74)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제이,권혁진(2014), pp.80-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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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특
성상 거주자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 특정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고소득층의 조사 누락 문제가 가계동향조사 자료
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시방편으로 2014년까지는 기존 고제이·권혁진
(2014)의 소득세 시뮬레이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75), 2015년 이후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
부금지출을 반영하는 대신 전체 과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하였다. 한편, 향후에도 현재의 실질세부담률이 유지됨을 가정하여 명목
과세 변수를 2015재정전망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명목GDP 성장률에 연
동하여 연도별 세액을 산출하였다.

〈표 8-1〉 소득세 수입 결산 및 DOSA 추정 세액: 2009~2015(명목)
(단위: 십억 원)

결
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득세 계

34,423

37,462

42,288

45,767

47,820

53,325

60,722

신고분

13,480

14,596

15,689

17,393

17,559

19,554

24,640

6,117

6,369

8,300

9,938

10,901

11,486

12,784

원천분

20,943

22,865

26,598

28,374

30,261

33,792

36,045

근로소득세(b)

13,407

15,517

18,398

19,627

21,931

25,359

27,055

(a+b)

19,524

21,886

26,698

29,565

32,832

36,845

39,839

DOSA PIT
추정 결과

23,127

22,844

25,380

26,619

30,009

35,932

40,160

종합소득세(a)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통계(stat.nabo.go.kr 검색일 2016.10.24); DOSA 추정 결과.

75) 소득세 산출방식은 고제이·권혁진(2014) pp. 72~82와 같다(<표 9>~<표 11>참조.

214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표 8-1>은 DOSA의 소득세 산출결과와 과거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여
준다. 소득의 구성이나 가구의 특성 등이 현실과 미시조사자료에 기초한
모형에서의 상태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세수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여기서는 다만, 단순화된 소득세 제도 모사를 통
해 산출된 결과값이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 표의 결과는 DOSA의 소득세 모듈이 완벽하지는 않지
만 일정 정도 현실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소비지출과 관련한 세액공제 제도를 어떻게 모형화할 것인가는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앞서 MSM에서 소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비지출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는다면 소비 행
태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일반 소비지출, 교육비, 의료비 정도로 크게 분류하
여 교육이나 의료 공제 체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때 필요한 정보를 통
계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향후 연구에서 모색해 보
도록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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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제8장까지의 설명과 같이 구축된 DOSA를 통해 우리는 인
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
금 그리고 소득세 제도의 중장기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일부에서 논
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A값과의 관계에 대한 조정 등
제도 개편의 빈곤 또는 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counter factual 분석).
특히 DOSA의 인구·가구 구성 모듈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제도발
전과정을 겪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미래 위험을 예상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은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만일 기대수명
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 현재의 공적연금 체계하에서 더 필요
한 재정이 얼마인지, 노인 빈곤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등을 전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망은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DOSA는 다양한 자료에 기초하여 미세한 제도의 과정을 모사함에 따
라 연구나 정책목적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결과 또한 방대한 만큼 오히
려 모형의 개발보다 그 결과의 해석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표 9-1>은 DOSA 시뮬레이션 결과로 산출되는 주요 변수들을 정리하
여 보여준다. 이들 각 변수는 전망 기간 동안 매해마다 정보가 갱신되는
데, 간단히 말해서 T기간에 대한 일종의 가상 개인/가구 소득 패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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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ed panel data of income dynamics)라 할 수 있다.

〈표 9-1〉 DOSA 1.1의 주요 결과 변수 목록(2016년 이후 전망 기간 기준)
변수명
연도

경활상태

근로소득 공제

표준세액공제

가족아이디

연간 시장 소득(근로/
사업소득 구분)

연금소득 공제

결정세액

개인아이디

주거점유형태

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

기초연금 가구 유형

가구주와의 관계

자가(원)

종합소득금액

기초연금액

성별

임대(원)

본인공제

기준연금액

만연령

일반 자산(원)

배우자공제

기초연금 급여 결정
유형

출생 연도

금융자산(원)

부양가족공제(직계존
비속/형제자매/장애)

감액분(부부)

가족구성원수

부채(원)

경로자 추가 공제

감액분(소득역전)

배우자유무

개인 고유 오차항

장애인 추가 공제

EITC(유효성 검토
및 모듈 수정 중)

혼인 상태 코드

시간 가변 오차항

부녀자(여성)공제

CTC(모듈 수정 중)

이혼여부

인구 가중치

한부모 추가 공제

재혼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민건강보험료(본인)

사별여부

국민연금 가입 종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본인)

초혼연령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고용보험료(본인)

재혼연령

국민연금 수급 여부

표준공제

학력

국민연금 급여 종류

과세표준

졸업재학중퇴

국민연금 급여액(연간)

산출 세액

학년

노령(장애유족)선택

근로소득 세액 공제

군복무 코드

국민연금수급정지사유

자녀세액공제

사망여부

특별세액공제
(현재 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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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축에 이미 상당 시간을 소요한 만큼, 제약적인 상황에서 시연
가능한 예로써 노인 빈곤율의 장기 추이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 부담(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관계를 간략히 보기로 한다.
앞 표에 정리된 관련 변수들의 2012~2016년 정보에 기초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적용해서 각 소득 개념별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 빈
곤율을 계산할 수 있다. 아래의 <표 9-2>와 <표 9-3>은 각각 통계청이 공
개하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DOSA의 노인 빈곤율 산출 결과를 비교
하여 보여준다. 통계청의 노인 빈곤율 지표는 가계금융 복지 조사를 기준
으로 측정한 것으로서 소득의 개념이 우선 DOSA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는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보자.

〈표 9-2〉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단위: %)
연도

시장 소득

시장
소득+공적 이전

시장
소득-공적 지출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2012

60.7

51.1

59.5

49.3

2013

60.0

50.6

58.5

48.4

2014

59.8

50.5

58.7

48.4

2015

60.2

49.1

59.6

47.0

2016*(잠정치)

61.7

49.2

60.5

46.9

주: 1) 시장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 수당 등
3) 처분가능소득: 시장 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 지출
4) 공적 지출: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5) 가계금융 복지 조사 기준임.
자료: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kosis.kr. 검색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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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DOSA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
(단위: %)
연도

시장 소득

시장
소득+공적연금

시장
소득-조세부담

시장
소득+공적연금
-조세부담

2012

68.9

67.0

68.1

67.0

2013

68.0

65.9

67.4

65.9

2014

67.7

65.4

67.0

65.4

2015

67.4

62.3

66.6

62.3

2016

67.8

63.1

67.3

61.9

주: 1) 시장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2)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3) 조세부담: 소득세+사회보험료
자료: DOSA 1.1

우선 통계청이 공개하는 시장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DOSA는 근로소득과 사업소
득만 고려하며 통계청 지표보다 약6~8% 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즉, 세전
소득의 경우에도 이미 소득 개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소
득은 물론 장애수당이나 생계급여, 양육수당, 기타 공적 부조 등의 공적
이전소득 역시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보다 상당히 높게 추정된다.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이나
조세의 시장 소득 빈곤율 영향 규모와 달리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 수
준이 현실과 크게 괴리된 상태로 확인되지만 이점은 앞으로 기초생활보
장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모듈을 추가하는 등 DOSA의 수정·보완을 통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가계
금융 복지 조사를 활용하여 사적이전소득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를 측
정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될 경우 노인 빈곤율은 소
득 기준에 따라 3~5.5% 포인트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
장 소득 기준 빈곤율을 측정한 DOSA 결과와 통계청 지표와의 편차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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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율을 측정하는 기초 자료의 질적 차이까지 고려할 경우 사실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현재 DOSA의 소득 개념이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
는 한계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DOSA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다만 절대적 수치로 나타
나는 노인 빈곤 수준 그 자체보다는 현행의 각 제도가 중장기적인 노인
빈곤율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가상의 정책 변화를 고
려했을 때의 영향을 비교해 보는 것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림 9-1]은 DOSA를 통해 산출한 소득 기준별 노인 빈곤율의 장기
추이를 보여준다. 이때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 변수는 2015년 기획재
정부 장기재정전망(중위/중립)이다.

〔그림 9-1〕 DOSA 노인 빈곤율 장기 전망

시시시시

시시시시+국국국국

시시시시+기기국국
가가가시시

시시시시+국국국국+기기국국

.65

.6

.55

.5

.45
2016

2020

2035

2040

2046

주: 가처분 소득=시장 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조세부담(소득세+사회보험료)
자료: DOS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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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
빈곤율은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빠르게 하락하여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 단계에 들어선 이후 2046년에
2016년 현재 수준에서 약 40% 정도(가처분 소득 기준)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빈곤수준의 국제 비교에 있어 국가별 제도 성
숙의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여
기에 제시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
에 따른 일자리 감소나 고용불안 등 미래불안정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시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9-2 참조).
실제로 [그림 9-1]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가구균등화 시장 소득 기
준 노인 빈곤율의 추이가 그 자체로 2035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상대빈곤선
의 기준이 되는 시장 소득 중위값 하락이 빈곤노인의 수 증가를 상쇄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그림 9-2 하단 참조). 반면에, 1, 2차 고령 붐이 마
무리되는 2035년 이후에는 노인 빈곤율이 다시 상승하는데, 이러한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 변화를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조세부담
(소득세+사회보험료)의 영향을 살펴보자.
조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이 진행
되면서 노인 세대의 소득구성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노인 빈
곤 완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현행 소득과
세 체계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한
원인이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
자 규모와 낮은 급여 수준은 물론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감액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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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제도 구조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완전 성숙기에 접어든 2040년 이
후부터 동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2〕 경제 변수 가정
(단위: %)
취취취(%)

경경경경경경경(%)

100

90

80

70

60

50
2015

2020

2025

자료: 기획재정부(2015)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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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46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에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시장 소득 기준 노인 빈곤 심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단순한 비교일 수는 있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 미성숙이 원인이라 한다면 제
도 성숙이 완성된 시점에서의 빈곤율 수준은 지금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
해야 할 것이다. 만일 DOSA의 전망과 같이 노인 빈곤율 수준이 지속적
으로 낮아져 연금이 완전 성숙한 2046년에 현재수준 대비 40% 하락한다
면, 대략 30% 전후의 노인 빈곤율을 보일 것이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3년을 기준으로 현재 주요 선진국의 노인 빈곤 수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을 제외할 경우 평균 10.2%로서 여전히 세 배가량 높은 수준에 머물
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3〕 OECD 주요국의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2013)
49.6%

9.7%

9.1%

6.2%

3.8%

7.8%

8.4%

8.6%

9.3%

3.5%

20.6%

19.7%

19.0%

13.5%
5.5%

7.6%

노인빈곤율(2013년)

주: 1) 가처분 소득 중위 소득 50% 기준 65세 이상
2) 일본은 2012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접속일 2016. 11.15. 06:16 UTC(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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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지만, DOSA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가 이제까지 일반
적으로 인식해왔던 고령사회에서의 위험은 물론 최근 들어 심각한 위협
으로 인식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제전망에 의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골격을 구성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상기의 전망결과는 보다 근
본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미성
숙에 대한 일시적 보완장치로서 설계됨에 따라 향후 지출축소를 기대하
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성의 확대로 요약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어
렵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공공부조
제도의 기능을 조정·강화시킬 유인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연
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생계급여간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표 9-4>는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각 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조세보다는 공적이전의 재분배 효
과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26년까지는 기초연금보다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제도 성숙에 따라 재분배 효
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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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제도별 소득 재분배 효과의 변화(시장 소득 기준)
연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조세부담

공적연금+조세부담

2015

0.0268

0.0433

0.0226

0.0962

2016

0.0298

0.0422

0.0230

0.0989

2017

0.0322

0.0441

0.0202

0.0999

2018

0.0335

0.0462

0.0196

0.1028

2019

0.0360

0.0495

0.0193

0.1086

2020

0.0394

0.0510

0.0192

0.1131

2021

0.0429

0.0528

0.0187

0.1180

2022

0.0467

0.0548

0.0183

0.1232

2023

0.0488

0.0569

0.0179

0.1271

2024

0.0530

0.0586

0.0174

0.1324

2025

0.0573

0.0606

0.0173

0.1384

2026

0.0616

0.0625

0.0170

0.1441

2027

0.0662

0.0644

0.0168

0.1502

2028

0.0685

0.0661

0.0163

0.1535

2029

0.0732

0.0677

0.0163

0.1597

2030

0.0779

0.0690

0.0158

0.1649

2031

0.0826

0.0707

0.0156

0.1707

2032

0.0877

0.0725

0.0152

0.1770

2033

0.0907

0.0743

0.0152

0.1815

2034

0.0967

0.0763

0.0150

0.1889

2035

0.1026

0.0783

0.0146

0.1958

2036

0.1092

0.0800

0.0144

0.2035

2037

0.1152

0.0816

0.0141

0.2104

2038

0.1208

0.0831

0.0141

0.2172

2039

0.1264

0.0844

0.0142

0.2237

2040

0.1308

0.0853

0.0140

0.2287

2041

0.1356

0.0864

0.0139

0.2341

2042

0.1398

0.0872

0.0139

0.2388

2043

0.1443

0.0878

0.0140

0.2439

2044

0.1486

0.0887

0.0138

0.2487

2045

0.1529

0.0900

0.0138

0.2540

2046

0.1566

0.0907

0.0138

0.2582

2047

0.1601

0.0916

0.0138

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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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조세부담

공적연금+조세부담

2048

0.1632

0.0923

0.0139

0.2662

2049

0.1659

0.0927

0.0140

0.2693

2050

0.1682

0.0929

0.0142

0.2721

자료: DOSA 1.1 추정 결과

마지막으로 [그림 9-4]는 DOSA를 활용한 제도 개편 효과 분석의 예시
로써 현행 누진적 소득과세 체계와 1) 세수 중립적 비례세율 체계로의 전
환 그리고 2) 최저한세율 도입을 통해 현행 소득 세제에서 나타나는 높은
면세자 비율의 문제를 개선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가처분 소
득을 기준으로 시산한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9-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수 중립적 비례세율 구조로의 변화
는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세수 효과와 무
관하게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
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행의 소득세 체계에서 납세자 중 평균 실효세율의
최솟값을 최저한세율로 정의하고 이를 면세대상자 세전소득에 적용하여
면세자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 노인 빈곤율의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평균세율 상승에 따른 효과로서 상대빈곤선의 기
준이 되는 중위 가처분 소득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이상과 같이 DOSA를 이용해서 살펴본 간단한 정책 시뮬레이션의 결
과는 노인 빈곤율과 같은 상대 기준을 적용하는 지표의 변동과 관련한 해
석에 있어 단순한 수치의 변동 폭이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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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소득 세제 개편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
현현 시시소경

소세세세세 비비소경 세적

최최최소경 세적

.25

.2

.15

.1

.05

0
-.03
2015

2025

2035

2045

2050

자료: DOSA1.1.

이제까지 우리는 본 연구의 목적인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를 위한분
석도구로서 구축한 동태적 MSM인 DOSA 1.1의 활용가능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동태적
MS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각 생애 사건에 대한 행태 방정식이 먼 미래에
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MSM의
방법론적 한계 또한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DOSA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MSM만이 갖는 한계
는 아니며, 향후 다양한 경제․사회적 행위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풍부해지면 이러한 한계가 일정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효율적인 사회보장정책 영향 분석 도구로서 DOSA가 자리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 모듈의 제도현실성 반영이나 소득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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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의 수정·보완 등을 통해 현재 모형에서 구현하고 있는 제도들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의
DOSA는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모형
화된 상태이다. 이는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등교육 수요 변화를 주도하
고 있는 것은 학령인구의 학생들보다는 ‘학교로 돌아온 학습자’ 즉, 성인
학습자라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부 OECD 국가들에서는
‘학교로 돌아온 학습자(returning-adults)’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
른 행태를 MSM으로 모형화하여 고등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장기 교육재정 추계 결과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복교
(returning to education) 행태의 반영은 앞으로 DOSA가 개선해 나아
갈 과제 중 하나라 하겠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
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선혜연(2011), 전혜숙(2009), 한승희·이
은정(2016)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모형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인 요인이다. 복교 행태 반영을 통한 DOSA 교육 모듈의 개선은 현재 학
령인구 수에 의존하여 장기의 고등교육 수요를 전망하고 있는 다른 연구
들과 차별적인 의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새로이 추가된 기초연금 이외에도 생계급여
나 교육급여와 같이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제도와 양
육수당과 같은 보편적이면서 수급 대상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급여 제도
들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제도들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누적적으로 나타
나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DOSA 시
뮬레이션 제도 범위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고령사회 정책 영향 분석에 필수적인 건강행태 모듈의 개발 또
한 향후 DOSA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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