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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리는 국민노후보장패  1∼6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

민연 의 노령연  수 자격  연 액이 5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과 은퇴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 다. 취업과 은퇴확률이 연령에 따라 연속 으로 변한

다는 가정 하에서 노령연  수 자격 연령에서 생기는 비연속  변화로 노령

연  수 자격의 효과를 식별하 다. 추정 결과 노령연  수 자격은 남녀 

모두의 취업확률은 유의하게 낮추고 은퇴확률은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을 통제하고서도 국민연  수 자격자가 조기노령연 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남성의 취업확률은 10%p, 여성의 취업확률은 20%p까

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노령연  수령자의 노령연 액의 증가

는 남성근로자의 취업확률을 낮추고 은퇴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노령연 액의 증감은 여성의 취업이나 은퇴확률에는 유의한 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고령 남성근로자

에 해서는 국민연 이 취업확률을 낮추고 은퇴확률은 높이며 조기 은퇴를 

진한다는 증거를 일 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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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연 제도에 한 다수의 이론 ․실증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 제도는 노동시장

을 비롯한 국민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장․단기 으로 향을 끼친다. 국민연 이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연  기여분이 근로자의 세후 임 을 감소시키므로 근로자

의 노동공 에 (이론 으로 방향이 불확실한) 향을  수 있고, 고령자의 은퇴 행 에도 

향을 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연  기여분이 노동공 에 미치는 향

이 이론 으로 불확실한 이유는 연 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 을 감액하는 규정은 고령노동자

의 근로 의욕을 이는 반면, 연기연  규정은 고령근로자의 은퇴 결정을 늦추는 방향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후보장연 의 확 가 고령근로자의 조기 은퇴

를 진시켜서 장기 으로 고령 남성의 노동공 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수요

의 경우 사용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  기여분이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므로 장기 으로 노

동-자본 체를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 국민연 이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에 한 실증연구는 2000년  반 이후

부터 주로 한국노동패 과 국민노후보장패  자료를 이용하여 연 수 자격, 연 자산, 

연 액 등이 장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이나 근로시간에 어떤 향을 주는가에 집 되었다. 

국민연 이 취업이나 노동시간에 부정 인 향을 다는 연구결과가 여럿 있는 반면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연 이 오히려 노동공 을 늘린다는 결과도 있다.

국민연 이 노동공 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는 연구로는 이승렬․최강식(2007), 

승훈(2010), 이기주․석재은(201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승렬․최강식(2007)은 한국

노동패  2003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재 50세 이상이면서 1998년 이후에 은

퇴하 거나 2003년에도 고령자 임 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 표본을 상으로 하여 국

민연  기 자산 수 이 은퇴할 확률을 높이고 노동시장 잔존기간을 이지만 그 크기는 

매우 작다는 결과를 얻었다.

승훈(2010)은 한국노동패  2∼10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 이 조기은퇴의 결정과 

은퇴 후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2단계 환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생애노령연  여가 높아질수록 조기은퇴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에 

조기생애노령연  여가 높아질수록 조기은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규은퇴자의 은퇴 후 노동공  방정식에서는 생애노령연  여의 증가가 은퇴 후 노동

공 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기은퇴자의 노동공  방정식에서

는 조기노령연  여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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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석재은(2011)은 국민노후보장패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1차 연도(2005년)

에 국민연  가입자 던 55∼64세 남성 임 근로자를 상으로 하여 2차 연도(2007년) 조

사 당시 은퇴가 발생한 근로자의 은퇴결정함수를 로짓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 다. 분석결

과에 따르면 연 수 권 획득 여부, 연 기 자산의 증가분(은퇴를 1년 늦출 때 기 되는 

연 자산의 증가분), peak value(은퇴 시 별 생애연 여기  자산의 차이)는 은퇴결정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이 없는 반면에 option value(은퇴시 별 연 여기  자산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100만 원이 증가할 때 은퇴확률을 0.4%p 정도씩 유의하게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는 이 연구결과를 국민연  수 자격이 있는 고령자가 국민연  수

여부나 수 액보다는 은퇴의 기회비용 즉, 근로소득의 손실을 고려하여 은퇴결정을 내린

다는 결과로 해석하 다.

한편 홍민기(2009), 강소랑(2015) 등은 국민연 이 노동공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홍민기(2009)는 한국노동패  1998년 자료를 2000∼2003년 자

료와 각각 비교하여 이 차분법과 유사한 CIC(Changes in Changes) 방법으로 60세 이하

의 자 업자의 국민연  가입이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 다. 그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 이 주당 노동시간을 평균 으로 0.1시간에서 4.1시간까지 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강소랑(2015)은 국민노후보장패  3∼4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 수매칭을 통해 

처치군과 조군을 구성하고 이 차분  삼 차분으로 국민연 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과 근로시간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국민연  수 은 취업과 

근로시간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 으며, 패 회귀분석에서도 국민연 의 

여수 이 고령자의 노동공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에 강성호 외(2008)는 한국노동패  자료 1∼9차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기 소득 

수 과 연 기 여 수 , 생애보험료율과 가구  개인의 특성변수 벡터를 사용하여 노

동공 함수를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 는데, 국민연  기 여 수 의 로그 값이 1단  

증가할 때, 노동공 확률은 약 20%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다른 연구들과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얻었다.

국민연 의 효과에 해 이처럼 다양한 추정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민연 제도가 수 자격자의 연령 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추

정 표본의 연령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국민연 의 기 액이나 연

자산의 측정오류 때문에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한국노동패 이나 국민노후보

장패  등 연구자가 사용하는 조사 자료에서 근로자의 과거  미래의 평생소득 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국민연 의 기 수령액이나 연 자산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연구

자들이 추산한 수치들은 실제 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오차가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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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향을  수 있다. 셋째, 국민연  수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측되는 변수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

에 국민연 의 효과가 잘 식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 (노령연 ) 수 자격을 

얻기 해서는 최소 10년간 연 에 기여해야 하므로 개의 노령연  수 자격이 있는 사

람은 오랜 기간 동안 임 근로자로 정규직 취업을 한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와 

조 으로 미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자 업자 혹은 무 가족종사자이거나 취업과 미

취업을 반복한 경우가 보통이다. 노동시장 상태에 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특성의 차이가 

두 집단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차이가 잘 통제되지 않으면 추정결과에 편의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증  연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연 이 근로자의 은퇴와 취

업에 미친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국민연  수 자격이 

취업과 은퇴확률에 주는 향을 추정하기 해 회귀 단(regression discontinuity) 모형을 

이용한다. 나아가 측정오류가 많은 연 기 액이나 연 자산의 효과보다는 상 으로 오

류가 을 것으로 기 되는 연 수 자격의 효과를 연령 별로 추정한다. 노령연 액의 

효과는 표본을 노령연 수 자로 한정하여 추정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에 해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  1∼6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 이 근로자의 취

업과 은퇴에 미치는 향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Ⅳ장은 결론이다.

Ⅱ. 실증분석 모형  자료

1. 분석 모형

이 논문에서는 국민연   노령연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연령의 불연속함수임을 이

용하여 회귀 단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으로 노령연 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회귀 단모형이 노령연 의 효과를 식별하는 데 유효하기 해서는 취업할 확률과 

취업하지 않을 확률이 모두 연령의 연속함수라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Imbens & 

Lemieux, 2008). [그림 1]에서 노령연  수 자격자의 취업확률이 연령의 연속함수라는 

가정은 곡선 abc로 표 된다. 그런데 노령연  수 자격자가 일정 연령( 를 들어 1956년

생이면 56세)에 도달하면 취업을 하지 않고 조기노령연 을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 이 취업확률을 낮춘다면 노령연  수 자격자의 취업확률은 조기노령연  수

연령(56세)에 달하면 불연속성을 가질 것이다. 그에 따라 노령연  수 자격자의 취업확률

은 곡선 abc가 아닌 곡선 ab′c′이 된다고 하자. 이 경우 노령연 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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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취업확률과 연령의 계에 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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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bb′의 거리와 같다.

그런데 이 모형에는 두 가지 약 이 있다. 연속성의 가정을 직  검증할 수 없고, 56세

에 취업확률에 불연속 인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노령연 의 효과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이다. 를 들어 임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정년 때문에 취업확률이 변했

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모두 노령연 의 효과로 취 한다면 노령연 의 효과가 과 추정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약 을 보완하는 방법은 노령연  수 자격이 없는 사람(‘ 조군’)의 취업확률함

수를 추정하여 수 자격이 있는 사람(‘처치군’)의 취업확률함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회귀 단모형의 가정이 옳다면 조군의 취업확률도 연령의 연속함수일 가능성이 높고 노

령연 을 수 하지 않기 때문에 56세에 불연속 으로 변할 이유가 없다. 즉, 조군의 취

업확률함수는〔그림 1〕의 곡선 def와 같이 체 연령에 해 연속 일 것이다. 그러므로 

처치군에서는 bb′과 같은 불연속성이 존재하지만 조군에서는 그와 같은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bb′의 거리를 노령연 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노령연 이 취업과 은퇴에 끼치는 향을 추정하기 해 다음의 실증모형을 이용한다.

    Pr               ×   (1)

식 (1)의 종속변수 는 취업여부나 은퇴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취업 혹은 은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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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이며, 는 개인의 연령, 는 국민연  수 자격이 있다면 받

을 수 있는 노령연 의 종류와 연 된 연령 (조기노령연  수 자격 연령 이 =0, 조기

노령연  수 가능 연령 =1, 노령연  감액가능 연령 =2, 노령연  액수  연령 =3)

를 나타내는 다항더미변수, 는 국민연  수 자격을 나타내는 이항변수(0=자격 없음, 1=

자격 있음), 는 취업/은퇴 결정에 향을 끼치는 가계의 경제 상황, 여가의 가치 등에 

향을 주는 변수들이다. 구체 으로 가계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가구원수, 배

우자유무여부, 로그비근로소득(= 융소득+부동산소득+사 이 소득+기타소득+1의 로그

값)이며 여가의 가치에 향을 주는 변수들은 교육수 (무학,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문  혹은 학교, 학원), 지역(서울, 역시, 도), 건강상태(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자료 조사시 이다.

식 (1)에서 연령과 연령의 제곱의 계수 과 는 연령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연속

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즉 기울기를 나타내는 계수이고 은 국민연  수 자격 여부에 

따른 취업이나 은퇴확률의 편항의 차이(그림 1의 ad)의 계수이다. 와 는 국민연  

수 자격 연령 에서 종속변수가 비연속 으로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계수이다. 국민연

 수 자격이 없는 사람( 조군)의 취업이나 은퇴 확률이 연령에 따라 연속 으로 변할 

것이라는 가정이 옳다면   일 것이다. 국민연  수 자격이 있는 사람(처치군)의 취

업이나 은퇴 확률이 수 자격 연령 에 따라 비연속 으로 달라진다면  ≠ 이 된다. 함

수 는 로지스틱함수 즉,   이다.

2. 분석 자료

국민연 의 향을 분석하기 해 국민노후보장패  1차부터 6차까지의 자료를 이용

한다. 국민노후보장패 은 국민연 연구원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

후소득보장의 욕구와 요도를 악하고 이에 걸맞은 연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기 

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 조사이다. 이 조사 상은 2005년 기 으로 

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사람과 그의 배우자

이다. 2005년에 5,110가구를 상으로 조사를 시작하 고 2013년 5차 조사에서는 1955년

∼1962년생 가구원이 있는 1,201 가구를 추가하 다. 이 연구는 1차부터 6차까지의 응답

자를 합쳐서 분석 표본을 구성하 고, 취업 경험이 없는 응답자와 국민연  이외의 공 연

 수 자격이 있는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국민노후보장패 은 조사 차수에 따라 조사 항목이나 내용이 조 씩 다르기는 하지

만 가구별로 가구원 인 사항, 주거, 가구지출, 가구소득  축, 가구자산  부채를 조



국민연금이 취업과 은퇴에 미치는 영향(박철성 ․최강식)   7

사하고 개인별로 고용상태, 은퇴상태, 노후 비, 공 연 , 개인연 , 건강보험, 개인소득 

 이 지출, 자산  부채, 상속  증여, 가족 내 돌 노동, 가족 계, 건강  삶의 만족

도에 해서 조사한다. 이 조사는 국민연  수 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을 집 으

로 조사하고 공 연   은퇴에 한 정보가 풍부하여 본 연구에 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연  가입자이거나 국민연 을 받고 있으면 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 다. 한 국민연  수 자격과 계없이 노령연  지  규정을 기 으로 각 개인

을 출생연도와 연령에 따라 조기노령연  수 자격 연령 이 (연령 =0), 조기노령연  

수 가능 연령 (연령 =1), 노령연  감액가능 연령 (연령 =2), 노령연  액수  연

령 (연령 =3)  한 가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 다. 를 들어 1957∼1960년생의 개

인의 연령 는 57세 이 에는 0, 57세부터 61세까지는 1, 62세부터 66세까지는 2, 67세부

터는 3과 같다.

종속변수  은퇴여부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 다. 하나는 응답자의 주  답변이

다1). 1차 조사는 이후 조사와 다른 방식으로 은퇴여부를 조사하여 국민연 과 은퇴와의 

계에 한 분석에서는 1차 조사 자료를 표본에서 제외하 다.  다른 하나는 구직 단 

여부이다. 조사에 응답한 비취업자  지난 1개월간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을 비구직자라 

하고 비구직자 상태를 응답한 조사부터 6차 조사까지 계속 유지한 사람을 구직 단자로 

분류하 다. 구직 단자는 1차부터 5차 조사까지의 응답자에 해 정의하 다. 자는 주

 은퇴, 후자는 객  은퇴라고 할 수 있다. 주  은퇴 상태와 구직 단 상태는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완 히 같지는 않다. 주  은퇴자가 아닌 사람  4%는 구직 단자이

고 주  은퇴자  13%는 구직 단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분석에서는 이용 가능한 차수의 자료들을 합쳐서 사용하 다. 표본의 특성을 

종합 으로 보기 하여 각 분석에 사용한 표본을 통합한 표본의 기 통계량을 <표 1>에 

정리하 다. 남성의 55%가 국민연  수 자격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13%만이 국민연  

수 자격이 있으며, 노령연 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의 월평균 연 액은 남성은 26.5만 원, 

여성은 16.3만 원으로 약 10만 원 차이가 나고, 월평균 납부액은 남성 12만 원, 여성 8만 

원이고, 평균가입기간은 약 16년과 10년으로 상한 바와 같이 연  련 통계는 성별 차

이가 크다.

다른 특성을 보면 남녀 모두 평균 연령은 약 65세이고 속하는 연령 도 반 이상이 

노령연  액수  연령 에 속하여 고령층의 비 이 높다. 가구원수는 남성이 평균 2.8

명, 여성이 평균 2.6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의 비근로소득(0 포함)은 남성이 평균 

1) 국민노후보장패  2차 조사부터 은퇴를 ‘생계를 목 으로 근로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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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격 있음 0.551 [13,324] 0.133 [19,360]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원) 265,896 (235,872) [4,597] 163,115 (103,819) [1,677]

월평균 국민연금 납부액(원) 119,424 (71,573) [3,365] 80,746 (54,055) [1,556]

국민연금 가입기간(년) 16.2 (6.9) [3,657] 10.4 (6.5) [1,669]

연령 65.4 (9.25) 65.4 (10.4)

가구원수 2.81 (1.22) 2.59 (1.36)

작년 비근로소득(천 원) 5,170 (16,620) 4,445 (11,246)

연령대=0 0.184 0.204

연령대=1 0.128 0.113

연령대=2 0.158 0.145

연령대=3 0.530 0.537

취업상태=미취업 0.397 [14,206] 0.633 [20,110]

취업상태=비임금근로자 0.352 [14,206] 0.231 [20,110]

취업상태=임금근로자 0.251 [14,206] 0.136 [20,110]

학력=무학 0.074 [14,211] 0.251 [20,117]

학력=초등학교 0.284 [14,211] 0.396 [20,117]

학력=중학교 0.207 [14,211] 0.152 [20,117]

학력=고등학교 0.309 [14,211] 0.165 [20,117]

학력=전문대/대학교 0.117 [14,211] 0.033 [20,117]

학력=대학원 0.010 [14,211] 0.002 [20,117]

지역=서울시 0.186 0.168

지역=광역시 0.260 0.255

지역=도 0.555 0.577

배우자 없음 0.098 0.383

건강상태=매우 나쁨 0.076 0.110

건강상태=나쁨 0.260 0.367

건강상태=보통 0.273 0.268

건강상태=좋음 0.358 0.238

건강상태=매우 좋음 0.033 0.017

조사차수=1차 0.179 0.278

조사차수=2차 0.165 0.165

조사차수=3차 0.145 0.151

조사차수=4차 0.142 0.151

조사차수=5차 0.192 0.183

조사차수=6차 0.177 0.171

최대 표본수 14,220 20,121

주: 호 ( ) 안의 수치는 표 편차임. 호 [ ] 안의 수치는 해당 통계량이 계산된 유효 표본수임.

<표 1> 통합된 표본의 기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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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만 원, 여성이 평균 440만 원으로 남성의 비근로소득이 평균 으로 더 높다. 남성  

미취업자는 40%, 여성은 63%에 달하며 비임 근로자도 각각 35%, 23%에 달하여 고령층

이 많기 때문에 임 근로자의 비 은 상당히 작다. 고령층이 많아 학력, 특히 여성의 학력

이 낮은 편이다. 남성  고졸 이상은 약 40%이고 여성  고졸 이상은 약 20%이다. 약 

20%가 서울에 살고, 남성은 10%, 여성은 40% 정도가 배우자 없이 살고 있다. 남성은 

40%가 자신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하는 반면에 여성은 25% 정도만이 그 다고 

답하여 주  건강상태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 조사된 차수는 표본 락으로 3∼ 4차 조

사에 응답한 비 이 1∼2차 조사에 응답한 비 보다 낮고 새로운 조사자가 추가된 5차와 

그 직후인 6차 조사에 응답한 비 이 높다.

Ⅲ. 실증분석 결과

먼 , 국민연  수 자격이 취업상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1차부터 6차까

지의 자료를 합하여 로짓 모형으로 어떤 변수들이 취업과 은퇴에 향을 주는지를 남성과 

여성에 해 각각 추정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체 으로 보면 국민연  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취업자일 

확률은 유의하게 높고 은퇴자나 구직 단자일 확률은 유의하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분의 국민연  수 자가 취업을 통해 수 자격을 얻는다는 에 비춰 그리 놀라운 결

과는 아니다. 

수 자격과 연령 의 교호항의 계수 추정치를 보면 연령과 연령제곱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민연  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취업, 은퇴, 구직 단확률은 국민연  수 자격자라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 의 종류와 연 된 연령 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경우(10% 유의수

에서 18개  7개)도 있지만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다수임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연  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취업확률과 은퇴확률은 연령을 통제하

고도 그 사람이 어떤 연령 에 속하는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 남녀 공히 연령 가 

올라갈수록 취업확률은 낮아지고 주  은퇴확률과 구직 단확률은 높아진다. 국민연  

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 자격과 연령 의 교호항의 계수는 모두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표 3>은 <표 2>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국민연  수 자격별로 취업, 은퇴, 구직 단 

확률이 조기노령연  수 연령 이 에 비해 연령 에 따라 평균 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를 추정한 것이다. (가)면의 국민연  수 자격자의 경우에 추정치는 모두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국민연  수 자격이 있는 남성은 조기노령연  수 가능 연령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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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취업 종속변수: 주관적 은퇴 종속변수: 구직 중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격 있음 1.765*** 2.131*** -1.655*** -1.999*** -3.440*** -2.605***

연령 0.003 0.213*** 0.092 -0.138*** 0.219 -0.131***

연령제곱 -0.001 -0.002*** 0.000 0.002*** -0.001 0.002***

수급자격=0×연령대=1 -0.099 -0.203** 0.615** 0.216** 0.067 0.217*

수급자격=0×연령대=2 -0.091 -0.176* 0.417 0.360*** 0.03 0.124

수급자격=0×연령대=3 -0.229 0.017 0.678* 0.129 -0.168 -0.079

수급자격=1×연령대=1 -1.000*** -1.143*** 1.120*** 1.124*** 2.221*** 1.701***

수급자격=1×연령대=2 -1.394*** -1.664*** 1.629*** 1.697*** 2.767*** 2.207***

수급자격=1×연령대=3 -1.670*** -1.881*** 2.015*** 2.058*** 2.976*** 2.382***

학력=무학 0.709*** 1.169*** -0.627*** -0.765*** -0.374*** -0.739***

학력=초등학교 0.400*** 0.847*** -0.376*** -0.546*** -0.241*** -0.559***

학력=중학교 0.132** 0.202*** -0.181** -0.113 -0.024 -0.063

학력=전문대/대학교 -0.357*** -0.384*** 0.321*** 0.191* 0.383*** 0.026

학력=대학원 -0.214 -0.926** 0.143 0.874** 0.627 0.958*

지역=광역시 -0.033 0.005 0.024 0.076 -0.105 0.002

지역=도 0.926*** 0.977*** -0.896*** -0.713*** -1.058*** -0.883***

가구원수 -0.178*** -0.188*** 0.180*** 0.148*** 0.185*** 0.214***

배우자 없음 -1.132*** -0.379*** 0.986*** 0.255*** 0.914*** 0.246***

건강상태=매우 나쁨 -2.172*** -1.481*** 2.393*** 1.496*** 1.896*** 1.107***

건강상태=나쁨 -0.695*** -0.457*** 0.719*** 0.500*** 0.733*** 0.425***

건강상태=좋음 0.251*** 0.278*** -0.376*** -0.246*** -0.275*** -0.258***

건강상태=매우 좋음 0.446*** 0.235* -0.521*** -0.179 -0.168 0.017

로그비근로소득 -0.045*** -0.037*** 0.053*** 0.035*** 0.059*** 0.039***

조사년도=2007 0.261*** 0.133** 해당 없음 0.340*** 0.392***

조사년도=2009 0.211*** 0.199*** 0.281*** 0.456*** 0.770*** 0.685***

조사년도=2011 0.068 -0.038 0.588*** 0.668*** 1.074*** 1.054***

조사년도=2013 0.239*** 0.088 0.476*** 0.765*** 1.153*** 1.218***

조사년도=2015 0.399*** 0.184*** 0.334*** 0.657*** 해당 없음

상수항 3.687 -4.862*** -8.655*** 1.154 -13.495*** 0.395

종속변수 평균값 0.606 0.364 0.342 0.549 0.245 0.468

관측치수 13301 19346 10848 15301 7615 11940

주: *** 1% 수 에서 유의함. ** 5% 수 에서 유의함. * 10% 수 에서 유의함. 

   종속변수가 주  은퇴인 경우 1차 조사 자료는 표본에서 제외됨. 종속변수가 구직 단인 경우 6차 

조사 자료는 표본에서 제외됨.

도달하면 취업확률이 10%p 감소하고 노령연  감액가능 연령 에서는 6%p 더 감소하며 

액수  연령 에서는 4%p 더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연령 가 올라감에 

따라 그  연령 에 비해 취업확률이 각각 19%p, 10%p, 5%p 감소한다. 은퇴와 구직

단확률은 남성의 경우 연령 가 올라감에 따라 그 확률이 8%p, 5%p, 2%p∼5%p 올라가

고 여성은 15%p∼18%p, 9%p∼11%p, 4%p∼7%p 올라간다.

<표 2> 국민연 과 취업  은퇴 여부: pooled logit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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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종속변수: 취업 종속변수: 주관적 은퇴 종속변수: 구직 중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 국민연금 수급자격자

1 -0.102
***

-0.191
***

0.078
***

0.152
***

0.080
***

0.185
***

2 -0.159*** -0.299*** 0.135*** 0.261*** 0.126*** 0.275***

3 -0.205
***

-0.345
***

0.188
***

0.338
***

0.148
***

0.310
***

(나) 국민연금 수급 무자격자

1 -0.018 -0.035** 0.108** 0.042** 0.012 0.043*

2 -0.017 -0.031
*

0.073 0.069
***

0.005 0.024

3 -0.041 0.003 0.119
*

0.025 -0.030 -0.016

주: *** 1% 수 에서 유의함. ** 5% 수 에서 유의함. * 10% 수 에서 유의함.

<표 3> 국민연  수 자격별 연령 가 취업, 은퇴, 구직 단 확률에 미치는 평균 효과의 추정치

반면에 (나)면에 나온 국민연  수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를 제외하고 추정

치의 크기가 국민연  수 자격자의 경우보다 훨씬 작고 특히 취업확률과 구직 단확률은 

연령 에 따라 별로 달라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만하다. 첫째, 국민연 이 취업과 은퇴에 주는 효과는 남

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노동공 이 남성의 노동공 보다 더 탄력

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노동공 에 한 기존의 실증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둘째, 국

민연  수 자격자가 조기노령연  연령 에 도달할 때 취업확률은 상당한 폭으로 떨어지

고 은퇴확률은 올라간다. 국민연  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취업이나 은퇴확률은 (하나의 

외를 제외하고) 동일연령 에서 별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과 비교하면 이 결과는 

국민연 이 조기은퇴를 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표 2>의 다른 계수 추정치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고 은퇴확률은 높으

며 서울과 역시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도에 사는 사람보다 취업확률이 낮고 은퇴확률은 

높음을 볼 수 있다. 학력이나 지역이 종사상지 , 직업 등과 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로 보인다. 를 들어 학력이 높거나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이 상용직 임 근로자로 

일할 확률이 상 으로 높고 비임 근로자로 일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

날 수 있다. 가구원수가 많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취업확률은 높고 은퇴확률은 낮다. 경제

 필요의 차이로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상과 같이 건강상태가 나쁘면 취업 

가능성은 낮고 은퇴확률은 높다.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은 낮고 은퇴확률은 높

다. 이는 비근로소득의 증가가 근로자의 유보임 을 높인다는 이론  상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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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취업 종속변수: 주관적 은퇴 종속변수: 구직 중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격 있음 2.172
***

1.016
***

-2.233
***

-0.732
**

-0.021 -1.074
**

연령 0.032 0.335
***

0.070 -0.222 0.446* -0.184

연령제곱 -0.001 -0.003
***

0.000 0.002* -0.002 0.001

수급자격=0×연령대=1 0.826 -0.613
**

-0.792 0.412 0.981 0.237

수급자격=0×연령대=2 0.397 -0.666
*

-0.142 0.517 0.504 0.256

수급자격=0×연령대=3 0.459 -0.458 NA 0.281 NA 0.232

수급자격=1×연령대=1 -1.042
***

-1.055
***

1.366
**

0.757
*

-0.285 0.878

수급자격=1×연령대=2 -1.318
***

-1.463
***

1.644
**

0.920
**

-0.135 0.984

수급자격=1×연령대=3 -1.511
***

-1.464
***

2.012
***

1.047
**

NA 1.277
*

1차 조사 종사상지위

=임시근로자
0.133 -0.575*** -0.182 0.470*** 0.037 0.738***

1차 조사 종사상지위

=일용근로자
-0.265

*
-0.162 0.202 0.175 0.494

**
0.334

1차 조사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271

***
0.624

***
-1.089

***
-0.523

***
-1.062

***
-0.25

정년연령대=1 0.059 -0.911 1.349
**

0.581 1.199
***

0.239

정년연령대=2 0.314 -0.445 0.781 0.358 0.400 -0.112

정년연령대=3 0.836
*

-0.579 0.165 -0.302 -0.774
**

-1.176
**

정년연령대=없음 0.482 -0.744 0.683 0.459 NA NA

1차 조사 로그월평균소득 0.119
**

0.262
***

-0.134
**

-0.278
***

-0.279
***

-0.322
***

기타변수 포함

관측치수 5317 2706 5274 2708 3268 1823

주: *** 1% 수 에서 유의함. ** 5% 수 에서 유의함. * 10% 수 에서 유의함. 

       NA=다 공선성 때문에 추정되지 않음. 종속변수가 구직 단인 경우 6차 조사 자료는 표본에서 

제외됨.

<표 4> 1차 조사 당시 취업자 표본으로 한정하여 추정한 결과 

<표 2>의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해 1차 조사에서 취업자인 사람들만을 상으로 

다시 추정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의 추정식에는 <표 2>의 추정식에 1차 

조사에서의 종사상지 (상용근로자 제외), 정년연령 (조기노령연  수 연령 이  제외), 

1차 조사에서의 로그 월평균소득을 추가하 다. <표 4>에서 1차 조사에서 취업자인 사람

들로 표본을 한정한 이유는 근로자가 종사한 직업에서의 지 나 정년연령 등에 의해 근로

자의 향후 취업 여부나 은퇴결정이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  수 자

격자는 무자격자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이거나 정년이 정해져 있는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표 2>의 결과가 직업 련 정보의 락에 의한 편의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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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결과를 보면 체 으로 <표 2>의 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즉, 국민연  수

자격자가 무자격자에 비해 취업해 있거나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체 으로 높고, 

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연령 가 취업이나 은퇴확률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반

면에 수 자격자는 국민연  수 가능연령 에 진입하면 취업이나 은퇴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는 <표 2>의 결과의 강건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만 <표 2>와 달리 연령  1과 2, 즉 략 60  반까지의 연령 에서는 구직 단에 

수 자격별로 연령 의 유의한 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차 조사에서 취업해 

있던 사람 에 국민연  수 자격이 있고 한 시 에 은퇴를 시도하 다가도 60  반까

지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구직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2>의 표본보다 <표 4>의 표본이 상 으로 고 노동시장 참여 의사가 더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보인다. 

<표 4>에 나타난 다른 결과를 보면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취

업확률이 낮고 비임 근로자의 취업확률은 높아서 종사상지 가 노동시장상태에 유의한 

향을 주는 반면에 정년연령 가 취업이나 은퇴 여부에 주는 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의 경우 정년연령 가 이른 사람(조기연  수령가능연령 에 해당

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확률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 근로소득

이 높은 사람이 취업을 유지할 확률은 높고 은퇴할 확률은 낮은데 이는 비취업이나 은퇴

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표 5>는 노령연  수 자 표본을 상으로 하여 노령연  수령액과 취업  은퇴 여부

와의 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남성 노령연  수 자는 연 액수가 많을수록 취업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고 주  은퇴, 구직 단확률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노령연 액의 향의 크기는 작다. 노령연 액이 10% 오르면 취업확률은 평균 1%p 

낮아지고 구직 단확률은 평균 0.9%p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여성 노령

연  수 자의 취업, 은퇴확률은 노령연 액에 의해 유의한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다른 변수들의 계수 추정 결과는 <표 2>의 결과와 질 으로 유사하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은 두 소득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로그노령연 액의 계수가 로그비근로

소득의 계수에 비해 그 크기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노령연  완 수 연령  이 에는 취업상태가 노령연 의 크기에 향을 주기 때문에 역

인과 계에 의해 노령연 액의 계수가 과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근로소득

(노령연  포함)이 취업에 주는 향이 체감하고 노령연 액의 크기가 비근로소득액보다 

평균 으로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런 추정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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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취업 종속변수: 주관적 은퇴 종속변수: 구직 중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로그노령연금액 -0.569
***

-0.133 0.531
***

0.094 0.575
***

-0.021

연령 -0.210 0.089 0.503
***

0.169 0.482
**

0.092

연령제곱 0.001 -0.001 -0.003
**

-0.001 -0.002 0.000

학력=무학 1.135
***

0.740
***

-1.184
***

-0.497
**

-1.141
***

-0.490
*

학력=초등학교 0.548
***

0.604
***

-0.523
***

-0.483
**

-0.489
***

-0.573
**

학력=중학교 0.257
***

0.06 -0.258
**

-0.073 -0.274
**

-0.02

학력=전문대/대학교 0.070 -0.312 -0.113 0.429 -0.214 -0.217

학력=대학원 0.258 NA -0.573 NA -1.210* NA

지역=광역시 -0.399
***

-0.445
**

0.347
***

0.383
**

0.397
***

0.518
**

지역=도 0.741
***

0.582
***

-0.763
***

-0.348
**

-0.806
***

-0.351

가구원수 -0.184
***

-0.168
***

0.129
***

0.112** 0.051 0.236
***

배우자 없음 -1.377
***

-0.177 1.052
***

0.085 0.994
***

-0.029

건강상태=매우 나쁨 -1.954
***

-1.426
***

2.260
***

1.621
***

2.140
***

0.940
***

건강상태=나쁨 -0.644
***

-0.556
***

0.761
***

0.520
***

0.653
***

0.473
***

건강상태=좋음 0.280
***

0.420
***

-0.285
***

-0.487
***

-0.293
**

-0.416
**

건강상태=매우 좋음 0.471
**

0.009 -0.330 0.247 -0.134 0.335

로그비근로소득 -0.052
***

-0.059
***

0.061
***

0.064
***

0.074
***

0.079
***

조사년도=2007 0.225
*

-0.098 NA NA -0.014 0.074

조사년도=2009 0.362
***

-0.069 0.151 0.247 0.194 0.311

조사년도=2011 0.297
**

-0.388
*

0.451
***

0.689
***

0.563
***

0.833
***

조사년도=2013 0.549
***

-0.397
*

0.219* 0.830
***

0.547
***

1.161
***

조사년도=2015 0.698
***

-0.378 0.016 0.829
***

NA NA

상수항 19.302
***

1.977 -30.236
***

-11.075 -30.389
***

-7.672

관측치수 4591 1671 4047 1470 2941 1111

주: 노령연  수 자만을 상으로 추정함. 

   *** 1% 수 에서 유의함. ** 5% 수 에서 유의함. * 10% 수 에서 유의함.

<표 5> 노령연  수령액과 취업  은퇴 여부: pooled logit 모형 추정 결과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 이 5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과 은퇴에 주는 향을 추정하 다. 

추정결과 노령연  수 자격은 남녀 모두의 취업확률은 유의하게 낮추고 은퇴확률은 유의

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하고서도 국민연  수 자격자가 조기노령연

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남성의 취업확률은 10%p, 여성의 취업확률은 20%p까지 감

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확률은 지속 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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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령연  수령자의 노령연 액의 증가는 남성근로자의 취업확률을 낮추고 은퇴확

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 액이 10% 오르면 취업확률은 1%p 감소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노령연 액의 증감은 여성의 취업이나 은퇴확률에는 유의한 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남성의 취업확률이나 은퇴확률은 노령연  수 자격과 노령

연 액의 증감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반면에 여성의 취업확률이나 은퇴

확률은 노령연  수 자격에 의해서 향을 받지만 노령연 액에서는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 제도가 남성의 취업이나 은퇴 결정에 유의한 

향을 다는 증거를 일 되게 제시한다.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이 연구에서는 알기 어렵다. 아마도 자기선택 때문에 여

성 노령연  수 (자격)자와 남성 수 (자격)자 사이에 구조 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

닐까 한다. 이 문제에 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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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National Pension on Employment 
and Retirement

Cheolsung Park · Kang-Shik Choi

We estimate the effect of National Old-Age Pension eligibility and amount on 

employment and retirement of older workers using data from the first six waves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or retirement changes continuously with age, the effect of National Pension is identified 

if a discontinuous change in the probability occurs at a beneficiary’s age of eligibility. 

We find that an individual becomes less likely to be employed and more likely to be 

retired if he or she reaches the age of eligibility for early Old-Age Pension benefit. 

Controlling for age,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decreases by up to 10%p for men and 

by up to 20%p for women at the age of eligibility. Furthermore, we find that increasing 

pension amount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nd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retirement for men receiving the pension. A change in the pension amount, on the other 

hand, is not found to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or retirement of women. 

All in all our study results suggest consistently and strongly that National Pension reduce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retirement, and encourages 

earlier retirement among older men.

Keywords :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 employment, retirement, older work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