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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mortgage loans were introduced to serve as secure supplies of living expenses for
elderly property owners. However, reverse mortgage loan’s collateral property valuation can be
distorted due to interested party’s incentive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is
distortion in a logical manner. The importance of collateral property valuation in reverse
mortgage loans and in preventing loan defaults is corroborat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it is shown theoretically that lender opportunism and agency problem can occur in reality
due to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reverse mortgage loans, namely public guarantee and
non-recourse, and can be represented as over valuation. At the same time, it is observed that
under valuation is possible if the public guarantee provision is removed. These are applied to
Korea’s reverse mortgage loans and analyses of internet surveyed market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confirm that possibility of over valuation is very high in housing pensions
while the possibility of under valuation is very high in agricultural land pensions during
property value declining periods such as now. Moreover, it is demonstrated through a simple
simulation that discrimination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ensues in reverse
mortgage loans because of these over or under valuations. Objective mortgage property
valuation must be ensured in order to do away with such discrimination and to minimize
potential loan losses.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 is drawn that valuer and valuation
standards must be re-established to ensure objective mortgage property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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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본고의 목적은 고령자의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역모기지 대출’에서 당사자들의 유인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액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선행연구로부터 역모기지 대출금 산정
과 대출부실화 방지에 있어 담보부동산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어 ‘공
적 보증’과 ‘비소구성’이라는 역모기지 고유의 특성 때문에 현실에서 대부자의
기회주의(‘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담보가액의 과다평가로 표출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인다. 다만, 공적 보증조건이 배제되면, 오히려 과소
평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 이를 한국형 역모기지에 접목시켜 살펴본
결과, 현재와 같은 부동산가격 하락기에 주택연금에서는 과다평가 가능성이, 농
지연금에서는 과소평가 가능성이 높음을 담보가액 산정기준(인터넷 시세, 공시
지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기준 때문에 역모기지 대출에서 도
시권과 농촌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다. 역모기지 대출의 차별을 해소하고, 잠재적 대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담보가액 산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주체와 평
가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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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월까지 총 1,700여건의 대출이 이뤄졌다. 우
리보다 역모기지 상품이 일찍 도입된 선진국의

한국 사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우 역모기지가 활성화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0년

기간이 소요된 것에 비해, 한국은 활성화 속도

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가 대단히 빠르다.4)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

역모기지대출(Reverse mortgage loans,

할 것으로 예측된다.1) 이처럼 빠른 고령화에

RMLs)에서 부동산소유자(대출자)에게 지급

속에서 정부는 은퇴준비가 부족한 노령층에게

되는 대출금은 대출신청시점 부동산 담보가액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적 역

과 미래 가격변동률, 금리, 평균기대수명, 대

모기지(Reverse mortgage, RM) 제도를 도

출종료확률(사망, 이사, 주택매각, 조기상환)

입하였다.2) 현재 시행되는 공적 역모기지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 결정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과 한국

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담보가액’

농어촌공사에서는 시행하는 ‘농지연금’으로 구

이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

분된다.3) 전자는 주로 도시권 거주자의 주택

보가액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이며, 후자는 농촌권 거

하지만 한국형 역모기지인 주택연금과 농지연

주자의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이다. 2007

금에서는 후술되듯 인터넷 시세와 공시지가에

년 7월 도입된 주택연금은 신청자 수가 연평균

의해 담보가액이 결정된다. 왜 역모기지 대출

약 5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에서 서로 다른 담보가액 결정기준을 채택할

총 9,665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보다 늦

까? 이 기준이 공적 역모기지의 핵심 조건인

은 2011년 1월 도입된 농지연금은 2012년 6

‘형평성’을 충족시키는가? 본고는 이러한 의문

1) UN은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 부르며, 그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이중희 ․ 배다희, 2007: 2).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이 한국은 18년으로 프랑스(115
년), 미국(72년), 일본(24년)에 비해 매우 짧다(김정주, 2008: 21).
2)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란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house rich, cash poor)’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
로 자금을 대출하는 Home Equity Conversion의 한 형태이다(Miceli and Sirmans, 1994: 433). 영국에서는 역모
기지를 ‘Withdrawal Mortgage’ 또는 ‘Lifetime mortgage’로 부른다(Matic, 2010: 5).
3) 역모기지는 민간금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적 역모기지와 공공부문의 보증을 통해 시행하는 공적 역모기
지로 구분된다. 2007년 도입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주택연금)’과 2011년 도입된 ‘농업인이 소유한 농
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농지연금)’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
4) 역모기지는 193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국은 1960년대, 기타 유럽지역은 1970년대, 그리고 캐나
다, 호주, 뉴질랜드지역에서는 1970년대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역모기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이
보다 훨씬 늦은 1980년대 후반이며, 1987년 미국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HECM)를 도입하면서부터이다(Matic,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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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적 보증’, ‘비소구성’) 때문에 대부자의 기회주

주지하다시피 부동산은 그 특성상 동일 물건

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담보가액

이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가질

산정시 오류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론

수 있으며, 현실에서 구체화된 가격 또한 다를

적으로 고찰해본다. 구체적으로 공적 보증 조

수 있다. 이를 일명 ‘가치(혹은 가격) 다원설’이

건에 따라 당사자들의 유인이 바뀌고, 이로 인

라 한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이 평가

해 과다 혹은 과소평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

목적(과세, 보상, 담보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

인다.

로 산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제Ⅳ장에서는 한국형 역모기지(주택연금,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이 동일 목적(역

농지연금)를 간략히 개관하고, 공적 보증 조건

모기지 대출)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유무에 따라 과다평가 혹은 과소평가 가능성이

발생한다면, ‘형평성’논란이 발생한다.5)

있다는 것을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평가기준

본고의 목적은 고령자의 노후생활자금을 안

(인터넷시세 vs 공시지가)을 통해 확인한다.

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역모기지 대

또 간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권 거주자를

출’에서 당사자들의 유인 때문에 부동산 담보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과 농촌권 거주자를 대

가액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사이에 대출차별이 발생

실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모기

한다는 것을 보인다.

지 대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잠재적 대출부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역

실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주체와 기준을 재설정

모기지대출에서의 차별화문제와 대출부실 최

할 것을 주장한다.

소화를 위해 담보가액 산정주체와 산정기준을

먼저 제Ⅱ장에서는 역모기지에 대한 개념
소개를 거쳐 대출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되고, 어떤 요인들이 대출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대출금 결정에서
담보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고찰하는데, 선행연

Ⅱ. 역모기지와 대출금 결정

구들에서 전제하였던 ‘공평하고 객관적인 담보
가액 산정’조건에 깨질 경우 역모기지대출 부

1. 역모기지의 구조와 성격

실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인다.
제Ⅲ장에서는 역모기지대출의 고유특성(‘공

일반 모기지대출(Mortgage loan)은 신규

5) 부동산 가치평가에서 형평성 관련 논의는 과세목적 부동산 평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평과세 차
원에서 과세가치 평가의 형평성을 검증하는 여러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irmans, Gatzlaff,
and Macpherson(2008)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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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기지대출과 역모기지대출의 구조
자료 : 이중희․배다희(2007: 16)의 내용을 수정

로 매입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구입자금의 일부

산을 최초 구입하는 연령을,  은 은퇴로 근로

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없어 보유주택을 현금화하는 연령을,

반면 역모기지대출은 (저소득 고령자가) 보유

그리고  는 사망으로 역모기지대출이 종료되

자산을 담보로 자산의 지분(equity)을 현금

는 연령을 나타낸다.

(cash)화시키는 것이다(Miceli and Seger-

역모기지대출은 자산의 가격변화에 관계없

son, 1994, 433). 기간경과에 따라 일반 모

이 해당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 혹은 활용한

기지 대출에서는 소유자의 지분이 증가하고 부

다는 점, 대출자가 생존하는 기간에는 대출금

채는 감소하는데 반해, 역모기지대출에서는 소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소유자가 대출

증가한다.6)

금 규모와 대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유자의 지분이 감소하고 부채가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여기서  는 담보대출을 통해 주택 등 부동

다는 특징을 가진다.7) 또한 역모기지대출은
고령의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6) Matic(2010, 3)은 일반 담보대출을 ‘Falling debt, Rising equity ’로, 역모기지 대출을 ‘Falling equity, Rising
debt ’로 표현하였다.
7) Szymanoski(1994: 347)는 역모기지가 ⅰ) 주택지분을 현금으로 유동화시켜 고령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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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

보증 역모기지, 공공부분 역모기지, 그리고 순

공한다는 점, 주택처분과정에서 주택처분가격

수 민간부문 역모기지가 있다(Devaney, Del

이 대출금 상환액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계약

Vecchio, and Krause, 1990).9) 한편 FHA

자나 상속인에게 잔여대출금을 청구하지 않는

보증 역모기지는 대출자가 자신의 주택에 거주

다는 점(‘비소구성’), 그리고 잔여대출금에 대

하는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종신지급

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점(‘공

제 방식(Tenure), 대출계약시점에서 대출받

적 보증’)에서 연금 혹은 보험의 성격을 가진

을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통상 10년 미만)

다.8)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지급제

역모기지대출은 보증기관 형태, 대출기간

(Term), 그리고 대출계약시점에 최대 대출가

혹은 대출금 지급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능금액을 일시금 인출한도로 설정하고 대출자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역모기지 시장이 가장

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만큼을 수시로

발달된 미국의 경우 역모기지는 연방주택국

인출하는 신용할당제(Line of credit sys-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tem,  ) 등이 있다(Matic, 2010: 7).10)

점, ⅱ) 담보대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ⅲ) 소유자가 유동화 범위와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Rose and Ross(1993)는 대출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tax-free), 대출금이 사회보장시스템상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대출관
련 상담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역모기지의 장점으로 지적한다.
8) “역모기지는 대출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이 결합한 복합적인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인 모기지 상품과 달리 현
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다. …중략 …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
지하면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그 시점까지 지급받아온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이때, 주택의 처분
가격이 대출금의 상환액보다 높으면 그 잔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주택의 처분가격이 대출금의 상환
액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자나 상속인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고 그 차액을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한
다.”(최형석, 2011: 4). 이처럼 채무자의 자산(혹은 약정된 금액)안에서만 채권자가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비소구(non-recourse)’라 하며, 나머지 채권자의 손실을 공공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것을 ‘공적 보증
(public-guarantee)’이라 한다. 후술되듯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9) 공공부문 역모기지(public sector reverse mortgage)는 주택의 보수, 증개축 혹은 재산세 연기를 목적으로 저
소득 고령자에게 매우 낮은 비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부문 역모기지(private sector reverse
mortgage)는 연방주택국 보증 역모기지와 거의 유사한데, 다만 동일한 조건에서 더 낮은 대출금을 받게 되
어 대출자에게 불리하다는 특징을 가진다(Pratte, 1990).
10) Line of credit system은 생활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의료비나 주택수리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일반 open-end credit과 유사하다. 때로는 3가지 지급방식을 결합하기도 하는데, 와
종신지급방식을 결합한 수정 종신지급제(Modified Tenure),  와 기간지급방식을 결합한 수정 기간지급제
(Modified Term)가 그것이다(황재훈, 2011: 27). 5개 지급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신용할당제(68%)이며,
수정 기간지급제(13%), 수정 종신지급제(7%), 종신지급제와 기간지급제(각 6%) 순으로 비중을 보였다(Ohgak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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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정되어진다.12)

2. 역모기지 대출금 결정

실제 대출금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역모기지의 대출금은 대출자의 대출종료시

식 (1)을 만족시키는 최대의 일시적 금액을 시

점(사망 등) 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

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을 통해

우 발생하게 되는 예상손실액과 대출자가 생존

찾고, 이 금액이 당초 부동산(주택)에서 차지

해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할 보증료의 예상수입

하는 비율(principal limit factor,  )을

액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기대된

도출한다.  는 주어진 차입자의 나이와 기

손해액의 현재가치와 기대된 보험료의 현재가

대금리 수준 하에서 모든 부동산(주택)가격에

치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대출금이 결정되는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동산(주

이를 간략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택)의 최대 대출가능금액(principal limit,

(Szymanoski, 1994: 358).11)

 )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주택)가

격을 통해 구한  을 금리와 보증료율을 고
  

   

   

≤   

   
    




  






(1)

려하여 대출금 지급방식(종신, 기간, 혹은 일
시)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대출금이 결정된다
(김정주, 2008: 35).

여기서    는  시점의 기대보증손실

 의 배분(월 지급액)은 기대수명, 대출자

액을,    는 연령이  세인 대출자의 한계연

의 나이, 성별, 결혼여부 등에 의해 달라진다.

령(100세)까지 남은 기간,  는 기대손해액과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대출자의

기대보증료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할인율, 그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 ′ ) 대출금을

리고    는  시점의 기대보증료를 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월 지급액이 상

타낸다. 기대보증료는 월보증료(  )와

승(  →  )하게 된다. <그림 3>는 기대수명

대출자가    세까지 생존할 확률을 곱하여

이 증가하게 될 경우( → ′ ) 대출금 지급기

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월보증료는 대출신청

간이 늘어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낸

시점의 부동산(주택)가치와 향후 가격전망에

것이다.13)

11) 대출금 산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금리, 대출종료확률, 이들 변수간의 상호독립성, 그리고 위험중립성(risk
neutrality)에 대한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Szymanoski(1994: 353~358), 김정주(2008: 25~32)
등을 참조 바란다.
12) 미국 HECM에서 보증료는 최초 대출시점에서 지불하는 보증료(up-front insurance premium))와 매월 지불하
는 보증료(monthly mortgage insurance premium)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출신청당시 주택가치의 2%, 후자
는 주택가치의 0.5% 수준이다(Szymanoski, 1994: 358). 따라서 최초 주택가치가 높을수록 보증료가 상승하게
되어 대출가능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13) <그림 2>와 <그림 3>의 대출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기간경과(연령 증가)로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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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 자녀유무 등은 (-)관계를 보인다고

대출금



하였다. Mayer and Simons(1994)에 따르
면, 대출자의 나이(기대수명), 성별, 결혼여



부, 주택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 금리, 대출
가능 범위(75~80%), 운영비용(주택가치의
약 3%),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출자의 연령, 주택가치는 대출금에




 ′

100 연령

대출기간

유의한 (+) 관계를 그리고 기대수명과 금리
와는 유의한 (-)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그림 2> 대출연령과 대출금

되었다.
그동안 역모기지대출에 대한 이론․실증적

대출금

논의는 매우 많았다.14) 주목할 것은 기존 선
행연구에서는 ‘담보가액 산정이 공평하게 산정



된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담보가액 산정에서 평가자의 오류(error)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
실에서 평가자의 유인 및 전문성 차이, 평가물
건의 특성차이, 정확한 정보 부족과 정보비대




 ′

100 연령

대출기간

<그림 3> 기대수명과 대출금

칭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공정평가 가정이 항
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필자의 생
각이다. 만일 평가과정에서 오류(과다평가 혹
은 과소평가)가 발생하면 역모기지 과다 혹은

역모기지의 최종 대출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과소대출이 초래된다.15) 과다평가(over-ap-

다양하다. 하지만 각 요인의 영향력 정도는 차

praisal) 혹은 과소평가(under-appraisal)

이가 있다. Weinrobe(1987)은  선택

에 따른 대출금 차이(  ,   )를 나타낸 것

에 있어 주택소유자의 연령은 (+)의 관계를,

이 <그림 4>이다.

14) 역모기지 관련 주료 선행연구로는 Venti and Wise(1990, 1991), Case and Schnare(1994), Rasmussen, Megbolugbe and Morgan(1995), Davidoff and Welke(2004) 등이 있다. 역모기지 관련 대표적 국내연구로는 김진
(2004), 유선종(2002), 김선주 ․ 유선종(2006), 마승렬 ․ 조덕호 ․ 김갑태(2008), 이종의 ․ 하성규(2008), 최형석(2011),
김상현 ․ 서정렬(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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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역모기지 대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험은

대출금

총 대출가치가 담보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초과


하는 것(‘Cross-over risk’)이라 하였다. 이들



은 이 위험의 발생 원인으로 생활안정으로 인



해 대출자가 기대수명 이상으로 장수함으로써
대출금이 예상치를 초과하려 과다 지불될 위
험(longevity risk), 대출자가 사망이 아닌
이사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게 되




100 연령

대출기간

<그림 4> 과다/과소평가와 대출금

는 위험(prepayment risk 혹은 mobility
risk), 시장이자율 상승으로 역모기지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이자율이 역모기지 대출이자율
보다 높아 손실이 발생할 위험(interest rate
risk), 담보부동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상승률

Ⅲ. 역모기지 담보가액
산정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

만큼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할 위험(property
appreciation risk)을 제시하였다.16) 이러
한 위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역모기지 대
출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공적 보증’과 ‘비소

1. 역모기지 특성에 따른 대부자의
기회주의 가능성

구성’에 기인한다.
이런 특성이 담보가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필자의 생각이다. 비소구성 때문

역모기지 대출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한

에 대부자로는 미래 발생하게 되는 잠재적 손

만큼 대출부실화를 야기하는 위험요인도 여러

실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공적 보증이라는

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 Philips and Gwin

장치로 인해 대부자는 잠재적 손실을 공적 보

(1993)은 역모기지 대부자가 직면하는 위험

증기관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를 잘 아는

을 몇 개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

대부자는 담보가액 산정시 업무를 소홀히 하게

15) 과다평가(over-appraisal)란 공정 시장가치를 초과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편의상 이를 ‘Type Ⅰ error’라 하자.
반대로 과소평가(under-appraisal)는 시장가치 미만 평가를 말하며, ‘Type Ⅱ error’라 하자.
16) 이외에 대출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혹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능성 등도 제시되었다. 전자는
주택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역모기
지대출을 신청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일단 역모기지대출을 받는 소유자는 주택관리를 소홀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Miceli and Sirmans(1994), Szymanoski(1994), Davidoff and Welke
(2004), 성주호 ․ 김준석(2005) 등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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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주의의무를 기울이는데 소요되는

하나는 담보가액 산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대부자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한계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익(marginal benefit) 보다 크다는 것에 기

위해 적극적으로 담보가액을 왜곡 산정하는 것

인한다.17)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대부자의 행

이다. 전자가 소극적인 기회주의 행동이라면

태를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 부

후자는 적극적인 기회주의 행동이다.18)

른다.

결과적으로 역모기지대출의 고유한 특성(공

이론적으로 대리인문제는 비대칭 정보와 불

적 보증, 비소구성)으로 인해 대부자의 기회주

완전한 감시 상황에서 대리인의 역선택 혹은

의가 발생할 수 있고, 기회주의적 행동의 하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역

로 ‘담보가액 산정 왜곡’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모기지대출의 담보가액 산정과 연결시켜 살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소절에서는 현실

보면 다음과 같다.

론적 관점에서 역모기지 특성 조건에 따라 대

통상 역모기지 대출에서 담보가액의 산정은

부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담보가액을 왜곡하여

대부자(민간 금융기관)의 몫이다. 역모기지대

산정할 수 있는가를 당사자들의 유인측면에서

출을 보증하는 공공기관은 담보가액 산정이 적

고찰해 본다.

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설령 이를 시행하려고 해
도 막대한 비용(인력, 시간 등)이 소요된다.

2. 역모기지 특성에 따른 담보가액
산정 왜곡 형태

나아가 역모기지대출에서 궁극적으로 대출손
실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

개념상 담보가액 산정은 대출시점 당시 담

(약 2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담보가액 산

보대상 물건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

정의 적정성 확인이 대출시점에서 확인하기가

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출부실로 인한 위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공적 보증기관

험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시장가치 이하로 담보

의 정보부족과 감시실패는 대부자가 기회주의

가액이 산정된다. 즉 대부자는 담보물건의 미

적으로 행동하는 계기가 된다. 이 상황에서 대

래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손실(채권 미회수)

부자는 다음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것

위험을 줄이고자 외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으로 예상된다.

의뢰하고, 감정평가사는 손실발생 확률과 손실

17) 통상 대부자의 담보가액 산정시 물건조사비, 감정평가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등이 소요된다. 문제는 담보
가액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추가로 들이는 비용은 0보다 큰 반면, (공적 보증 때문에) 추가적인 편익은 사
실상 0에 가깝다.
18) 만일 공적 보증기관에게 이러한 대부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각될 확률이 낮고 사적 이익이 크다면 후자
를 선택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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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액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시장가치 이하

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소구성’으로 인해 총

로 평가한다.19) 이러한 담보가치 과소평가 가

대출액이 담보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초과하더

능성은 외국에 비해 한국이 더 높다.20) 왜냐

라도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

하면 법률체계 및 의뢰인과의 별도 협약을 통

에 대출자는 가능한 담보가액이 (시장가치보

해 감정평가사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물을 수

다) 높게 책정되기를 원한다. 대출자와 대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21)22)

자 유인(‘과다평가’)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한편 역모기지대출에서는 ‘공적 보증’ 때문

것이다.

에 대부자나 감정평가사가 부담해야 하는 채권

이러한 대부자와 대출자의 동일한 유인은

미회수(손해발생) 위험을 공공기관이 사실상

실제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감

흡수한다. 이 경우 앞 절에서 언급한 대부자의

정평가사에게 과다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

기회주의적 행동 유인이 작동한다. 대부자는

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손실 위

가능한 많은 대출을 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극

험이 사라져) 대부자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대화시킬 수 있다. 즉 보다 높은 담보가액 설

를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담보가액을 산정

정을 통해 역모기지 대출을 달성하고, 이를 통

(‘자체 감정평가’)하려 할 수도 있다.

있다.23)

현실에서는 농지연금의 한국농어촌공사처럼

대출자(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도 대부자가

공적 보증기관이 직접 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

산정한 담보가액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대출금

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자는 최종적은 위험부

해 수입(보증수수료)을 증대시킬 수

19) 실제 감정평가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시장가치대비 담보가격의 수준을 70~90%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조사
대상의 82%였으며, 90~100%에서 결정한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하였다(윤동근외, 2003: 14). 김영도(2008:
147)는 담보평가금액이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능가격의 약 80% 내외수준으로 평가되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20)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에 미래 회수가능성(채무자의 신용도, 담보물건 가격 하락
가능성, 담보물건 처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담보대출가치(mortgage loan value)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채권미회수 위험을 사실상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21)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
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
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뺷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뺸 제36조 제1항). 박성규(2011)는 담보평가 사고와 관련한 감정평가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례들(40건)을 조사하여, 법원의 판결경향을 분석한 바 있다.
22) 금융기관은 채권미회수로 인한 손해액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별
도의 손해배상 보증금을 설정하거나 (손해배상 공제금 위탁관리기관인)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연대책임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성원 외, 2011: 28).
23) 이 때문에 미국 HECM에서는 담보평가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고, 담보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과정
을 거치고 있다. 미국 역모기지대출 담보평가에 대해서는 http://www.onereversemortgage. com/reverse-mort
gage-blog/2012/02/appraisal -facts-with-a-reverse-mortgage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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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주의적인 과다평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가를 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기관으로서 편

저금리 기조 유지가 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여건조성에 기여하였다. 사실 공적보증 역모기

그 성과에 대해 국회 등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지인 주택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민간 금융기

하므로 담보가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대출

관의 역모기지대출이 있었다. 하지만 대출기간

규모를 조절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유인 때문

(평균 5~15년)이 짧다는 점, 대출기간이 종

에 담보가액을 시장가치보다 낮게 책정(‘과소

료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함으로 인해

평가’)하게 된다.

퇴거 우려가 높다는 점, 그리고 주택가격 하

본 장에서는 역모기지의 고유 특성과 대출

락․금리인상․계약자 수명연장과 같은 대출

당사자들의 유인에 따라 산정오류 유형이 달라

손실 위험요인에 민간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질 수 있음을 이론적․현실적으로 간략히 살펴

더 취약하다는 이유로 성과가 크지 않았다.24)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타당한

이에 따라 공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이 보

지를 한국의 사례에서 검증해 본다.

증하는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이 2007년 5월
도입되게 되었다.25)
한편 주택연금이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Ⅳ. 한국형 역모기지
담보가액 산정실태와
왜곡 가능성 분석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고령화비율이 높고 소
득수준이 더 낮은)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
로 하는 역모기지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제는 농촌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낮아 주택

1. 한국형 역모기지 개요

담보 역모기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전, 답, 과수원)를 담

인구의 빠른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보로 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것이

그리고 고령인구의 노후준비 부족에 따라 2000

2011년 1월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이다. 농지

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역모기지제도 도입에 대

연금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증 및 대출업

24) 신한은행('04), 농협('06), 국민은행('08) 등이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민간 역모기지는 신청자격을
공적 역모기지보다 낮은 40세 이상으로 한다는 점, 대출기간을 종신이 아니라 5~15년으로 한다는 점, 담보
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LTV)을 적용받는다는 점, 주택가격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공적 보
증이 없어 보증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 역모기지와 차이를 보인다(황재훈, 2011: 22). '04년
5월부터 '06년 10월까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판매 건수는 434건에 불과하였다(뺷한국주택금융공사법뺸
개정안 검토보고서: 2006).
2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뺷한국주택금융공사법뺸 제2조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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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비교
구분

주택연금

농지연금

근거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도입시기

2007. 7

2011. 1

신청자격

∙본인/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주택을 1채만 소유, 실제 거주
∙주택법상 주택으로 9억원 이하**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도 가능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실제 영농 중

비소구권
적
용

∙채무는 주택가치로 제한
※ 잔여 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

∙채무는 농지가치로 제한
※ 잔여 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

연
금
지급방식

∙종신형(정액형, 증액형, 감액형)***
※ 혼합종신형(대출한도 5억원의 50%까지
개별인출 허용)

∙종신형(정액형)
∙기간형(정액형)
※ 기간형 대출종료시점 : 가입자 사망

보증기관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금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금

3개월 CD금리+1.1% (변동금리)

연 4%(고정금리)

부동산
가
치
상승률

∙연 3.5% → (’12.7) 연 3.3%****
※ 1986년 1분기~2006년 4분기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적용

∙연 2.85%
※ 1994년 1분기~2009년 4분기(16년간)
시⋅군지역 농지가격 평균상승률

기대이율

∙연 7.12%
※ 2002. 6~2007. 5(5년간)의 1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에 마진
(margin) 2%를 가산하여 적용

∙연 5.11%
※ 2003.1~2009.12(7년간)의 1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이용하여 추정한
장기 예측치 적용(농촌금융 특성을 고려,
마진은 적용치 않음)

∙2008년 국민생명표상 여자생명표
※ 미래의 생명연장 효과 반영, 조기상환율
적용 않음

∙2005년 국민생명표상 여자생명표
※ 조기상환율: 여자사망률 20% 가정

∙초기보험료 : 주택가치의 2%
∙월보험료 : 대출잔액의 연 0.5%

∙초기가입비 : 농지가치의 2%
∙월위험부담금 : 대출잔액의 연 0.5%

리

생명표

보험료율
주)

* : 2009년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만 65세→만 60세)
** : 2008년 10월 역모기지 신청가능한 주택가격 범위 상향 조정(6억원→9억원)
*** : 2008년 5월과 10월에 연급지급방식을 다양화(정액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하였으며, 2009년
3월 대출한도를 증액(3억원→5억원)하였고, 2009년 4월 수시인출한도도 확대(30%→50%)함.
**** :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대출손실 발생위험을 줄이고자 '12년 7월 주택가치 상승률을 하향조정함
자료 : 마승렬(2011), 황재훈(2011) 등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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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모두를 담당하며, 대출금 산정․연금지급방

75세이며, 담보농지의 평균면적은 5,371㎡였

식 등은 주택연금과 비슷하다(마승렬, 2011:

다. 월 지급금 규모로는 150만원 이하가 전체

15). <표 1>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신청자

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격, 연금지급방식, 보증기관, 대출금 산정을
위한 주요기준(부동산가치 상승률, 금리, 기대

2. 담보가액 산정 왜곡가능성 검증

이율, 기대수명,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1) 담보가액 산정기준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
로 공개되는 가운데 김상현․서정렬(2011)은

제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

2007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주택연금에

인 역모기지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

가입한 4,35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현황을 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석하였다. 그 결과 가입자 평균 연령은 73세이

한다. 먼저 주택연금 관련 감정평가는 ｢주택담

며, 주택규모로는 85㎡ 이하가 78%를 차지

보노후연금 보증규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다.26) 이 규정에 따르면 담보주택의 가격은

77.7%를 차지하였으며, 월 지급금 규모로는

연금신청 당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

150만원 이하가 79.2%에 이르렀다. 주택유

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

형별로는 아파트가 3,535건(81.2%)로 가장

의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신청인이 원할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부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

단독주택(460건, 10.6%), 연립․다세대(317

도록 하고 있다.27) 제2항에서는 공신력 있는

건, 7.3%), 노인복지주택(38건, 0.9%)이 그

시세 인정기관으로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으

뒤를 이었다.

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부 감정평가서는 (6개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2012.1.11.)

월 이내) 한국감정원의 정식 감정평가서로 제

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경우 평균 가입연령은

한하고 있다.28) 또한 제4항에서는 담보주택

26) 이 규정은 뺷한국주택금융공사법뺸 제9조에 따라 2007년 7월 12일 제정된 것으로 2010년 전부개정을 포함하
여 총 14회 개정되었다. 이외 공사는 주택연금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7) 인터넷 시세는 일반 담보대출에서도 활용되는데,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세부기준 제1장 제5절)에서 은행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국세청 기준시가, 전문 감정평가
기관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8) 추측컨대, 주택연금 담보가액 산정기준을 인터넷 시세 혹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로 제한한 이유는 주택
가격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아파트 실거래공개, 인터넷 중개업체 가격정보 등), 기존 담보가치 산정관행, 평
가비용 절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익명의 심사자의 논평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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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격평가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국주택

시세, 한국감정원의 정식 감정평가 순으로 담

금융공사 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29)

보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인터

농지연금에 대한 가격평가에 대한 사항은

넷 시세는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이 부동산중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업소 혹은 산하 지점을 통해 수집된 실거래

담보농지의 가격은 뺷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정보 등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주택의 가

평가에 관한 법률뺸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

격수준(하한, 평균, 상한)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된다. 만일 평가

통상 인터넷 시세로 제공되는 주택은 일정규모

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

이상의 가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정형화 되

장․군수․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어있으며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의뢰하여 통보받은 가격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인터넷 시세는 제Ⅲ.1절에서의 ‘자

다. 농지연금에서는 외부 감정평가 의뢰가 인

체 감정평가’에 해당한다.

정되지 않는다.30)

그렇다면 담보가치 산정시 우선적으로 채택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역모기지 대

하도록 하고 있는 ‘인터넷 시세 기준’가 현실의

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한국감정원과

보가액 산정기준이 (제도적으로) 상이하다. 이

국민은행을 포함하여 인터넷 시세를 제공하는

하에서는 왜 담보가액 기준이 상이한지 그리고

대다수 부동산정보업체는 주로 중개업소가 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책정된 담보가액이 시장가

공하는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시세를 제공하고

치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제Ⅲ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직접 담당하는 중개업

장의 주장처럼) 담보가액이 왜곡되게 산정되

소가 입력한 거래신고가격을 기초로 시세(상

고 있음을 보인다.

하한 혹은 평균값)를 도출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와 거래빈도가 낮고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2) 담보가액 산정 왜곡 가능성 검증

이 하락하는 시기(혹은 지역)에서는 인터넷 시
세가 시장가치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1) 주택연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규정｣ 제30조에서

첫째, 거래빈도가 낮은 시기 중개업소는 과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거가격을 참조하여 시가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29) 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 가격평가방법과 유의사항을 (FHA와 같이) 별도 규
정화 하지는 않는 듯하다.
30) 농지연금의 담보가액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정한 이유는 주택과 달리 거래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평가비
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주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
나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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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장가치보다 높게 시가정보를 입력할 가

한편 인터넷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능성이 있다.31) 둘째, 실제 거래시점과 거래

산정할 때, 대출의뢰자(소유자)의 기회주의적

정보 입력을 통해 시세를 조정하는 시점 사이

행태로 인해 과다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

에 시차가 발생하는데,32) 거래량이 감소하고

세를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시차문제로

효용차이와 관계없이 시세의 중간 또는 평균치

인해 시세가 시장가치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

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33) 만일 대출자의 기

이 증가한다.

회주의(역선택)가 존재한다면, 보유주택의 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자와 대출자

격이 해당 지역 내 평균 주택가격보다 낮은 소

는 담보가액 산정시 정식 감정평가보다 인터넷

유자들이 주로 역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려 할

시세를 더 선호하게 된다. 정식 감정평가 의뢰

것이다. 이른바 로열층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은

시 비용(평가수수료)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

자신들의 주택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

은 이러한 선호체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여 담보가액 상향조정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감

실제로 김상현․서정렬(2011: 53)에 따르면,

정평가를 요청할 것이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2007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총 주택연금 대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담보가액이 해당 주택의

출(4,350건)에서 담보가액 산정시 인터넷 시

실제가치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세를 이용한 사례가 무려 76.6%(3,329건)에

된다.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감정원의

2000년 하반기처럼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것은 23.4%(1,021건)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논의

에 불과하였는데, 이 조차 정확한 시세파악이

와 반대되는 결과, 즉 시세가 시장가치보다 낮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대부분

게 책정될 것이다.34) 하지만 이러한 경우 역

인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대출의 손실발생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

31) “중개업소는 거래된 매물가격을 중심으로 시세를 입력하는데, 거래가 없을 경우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참고해 입력한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다. 때문에 고점 대비 30%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단지가 수두룩하지만 통계에는 1~2% 정
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한국일보, 2008. 10. 5)
32)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시점과 신고시점간 시차가 발생하고, 거래신
고가격이 취합되어 시세가 조정될 때까지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당시 시장가치와 시세간에 이중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실거래 신고가격과 시세간의 시차문제에 대해서는 이창무외(2005), 이용만 ․ 이상한
(2008), 최성호 ․ 김진유(2012) 등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최근과 같이 시장이 침체되어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시세와 실거래가의 격차가 커지면, 시세의 실거래가
반영정도가 상당부분 하락하므로 해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최성호 ․ 김진유, 2012: 17).
33)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 시세는 평균값을 담보가격으로 결정한다(www.hf.go.kr/hindex.html).
34) 거래빈도가 높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과다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매도)호가’가 시세를
결정하는데, 가격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요인 등으로 인해 호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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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작용이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고, 이후 몇 번의 가격인상 노력이 있었으나
조세저항 우려로 대폭적인 가격상향조정을 하

(2) 농지연금

지 못했기 때문이다(김영도, 2008).

농지연금 대출을 위한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이러한 공시지가 기준 담보가액 산정은 결

정한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는 공시지

과적으로 농지의 담보가치를 과소평가하여

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

(비록 과다대출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은 줄

다. 공시지가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특성차이에

이지만) 농지소유자에게 연금을 과소 지급하

따른 가격격차율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토지에 대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애착이 강해 보유효과(endowment effect)가

산정한

후,35)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높은 한국에서 이러한 담보가액 과소산정은 농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

지 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

수․구청장이 공시한 가격이다. 모든 공시지가

다.37) 농지연금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가 금

의 가치평가 기준시점은 1월 1일이다.

지되어 과소산정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

문제는 과세 등 주로 공공 행정을 위해 산

능한 상황이다.

정된 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이 시장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2011:
65)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대비 공시

3) 담보가액 과다 혹은 과소산정의 파급
효과

지가의 수준은 58.5%에 불과하였다. 이 비율
은 전/답(56.9%), 임야(42.8%)일수록 더

앞에서 주택연금 담보가액은 과다산정 그리

낮았고, 지역별로도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으

고 농지연금 담보가액은 과소산정 될 수 있음

로 나타났다.36)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

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다 및 과소산정에 따

이유는 1990년 제도도입 당시 지가안정화를

른 결과를 가상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본다.

위해 공시지가를 시장가치보다 낮게 결정하였

만 70세인 ‘갑’은 시장가치가 5억원인 주택

35) 가격격차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는데, 비준표는 토지가격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의 특성차이에 따른 격차를 계량모형 분석을 통해 수치화시
킨 표이다.
36)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실이 발표한 현실화율(=공시가격/거래신고가격)은 공동주택이 72.5%, 단독
주택이 50.4%, 그리고 토지가 54.7%였다. 농지연금의 주요 대상인 되는 전/답의 경우, 비율이 가장 높은 대
전(73.5%)과 가장 낮은 울산(46.0%) 사이에 27.5%의 편차가 있었다(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65).
37) 보유효과(endowment effect)란 특정 물건을 구입하여 자신의 소유가 되면 구입 전보다 그 물건에 더 애착
을 갖게 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보유효과는 토지(선산, 종중 토지 등)에서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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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갑인 ‘을’은 동일 가치

변이라 할 때, 갑과 을의 총 수령액은 약 3.43

를 가지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노후

억원과 2.1억원이다. 이 때 갑과 을의 잔여담

자금이 부족한 갑과 을이 각각 주택연금과 농

보가액은 -0.93억원과 0.4억원이 된다. 주택

지연금을 신청할 때, 각자의 연금규모를 산출

연금 대부자에게 대규모 대출손실이 발생하게

해 본다. 갑이 보유한 주택의 인터넷 시세는

되고, 이 손실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게

5.5억원(시장가치대비 110%)이며, 을이 보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권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유한 농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3억원(시장가치

대출자와 농촌에 거주하는 농지연금 대출자를

대비 60%)이라고 하자. 연금지급방식을 월지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급 정액형으로 할 때, 갑과 을의 대출금은 각
각 1,905,850원/월과 1,164,600원/월이
다. 즉 갑이 을보다 1.64배 많은 연금을 받게

Ⅴ. 결 론

된다.
갑과 을이 10년(평균수명 수준, 80세) 후

약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동시에 사망하여 역모기지 대출이 종료된다고

적인 은퇴가 다가오면서 국내 역모기지 시장의

하고, 10년 동안 주택과 농지의 가치가 50%

확대가능성은 상당히 높다.39) 특히 향후 부동

하락(시장가치는 각각 2.5억원) 하였다고 하

산가격 하락, 역모기지 대출조건 악화(금리인

자.38) 현재의 연금을 10년 동안 받을 때, 갑

상, 수명연장 등)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은 약 2.28억원, 을은 1.4억원을 수령하게 된

의 노후준비 부족과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

다. 이 때 갑과 을의 잔여 담보가액은 0.22원

는 비중(73.6%, 2011년 기준)이 높다는 점

과 1.1억원이 된다.

은 그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는 2020

하지만 갑과 을이 안정적인 노후로 인해 생

년에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약 1만명에 이르

존기간이 15년(평균수명 5년 초과, 85세)이

고 총 누적 가입자가 6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박

되고, 주택과 농지의 가치는 50% 하락에서 불

재경(2010: 70)의 전망과도 맥을 같이 한다.

38) 일반 담보부동산에 비해 여모기지 대출에서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담보부동산 관리소홀)로 인해 담보부동산
의 가치가 더 하락한다는 주장은 Miceli and Sirmans(1994), Szymanoski(1994), Davidoff and Welke(2004) 등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가치의 약 30~50%를 차지하는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가치하락 가능성은 더욱 높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시장가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명목가치로만 논의한다.
39)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 사이 출생한 사람들로 전체 인구의 약 1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들은 자산의 약 70% 이상을 부동산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주택이다. 국토해양부 내부자
료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는 약 314만여호로 추정된다. 한편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결
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49.4%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지역보다 농
촌지역에서 노후준비가 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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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에 대한 제Ⅱ장의 논의에서 확인할

에서 확인하였다. 특히 현재처럼 부동산가격이

수 있듯이 역모기지대출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

하락하는 추세에서 주택연금은 거래부족에 따

이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더욱이 대출부

른 시세파악 어려움과 거래시점과 시세조정시

실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고, 그 효

점 사이의 시차문제로 담보액이 과다산정될 가

과도 매우 클 수 있다. 만일 대출금산정에 큰

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시

영향을 미치는 담보가액 산정에서 왜곡이나 부

지가의 낮은 현실화율이 지속되는 한 농지연금

실산정이 발생한다면, 대출부실화 가능성을 더

담보가액의 과소산정은 불가피하다. 과다 혹은

욱 높이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과소산정되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대한 대

서는 담보가액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된

출시뮬레이션 결과, 도시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다는 엄격한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현

하는 주택연금은 상대적으로 대출손실이 발생

실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러한 가정이

할 확률이 매우 높고, 농촌권 거주자를 대상으

기각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필자가 주목한 것

로 하는 농지연금은 상대적으로 대출손실이 발

은 ‘당사자들의 유인’이다.

생할 확률은 낮았다. 그 결과 고령자의 안정적

제Ⅲ장에서 필자는 대출관련 당사자들의 기

노후를 공공이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역모기지

회주의적 유인에 의해 담보가액이 잘 못 산정

대출에서 고령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거주자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역모기지의 고유한 두

차별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지 특성, 공적 보증과 비소구성 때문에 대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담보대출의 차별을

자의 기회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담

해소하고, 대출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

보가액 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리

로 필자가 제시하는 것은 ‘독립된 제3자에 의

적으로 보였다. 또 이러한 유인이 현실에서 담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담보가액 산정’이다. 미

보가액 ‘과다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 HECM에서는 담보가액 산정을 독립된

반면 공적보증 조건이 배제되면, 대부자는 오

Appraisal Management Company(AMC)

히려 ‘과소평가’하려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

에게 맡기며, 대부자의 자체 평가 또는 대출자

이었다.

에 의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제한내지 금지하고

제Ⅳ장에서는 한국형 역모기지를 간략히 개

있다.40) 이는 1980년대 상업용 부동산에 대

관하고, 공적 보증 조건 유무에 따라 담보가액

한 대규모 대출손실 사태와 2006년 서브프라

과다평가 혹은 과소평가 가능성을 주택연금과

임 사태 등의 경험을 통해 대부자 자체평가의

농지연금의 평가기준(인터넷 시세, 공시지가)

위험성을 직접 경험한 것에 기인한다.

40) AMC는 대출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주면허 혹은 공인(state licensed or certified) 평가사 가운데서 적정 평
가사를 선정하여 평가를 수항하게 하고, 평가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한편 역모기지 전문평가사에 대
한 지역별 검색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http://www.reversemortgageappraisers.com/). 원래 FHA는 자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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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보가치 산정기관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제도적 노력은 ‘담보가치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농지
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이다. 전자는 주택연금
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모니
터링 강화를 그리고 후자는 가치평가와 대출을
함께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자
의 모니터링 도입을 의미한다.41)
공적 보증과 비소구성이라는 고유 특성을
가진 역모기지대출에서 대부자의 자체평가로
인한 대출손실 위험을 줄이고, 공공에 의한 고
령자에 대한 안정적 노후자금 지원이라는 역모
기지대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제도적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 논문 접수일 : 201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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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사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내고, 내부 시험/심사과정을 통과한 감정평가사에 한해 대출 평가업무를
주었다. 그러다가 2008년 법률개정에 의해 2009년 10월부터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ASC's National Registry
에 등록된 모든 평가사에게 FHA 평가를 허용하였다. 다만, GSA's Excluded Parties System(EPLS), HUD's
Limited Denial of Participation(LDP) 또는 HUD's Credit Alert Verification System(CAVRS)에 기재된 감정평
가사는 FHA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
41) 미국의 FHA처럼 모기지대출에 있어 가치평가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기준
으로 금융기관의 이 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에 대한 실거래가격
을 공개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한국농어촌공사의 평가오류를 소유자가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선
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익한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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