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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버블붕괴 등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 및 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노동공급, 저축률, 실질임금 및 생산성,
자산가격, 재정부담 변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 거시변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의 단계 및 형태, 경로별 영향의 방향과 정도 등이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물경기순환(real business cycle) 이론에 기반한
통화모형(monetary model)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장래인구전망에 적용하
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
작하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60년까지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이
0.02~0.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장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인구 고령화, 장기 인플레이션, 물가안정목표, 현금-선보유제약모형
JEL classification: E30, E58, J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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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버블
붕괴 등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 및 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1)
기존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노동공급, 실질임금 및 생산성, 저축률, 자산가격, 재정
부담 변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 거시 변
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의
단계 및 형태, 경로별 영향의 방향과 정도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인구고령
화로 노동공급이 축소되는 경우 실질임금이 상승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인구고령화가 경제 전반적인 활력 저하 및 혁신 감소 등
을 통해 총수요 둔화를 유발하는 경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비율 하락으로 대표되는 인구고령화가 본격화하
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성장률은 1~2%대, 인플레이션율은 0% 내외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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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물경기순환(real business cycle) 이론에 기반한 동태일반균형
통화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netary model)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장래인구전망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구고령
화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별 영향을 내생변수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포착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효과를 구현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기존 연구 개관을 통해 인구고령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인플레이션 간 관계를 최근 자료 위주로 점검해본다. Ⅲ장에서는 모형의
구조와 모수 설정 및 균형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 연구 개관 및 우리나라 현황 점검
1. 선행 연구 개관
선행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혼재한다. 실증 분석 결과도 대상 국가 및 시기,
이용 방법론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고령화가 장기 물가 상승요인이라는 견해의 첫 번째 주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실질임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Goodhart and
Erfurth (2014)는 지난 30년간 글로벌화 진전, 중국의 저임 노동공급 및 저가 상품
수출 증가 등으로 전세계가 디스인플레이션을 겪었다면 앞으로 30년은 전세계적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임금상승을 통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장기간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공급이 풍부한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해외 이전 등을 통해 국내 임금상승압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고령화로 저축률이 낮고 소비율이 높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
총수요가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Juseli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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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ts (2015)는 1955~2010년중 22개국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고령
화로 부양비율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도 상승하였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소비가 주로 보건,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위주로 증가한다는
점,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층
저축률이 감소하지 않는다2)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주장의 실증분석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윤종원·김진일·이정진(2014)은 30개
OECD 국가의 1960~2013년중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고령화가 소비선호
변화3) 등으로 인한 수요둔화를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인다.
다음으로 고령화가 장기 물가 하락요인이라는 견해의 첫 번째 주장은 기대경로를
통해 설명된다. Shirakawa (2012)는 인구고령화가 노동공급 축소를 통해 장기 추세
성장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고령화에 따른 규모축소의 효과를 미리
의사결정에 반영하면 수요부족이 공급둔화를 선행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이 발
생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 경제주체들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기대경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경기침체와 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인적자본 손실과 노동생산성 하락을 통한 경로이다. 고령화 진전으로
숙련도가 높은 고령층이 은퇴하거나 노동시장에 잔류하더라도 저임금/저생산성
분야에 몰리게 되면 경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실질임금도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술한 Goodhart and Erfurth (2014)의 견해와
반대되는 주장으로 고령화가 실질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경로를 제시
하고 있다. Fujita and Fujiwara (2016)는 이러한 논리를 노동시장 매칭모형에 반영
하여 197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둔화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주장은 고령화가 자산가격 하락, 실질환율 상승 등을 통해 물가 하락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토지 및
주택 등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자산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
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Anderson et al. (2014)는 GIMF 모형을

2) Bloom et al. (2003, 2007)은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은퇴 후 생존기
간 연장,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고령층 저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고령층 소비는 의료, 여행 등 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비고령층은 주택, 교육, 교통, 통신 등 수요
진작형 자본투자와 관련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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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일본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고령화로 인한 토지가격 하락, 실질환율 상승4)
등이 2013~2030년중 일본 인플레이션을 평균 0.3%p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기피도 변화를 통한 경로이다. Bullard et al. (2012)는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보유부채가 많고 상환부담이 높은 비고령층은 고인플레이션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자산보유비중이 높은 고령층은 실질자산가치 유지를 위해
저인플레이션을 선호하므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기피도는 높아지고 이는 통화당국의 저 인플레이션 정책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다섯 번째 주장은 고령화가 재정부담 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다. Katagiri et al. (2014)는 고령화의 원인이 저출산인지 기대수명 연장인지에
따라 재정부담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유발된 경우 연금수혜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비고령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소득세율 인상 등의 재정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수요둔화를 통해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저출산이 원인인 경우에는 세원 축소에 따라 정부부채의 화폐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은 일본
경제의 경우 저출산보다 기대수명 연장의 효과가 더 커 지난 40년간 0.6%p의 인플
레이션 하락 압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2.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장기 인플레이션 관계 점검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하락
하기 시작하므로 인구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수년간은 본격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령
화가 지속되면서 선행연구 개관에서 제시한 여러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플
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고령화의 물가 상승/하락 요인을 ① 규모축소의 효과 경로, ② 저축률 경로, ③ 실질
임금/생산성 경로, ④ 자산가격 경로, ⑤ 재정부담 경로로 구분한 후, 우리나라의

4) 고령화가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총저축과 총투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면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는 실질환율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Anderson et al.
(2014)가 일본경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고령화 진전과 함께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실질환
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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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고령화 진전 단계와 장기 인플레이션 관계를 경로별로 점검한다.
먼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규모축소의 효과 경로에서는 초기에는 상승요인이,
장기적으로는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었지만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작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감소 속도도 빠른 점을 감안할 때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축소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공급 축소로 인한 생산둔화는 총수요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령화가 만성적인 수요침체 현
상을 유발하는 경우 오히려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1인당 성장률을 총인구
1인당 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성장률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고령화가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총인구 1인당 성장률이 경제의
장기 수요측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성장률이 공급측면을 규정한다고 볼 때 두 변수
간 차이를 통해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5)
<그림 3>에 보는 바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20년 이상 진행된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성장률이 평균 1.5%로 총인구 1인당 성장률(0.8%)의 두 배에
달하여 심각한 수요침체 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아

5) Shirakaw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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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인당 성장률 비교1)

주: 1) 2000년 이후 평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OECD

<그림 4> 장기 수요압력과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총인구 1인당 성장률이 소폭 큰 상황이며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물가하락압력도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총인구 1인당 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성장률의 차이로 계산
되는 장기 수요압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장기 수요압력이 +0.7%p를 유지하여 1960, 70년대 높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공급 증가가 경제성장에 인구보너스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7년
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장기 수요압력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2065
년까지 연평균 0.9%p씩 수요압력을 낮추고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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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축률, 투자율 및 평균소비성향 추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15년

총저축률

32.7

37.8

33.3

35.0

35.4

총투자율

33.6

37.1

32.1

32.1

28.5

-

-

0.762)

0.77

0.71

-

-

0.792)

0.75

0.70

1)

비고령층
평균소비성향
고령층1)
평균소비성향

주: 1) 비고령층은 50대 이하, 고령층은 60대 이상
2) 평균소비성향 2000년대 값은 2003~2009년 평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5> 인구고령화와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한 국)

(일 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두 번째, 저축률 경로도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모두 가능하다. 먼저 고령화가
저축률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고령화로 저축성향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수요측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층 소비가 물가상승효과가 크지 않은
의료, 보건서비스 위주로 증가한다는 점6),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위주 저축률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6)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보건서비스 지출은 품목수 기준 5.8%(28/481), 가중치 기준 7.3%를 차지하여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17.3%, 가중치 기준), 음식 및 숙박(12.2%), 교통(11.1%), 교육(10.4%) 지출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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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구고령화와 실질임금 및 생산성 추이
(한 국)

(일 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고려할 때 그 상승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고령화로 저축률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미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축적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투자둔화로 연결되면서 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표 1>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1980년대까지 큰 폭
으로 상승하다 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고령화 속도에 비하면 아
직까지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대 이후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비고령층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 비중 증가가 소비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가 장기간 진행되
면서 저축률의 장기 하락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본축적 능력이 고갈되고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저축률과 투자율이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실질임금/생산성 경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실질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전체적인 생산성이 둔화
되는 경우 임금 상승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기간이 길어지면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실질임금 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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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구고령화와 주택가격 및 실질환율 추이
(한 국)

(일 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OECD

있으나 실질임금과 생산성(1인당 성장률로 표시)은 2000년대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20년 이상 진행된 이후 노동공급 부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이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성장률은 높아졌으나 실질임금
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여부는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여부,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 여부, 청년층 실업 해소 여부 등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자산가격 경로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발생하는 인구감소는 주택,
토지 등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키면서 자산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거품붕괴로 주택가격이 급락한
이후 고령화 진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올해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
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상당 기간 진전된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고령화에
따른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환율의 경우 고령화 전개와
관계없이 10년 단위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고령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축률과 투자율의 추세 하락이 현실화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율이 저축률을 밑도는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실질환율 상승을 통한 물가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실질환율 상승 경로를 통해 2013~2030년중 인플레이션이 평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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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부양비율1)과 정부부채비율2) 추이
(한 국)

(일 본)

주: 1)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총인구
2)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자료: 통계청, IMF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7)
마지막으로 재정부담 경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는
고령화의 원인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림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어 고령화가 재정부담
변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세수 확대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가 장기간 진전되면서 재정적자 규
모가 급격히 커지고 이것이 장기침체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물가 하락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8)

7) Anderson et al. (2014)
8) Katagiri et al. (2014)는 일본 경제의 경우 저출산보다 기대수명 연장의 효과가 더 커 지난 40년간
0.6%p의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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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과 균형조건
1. 모형 구조
본고에서 사용한 모형은 고령세대와 비고령세대로 구분되는 가계와 대표 기업가
및 정부로 구성되는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 모형9)에 현금-선보유제약
(cash-in-advance constraint)10)을 추가하여 통화모형(monetary model)화한 것이다.
가계를 고령세대11)와 비고령세대로 구분하고 비고령세대만을 노동공급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설정한 것이다.12) 이하에서는 경제주체별 최적화 문제를 가계,
기업, 정부 순서로 설명한다.

1.1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
가계는 재화( )를 소비하고 토지나 주택 등의 실물자산( )을 구매하는 주체로서
비고령(young) 세대와 고령(old) 세대로 구성된다. 비고령세대만이 노동( ) 공급의
주체로서 기능하여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경제 전체적인 생산도
줄어드는 결과가 구현된다. 가계가 고령세대와 비고령세대로 구분됨에 따라 가계 전체의
효용함수도 두 세대 간 상대적인 비중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9) Ikeda and Saito (2014)는 가계를 고령세대와 비고령세대로 구분한 실물경기변동모형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인구 감소가 실질균형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Ikeda and
Saito (2014)의 RBC 모형에 통화부문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10) 현금-선보유제약은 재화소비를 위해 가계가 일정량의 실질화폐잔고(real balance)를 미리 보유하고 있
어야 한다는 가정으로 일반균형모형에서 화폐사용을 도입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한다. 현금-선보유제약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문헌은 Lucas (1982, 1984)를 참고하기 바란다.
11) 엄밀히 말하면 본고의 고령세대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따
라서 본고의 총인구 대비 비고령세대 비중은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같은 개념이다.
12) 최근 Gagnon et al. (2016)는 연령별 인구구성, 출산율, 사망률, 고용률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수들을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인구구조변
화가 성장률과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의 모형이 실물경기순
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무한시계(infinite horizon) 하에서의 일반균형동태모형이고 Gagnon et al.
(2016)는 유한시계(finite horizon) 하에서의 중첩세대모형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균형 해를 유도하는
과정은 recursive solution을 구하는 동태 최적화 문제(dynamic optimization problem)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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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령세대 효용함수)

        
    
 

(고령세대 효용함수)

∞

max 

  





         

   (가계 전체 효용함수의 극대화)

  : 총인구 수,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수
생산가능인구 비중(      )은 외생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13) 현금-선보
유제약은 노동공급의 주체인 비고령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모형에서
고령세대는 노동을 공급하지 않고 비고령세대만 노동공급(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설정되
었다. 따라서 생산활동의 결과 주어지는 임금소득도 비고령세대만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고령세대에게만 현금-선보유제약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Lucas and Stokey (1987)의 현금재화-신용재화(cash good-credit good) 구분처럼
재화거래의 일정 부분에만 현금이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신용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가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1)

 : 실질 화폐잔고,   : 현금-선보유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
비고령세대는   만큼의 실질 화폐잔고를 보유하고 이를 재화소비에 사용한다.
가계는 재화 및 실물자산 이외에 저축수단으로 금융자산( )도 구매한다고 가정한다.
가계의 재화, 실물자산, 금융자산에 대한 총지출은 비고령세대의 임금소득, 가계
전체의 과거 실물 및 금융자산소득과 보유 실질화폐잔고로 구성되는 총수입의 제약을
받는다.14)

13) 반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노동시간으로 정의되는 노동공급(  )은 내생적으로 변화한다.
14)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명목 예산제약식을 물가로 실질화하고 총인구수로 나누어 정규화한 제약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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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물자산가격,   : 실질임금,  : 명목금리,   : 인플레이션율,
    : 통화증가율,  : 가계의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
위 예산제약식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경우 비고령세대의 임금소득이
줄어들고 이것이 가계 전체의 소득감소 및 수요둔화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15) 가계
는 이러한 현금-선보유제약과 예산제약 하에서 상대적 인구비중으로 가중합되는 효
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래의 균형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2)



  
     
        
        

  
     
     

(4)


   
  


          

        
     

      

                
 

 

          

      
                
 

                
 

(3)

      



(5)

(6)

(7)

(8)

 

15) 본 모형에서 통화증가율( )은 표준적인 통화모형에서와 같이 균형성장률과의 관계를 통해 인플레이
션율( )의 궁극적 결정요인으로 기능하며 통화당국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
이 통화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니므로 통화증가율은 통화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매기 결
정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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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식 (2)는 명목금리 결정식으로 가계의 저축, 즉 금융자산 수요에 대한 균형식으로
부터 도출된다. 식 (3)~(5)는 재화소비와 관련된 균형조건으로 식 (3)은 비고령세대의
재화소비 한계효용이 현금-선보유제약과 예산제약의 라그랑지 승수의 합과 같음을
나타낸다. 식 (4)는 예산제약의 라그랑지 승수는 고령세대의 소비 한계효용과 같음을
나타낸다. 식 (6)~(8)은 실물자산 보유와 관련된 균형식으로 고령세대와 비고령세대의
실물자산 보유 한계효용과 실물자산가격 간 관계를 결정해 준다. 식 (9)는 현금선보유제약의 존재로 발생한 균형식으로 재화소비 및 화폐보유의 한계효용과 인플
레이션 간 관계를 규정한다. 식 (10)은 노동공급곡선식으로 노동공급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면서 노동공급이 결정됨을 나타낸다.

1.2 기업가의 이윤극대화 문제
기업가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Ikeda and Saito (2014) 모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기업
가의 소비 효용극대화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본 모형에서 기업가는 인플레이션 등
명목변수 결정요인과 관계없이 노동, 자본, 실물자산 등 생산요소와 생산기술만을 활용
하여 실물경제의 총생산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활동한다. 생산함수 식 (11)에서 생산가능
인구 의 비중( ) 감소가 총생산 둔화로 바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기업가는 또한
보유 실물자산을 담보로 동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만큼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     


(11)
(12)

  : 총생산,   : 총요소생산성(이하 TFP),  : 자본투입,  : 노동투입,
  : 기업가의 실물자산 투입,  : 기업가의 투자지출,  : 실질금리
이러한 생산함수와 담보제약에 더하여 기업가는 아래의 예산제약식 (13)과 자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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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 (14)의 제약 하에서 재화소비(  )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max 
     


∞



                              

(13)


          


(14)

기업가의 소비 효용극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조건식은 다음과 같다.

      
 

(15)

   
             
  

(16)

  
  
                                   
 


(17)

  
                              


(18)



       
    

 


(19)

  : 기업가 예산제약식의 라그랑지 승수,  : 담보제약식의 라그랑지 승수
식 (15)는 기업가 소비의 한계효용이 기업가 예산제약식의 라그랑지 승수와 같음을
의미한다. 식 (16)은 기업가 금융차입의 균형식으로 기업가 소비의 한계효용이 기업가
차입의 한계비용과 같음을 나타낸다. 식 (17)~(19)는 각각 기업가의 실물자산, 자본
투입 및 노동투입에 대한 균형식이다.

1.3 정부
본고에서 정부는 통화당국만으로 구성되며 통화당국은 매기 민간의 통화에 대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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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해소되도록 통화를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통화동학식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실질화폐 보유 잔고는 지난 기 보유 잔고에 새롭게 공급된 실질통화량의 합이 된다.


                   
  
  

정상상태에서 위 통화동학식에 현금-선보유제약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균형성장률,
인플레이션, 통화증가율의 관계가 아래 식과 같이 유도된다.
 
     




    

   
 
본 모형에서는 정상상태에서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가 유지되므로
화폐수요자인 비고령층의 소비증가율이 균형성장률(   )과 같게 되고 따라서 표준적인
일반균형 통화모형에서와 같이 균형 인플레이션율(  )은 균형 통화증가율(    )과 균형
성장률의 차이로 계산된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이 인구고령화라는 외생적 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균형식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따라서 이후
논의에서는 통화량이나 금리변화와 같은 통화정책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는다.

1.4 시장 청산
본 모형은 재화, 노동, 통화, 자산시장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산되면서 완결된다.
재화시장:                   
노동시장:
통화시장:

(20)

     
  

실물자산시장:               
금융자산시장:





(21)



이상의 21개 균형식에 대응되는 21개의 내생변수는 아래와 같이 수량변수 12개,
가격변수 5개, 라그랑지 승수 4개로 구성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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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변수(12개) : {  ,   ,   ,   ,  ,  ,   ,   ,   ,  ,  ,   }
가격변수(5개) : {  ,   ,  ,  ,  }
라그랑지 승수(4개) : { ,   ,  ,   }
본고는 완전예측(perfect foresight)을 가정하는 확정적 시뮬레이션(deterministic
simulation)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률적 모형(stochastic model)에서 활용하는 충격
(shock)에 대한 가정 대신 외생변수의 경로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17) 본 모형의
외생변수는 TFP 증가율(  ≡       ), 생산가능인구 비중( ≡     ), 인구증가율
( ≡       )이다. TFP 증가율 실적치는 1990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추정한 값의 HP 추세치를 사용하였고 전망치는 2016~2060년까지 1.0으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인구증가율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모형의 경쟁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은 외생변수의 경로 및 실물자산,
금융자산, 자본투입, 통화량의 초기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모든 균형식과 시장청산
조건을 만족하는 내생변수의 값들로 이루어진다. 통화모형 측면의 균형조건과 특징에
대해서는 3절에서 후술한다.18)

2. 모수 설정
모수 값 설정을 위해 1990년 이후 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가계의 주관적 할인율
는 0.989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실질콜금리 평균 3.1%, TFP 증가율 평균
1.6%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19) 기업가의 할인율   는 Ikeda and Saito (2014)가
사용한 값 0.949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가계 효용함수의 기간 간 대체탄력성 계수 와
노동공급 탄력성 계수 는 RBC 문헌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값(1.5와 1.0)을 활용
하였다.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에 대한 선호 모수 , 노동공급 규모 관련 모수  ,
기업가 담보제약식의 운영자본비율  는 Ikeda and Saito (2014)가 활용한 캘리브레
이션 방법을 차용하여 추정한 결과 각각 0.096, 1.135, 0.244로 설정되었다.20) 현금

16) 이상의 21개 균형식은 Ikeda and Saito (2014)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총요소생산성(  ) 추세로 정규화된다.
17) 시뮬레이션을 위해 Dynare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18) RBC 모형 측면의 균형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keda and Saito (2014)의 Appendix A를 참조하라.
19) 본 모형에서 정상상태(steady state) 균형실질금리는      로 표현되므로 값은  ,  , 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는 균형 TFP 증가율이다.
20)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에 대한 선호 모수 는 정상상태에서 가계와 기업가의 실물자산 비율이 실제 자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

18

<표 2> 모수 설정 값 비교
모 수

설 명



한 국

일 본1)

자 료

가계 할인율

0.989

0.995

평균 실질금리



기업가 할인율

0.949

0.949

평균자본스톡/GDP



기간 간 대체탄련성

1.50

1.50

RBC 표준



실물자산 선호도

0.096

0.043

Calibration



노동공급 규모

1.135

1.045

정규화(    )

1.0

RBC 표준



노동공급 탄력성

1.0



현금-선보유제약

0.754

-

평균소비성향



자본소득비율

0.402

0.362

영업잉여비율



노동소득비율

0.598

0.625

피용자보수비율



감가상각률

0.08

0.089

Hayashi·Prescott (2002)



자산가치 담보비율

0.89

0.89

Iacoviello (2005)

0.235

Calibration/기업의 M1
보유비율



운영자본 비율

0.244

주: 1) Ikeda and Saito (2014)

-선보유제약식의 모수 값  는 50대 이하 평균소비성향의 2003년 이후 평균 값
0.754를 사용하였다. 생산함수에서 자본 및 노동소득비율   와   은 1990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 비율 평균 값인 0.402와 0.598로
설정하였다. 자본의 감가상각률 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0.08로 설정하였다. 기업가
담보제약식의 자산가치 담보비율 는 Iacoviello (2005)가 사용한 값(0.89)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본 모형에서 사용된 모수 값을 <표 1>에서 Ikeda and Saito (2014)가
일본경제를 대상으로 설정한 값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료에서 추정된 값과 일치하도록 설정되었고 노동공급 관련 모수 는 정상상태에서 1인당 노동공급()
이 1이 되도록 설정되었다. 기업가 담보제약식의 운영자본비율 는 정상상태에서 산출대비 운영자본
비율이 실제 자료에서 추정된 값과 일치하도록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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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균형조건과 특징
3.1 모형의 균형 존재 조건
통화모형 측면에서 본 모형의 균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의 예산제약식과
현금-선보유제약식이 성립해야 하며 이는 각각의 제약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 와
  )가 0보다 커야 함을 의미한다. 현금-선보유제약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   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균형식 (5)로부터 아래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5)′

조건식 (5)′은 비고령세대의 재화소비로부터의 한계효용이 고령세대의 한계효용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선보유제약이 비고령세대에게만 적용
된다는 가정 하에서 유도된 조건이다. 조건식 (5)′이 성립하는 경우 균형식 (3),
(4), (9)로부터 가계의 예산제약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가 양수(+)이어야 한다는
조건(  )은 항상 성립한다.
화폐사용에 대한 균형식 (9)가 유일한 균형 해를 갖기 위해서는 정상상태에서 기
대인플레이션이 가계의 할인율보다 커야 한다는 아래의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21)

        
  

(22)

균형식 (2)로부터 정상상태 명목금리는         으로 표현되므로 위 조건
식 (22)는 아래 식 (2)′과 같이 명목금리가 양수(+)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동일하게
된다.


           


(2)′

한편 본 모형에서 가정한 비분리형 효용함수는 자기실현적 인플레이션(self-fulfilling
inflation)을 배제하는 아래 조건식 (23)은 만족하지만 자기실현적 디플레이션
(self-fulfilling deflation)을 배제하는 조건 (24)는 만족하지 못한다.

21) 유일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Lucas and Stokey (1987), Theorem 5와,
Woodford (1994), Proposition 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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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23)

lim    ∞

(24)

→ 

→ 

그러나    가 에 대해 단조 증가하는 경우 양(+)의 유일 해가 존재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여 자기실현적 디플레이션도 배제된다고 본다.22)

3.2 기대 인플레이션 결정식의 유도
본 모형에서 21개의 내생변수는 모두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 받으
면서 각각의 동태적 과정을 만들어 가므로 어느 한 변수가 하나의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화폐사용에 대한 균형식 (9)를
TFP 증가율(  )로 정규화한 후 기대 인플레이션 결정식을 유도해 보면 아래 식 (9)′
과 같다.
        


         

    

(9)′

균형식 (9)′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 즉 가계의 할인
율(), 현재 및 미래의 재화소비로부터의 한계효용(     ), 미래 기술진보율
(    ), 기간 간 대체 탄력성()과 화폐사용의 한계효용(  ) 및 현금-선보유제약
계수( )의 상대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균형식 (9)′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궁극적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 경제동학이 실물변수들의 내생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실물경기변동 모형
에 화폐가 도입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도된 식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모형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표시되는 인구고령화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1차적으로 실질금리
결정요인, 화폐사용의 한계효용, 현금보유의 세대 간 선호도 변화 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변화가 식 (9)′에 반영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Fisher 가설을 나타내는 균형식 (2)에 의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로도 얻어질 수 있다. 먼저 균형식 (9)′을 명목금리 결정식 (2)에
대입하면 아래 식 (2)″을 얻는다.

22) 보다 상세한 설명은 Woodford (1994), Proposition 4, 5, 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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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식 (2)″은 가계의 예산제약식과 현금-선보유제약식이 등호로 성립하는 경우
1보다 크므로 3.1절에서 도출한 유일 해의 존재 조건 (2)′을 충족한다. 이제 Fisher
가설에 따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로 기대 인플레이션 결정식을 유도하면 아래
식 (9)″과 같다.
          
  

                  

(9)″

균형식 (9)″ 역시 본 모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 결정요인, 화폐사용의
한계효용, 현금보유 선호도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됨을 보여 준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1. 인구구조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 0.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30
년대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50년대에는 평균 마이너스 0.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0년대
5.9%에서 2050년대 약 40%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부양비율도 50% 가까이로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생산둔화와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축소균형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높다.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0~2060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인구증가율 변화만을 외생변수로 설정
하고 앞 장에서 설명한 모형과 모수 값을 활용하여 확정적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본고의 모형에서 인구고령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로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상세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고는 일반동태균형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고령화라는 외생
적인 변화가 모형 내 여러 내생변수들 간 상호작용을 거쳐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종합하여 포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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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구조변화 추이
모 수

1990년대
1)

인구증가율

2000~’15

2016~’30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0.9

0.6

0.2

-0.1

-0.5

-0.9

29.4

27.4

31.0

40.4

45.9

48.9

5.9

10.1

18.8

29.1

35.9

39.5

TFP 추세 증가율

1.0

1.6

(1.0)

(1.0)

(1.0)

(1.0)

GDP 성장률

7.1

4.3

-

-

-

-

CPI 상승률

5.7

2.7

-

-

-

-

2)

부양비율

3)

고령화율

4)

주: 1)
2)
3)
4)

중위증가율 기준
(14세 이하 인구 + 65세 이상 인구)/총인구
65세 이상 인구/총인구
2016년 이전 TFP 추세 증가율은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추정한 TFP 증가율의 HP 추세치이며
2016년 이후 TFP 추세 증가율은 1.0%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Ⅱ.2절에서 제시한 5가지 경로별로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① 규모축소의 효과 경로와 ② 저축률 경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장기
수요둔화 및 저축률 하락을 통해 장기 인플레이션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실질임금 경로와 ④ 자산가격 경로 역시 고령화가 생산성 둔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자산가격 하락, 실질임금 상승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플
레이션의 장기 추세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부담 경로는
본 모형에서 재정부담을 나타내는 재정지출이나 정부부채비율 등의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 분석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는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장기
수요둔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장기 인플레이션을 추세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에 정점
(73.4%)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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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구구조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2015년 평균 인플레이션 2.7%를 정상상태
인플레이션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시뮬레이션1의 경우 장기 추세 인플레이션이
2021년 3.7%에서 2060년 2.5%로 매년 0.0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
레이션이 2.5% 이하로 하락한 2012년 이후 평균 1.4%를 정상상태로 설정할 경우
(시뮬레이션2) 장기 추세 인플레이션이 1.5% → 1.1%로 매년 0.01%p씩 하락하였
다.23) 이는 생산가능인구(중위증가율 기준) 비중이 2016년 정점 73.4%에서 2060
년 49.6%로 매년 평균 0.5%p 하락할 경우 약 7~8년의 시차를 두고 장기 추세 인
플레이션은 매년 0.01~0.03%p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낸다.
외생변수에 인구변화 뿐만 아니라 TFP 증가율 자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인플레이션 실적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인구구조변화만 반영한 경우보다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미치
는 영향이 소폭(0.1~0.2%p) 높아졌다.(<표 4> 참조)

23) 본고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수준은 중점 분석 대상이 아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1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상기간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은 달라질
수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정해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 보다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에 따라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추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으
면서 변화해 가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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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장기 인플레이션 변화

생산가능인구비중

장기 인플레이션1)
시뮬레이션1

시뮬레이션2

2000~’15

72.5

3.1(3.0)

-

2016~’25

71.1

3.7(3.6)

1.5(1.5)

2026~’35

63.6

3.6(3.4)

1.4(1.4)

2036~’45

56.4

3.2(3.0)

1.3(1.3)

2046~’60

51.8

2.8(2.6)

1.2(1.1)

주: 1) (

)내는 인구구조변화만 반영한 경우

<그림 10> 인구구조변화와 TFP 증가율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주: 시뮬레이션 1 기준

다음으로 본 모형에서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경로로
작용하는 실물자산가격 및 실질임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본다. <그림 11>
에서 보여주는 실물자산가격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2010년대 중‧후반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2~3년 후부터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실물자산가격은 생산가
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2~3년 후부터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에 실질임금의 경우 2000년대까지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2010년대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한 정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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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물자산가격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2> 실질임금 시뮬레이션 결과

2. 반사실적 모의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 결과
본 모형의 외생변수와 모수 값들에 변화를 주어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론과 일치하
는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FP 증가율, 현금-선보유제약 모수, 담보
제약 모수, 노동공급 탄력성 값 등에 변화를 주고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동 결과는
<그림 13> ~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먼저 2016년 이후 TFP 증가율 전망치를
1.0%에서 1.3%로 높이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경제의 공급능력 증대로 인플레이션율
이 하락하여 이론에서 예상하는 바와 일치하였다. TFP 증가율이 1.0% → 1.3%로
0.3%p 높아지는 경우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매년 평균 0.1%p 내외 하락하
였다. 다음으로 현금-선보유제약식의 모수( ) 값이 낮아지는 경우 가계의 화폐수
요가 작아지는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본 모형
에서 비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으로 포착한 현금-선보유제약 모수 값을 0.754 →
0.654로 0.1 낮춘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약 0.2~0.5%p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다.
기업가의 담보제약식에서 담보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수() 값이 하락하면 기
업가의 자금조달 능력이 감소하므로 투자수요 둔화 → 자산가격 하락 등을 통해 인
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된다. 실제로 담보제약 모수 값을 0.89 → 0.70으로
낮출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율이 0.1~0.2%p 내외 하락하였다. 가계의 효용함수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을 나타내는 모수() 값이 작아지는 경우 비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
가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한 총수요 둔화를 상쇄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
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실제 노동공급 탄력성 값을 1.0 → 0.5로 낮춘 결과 장기 인
플레이션율이 0.2~0.4%p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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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FP 증가율 상승의 영향

<그림 14> 현금-선보유제약 모수 감소의 영향

<그림 15> 담보제약 모수 하락의 영향

<그림 16> 노동공급 탄력성 하락의 영향

Ⅴ.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변화가 근본적
으로 화폐적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 성과는 고령화가 파급경로별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임금상승과 고령층 소비증가를 통한 수요 확대로 연결되는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요인
으로 작용하는 반면 고령화가 수요둔화를 유발하고 생산성과 자산가격을 낮추면서
재정부담을 높이는 경로는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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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구구조변화라는 외생적 변화가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인플
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거시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동태적 일반균형이론에 입각한 통화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계를 고령세대와 비고령세대로 구분한 실물경기순환 모형에 통화부문을
추가한 모형을 이용한 확정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시차를 두고 장기 수요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자산가격, 실질임금
등 가격변수의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
세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
1%p 하락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를 0.02~0.06%p 내외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이러한 추세 변화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4)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령화가 장기간 진전된 후 경제주체들의 기대경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인구고령화는 장기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변화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기피도 변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 파급경로별로
차별화 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령화 진전 단계에 따라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24) 본고의 목적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인플레이션 추정을 통해 결정되는 물가안정목표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구구조만의 변화가 장기 추세 인
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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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Change and Long Term Trend of Infl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Hwan Koo Kang*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ng term trend of global inflation remains
low in spite of the fact that major developed countries implemented long-lasting
intensively accommodating policies. One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demographic change such as population aging has affected the long term trend
of inflation. Japanese ‘lost decades’ could be a persuasive evidence of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nge on long term inflation.
Recent literature on this topic provides much evidence that population aging
could affect growth and inflation rate through the various and complicated
channels such as labor supply, savings rate, real wage, labor productivity, asset
prices and fiscal burdens. However, a unified conclusion is not reached from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since the direction and extent of the effect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depending on the stage and type of the
demographic change.
This study presents some simulation results based on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netary model in which demographic changes are captured by the
change of working population ratio.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n case of
South Korea where the working population ratio is starting to decline from this
year,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long term trend of inflation is being
realized since mid 2020’s as a weak but long-lasting downside pressure.
These results tell us that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long term
infl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long term inflation target. They
also gives an implication that those effects could not be counter-acted by the
short term demand management policy. As a result, it would be better to focus
on the policies for structural reform to minimiz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demograph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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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in-advance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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