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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하여 사망률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화된 경제에서 정
년연장 정책의 시행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우, 기대수명의 증가로 장기화된 은퇴 후 소비에 대비하여 개인의
저축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높은 장년 및 고령층의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총자본량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사망률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
층에 집중됨에 따라 총노동투입량의 증가는 미미하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우, 총인구의 감소와 청·장년층 인구비율의 감소로 총노동투입량이 대
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총인구의 감소로 총저축도 크게 감소하여 총자본량도 큰 폭 하락한다.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모수설정을 통해 사망률(전 연령의 사망확률이 매년 1%씩 감소)과
출산율(인구증가율이 0.7%에서 0.3%로 하락)이 동시에 감소하는 고령화 경제의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총노동투입량의 대폭 감소로 총생산량이 약 15% 정도 하락하며, 은퇴자의 증가
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
불평등도는 감소하였으나 총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 증가로 인해 총소득 지니계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정년연장(3년) 정책을 시행할 경우, 총노동투입량
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저축량 증가로 인해 총자본량도 증가하여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폭도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정년연장 시행초반에는 노동소득 불평등도가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준모형에서 보다 다소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자본소득 불평등도는 상승하고 있
으며, 총소득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JEL Classification: E17, J11, J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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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기대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로
인한 인구증가율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심화
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1990년에 태어난 사람이 65세까지 생존할 확률
이 74.5%이었던 반면 201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88.71%로 크게 증가하였
다. 기대수명 또한 199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71.3세에서 2010년 80.8세로
상승하였다.1) 이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평균 자녀수가 1990년 3.0명
에서 2010년 2.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구증가율도 1990년 0.99%에서 2010년
0.46%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
구가 하락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안
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년연장은 다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해온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을
경제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경제활동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시기가 실질적으로 단축
되게 되어 사회보장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등과 관련하여, 정년연
장이 기업의 채용 수요를 억제하여 청년층의 고용을 감축(crowd-out)시키는 단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실증 연구결과에 따
르면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고령층의 낮은 취업비중과 이에 따른 소득격차가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
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로 구성된 세대 간 중첩모형을 이용
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노년층의 고용확대가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김용진·이
철인(2013)은 3기의 OLG모형을 이용하여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 노동력
증가가 고령층의 상대적 임금하락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저축증가 및 자녀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김주영·조진환
(2012)은 노동시장의 고령화 정도를 산업별로 분석하고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1) 2010년 생명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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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령화가 특히 심각함을 보였으며,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김대일(2010)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기간 연장의 결과로 은퇴시기
에 대비한 저축유인이 감소하여 경제 내 자본투입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생애소득의 후생이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감소할 수 있다. 조장옥(2005)은
세대교차모형을 이용하여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때 연금재정 부담이 매
우 커짐을 보이고 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고령화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적
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년연장정책
의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책 효과 분석은 총생산,
고용률 등 특징적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보장재정의 건전성 확보
에 대한 수량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제 내 후생변화를 정책 시행 전
후로 비교하고 각기 다른 연령층 간의 후생변화의 차이도 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거시경제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한 세대 간 중첩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
펴본다. 3장에서는 모형의 수량화를 위한 모형의 매개변수를 실증 자료를 통하
여 설정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모형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고 인구고
령화로 인한 거시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여러 거시경제변수 위주로 살펴본다. 5
장에서는 이와 같이 모형화된 사망률/출산율 감소경제에 정년연장 정책을 시행
했을 때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와 이에 따른 후생변화를 분석하고, 6장에서
논문을 마무리 한다.

Ⅱ. 모형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대 간 중첩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상정한다. 경제 내에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연령별로 존재하며
노동자의 연령별 총수는 노동시장 진입시점(    )에서 1로 정규화 한다. 연령
 의 개별 노동자들은 연령별 사망위험(  )에 따라 불확실한 생애기간에 직면하

며, 최장  기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생애기간에서 마지막 기간
에는 사망확률이 1로 주어진다. (    )
인구증가율이  로 주어져 있을 때, 경제 전체의 연령별 인구구성(  )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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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형태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인구증가에 따른 모형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총 수는 매
시점의 노동시장 진입인구(  )로 정규화 한다.
노동자는 모형에서 설정한 노동정년(  )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정년 이후
(  ≥  )에는 생존기간 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액을 수령하게 된
다. 연령 1의 개별 노동자들은 사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사후적으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노동생산성은 매기 확률적으로 변화한다고 가
정한다. 또한 노동자의 취업과 실업은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개별 노동자가 경
제에 진입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과, 취업/실업 상태에
따라 서로 상이해지며, 이와 같은 차이들로 인해 노동자간 자산상태 및 소득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개별 노동자별로 소비, 저축이 매기 상이하게 결정되는
형태의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모형 내 어느 한 시점에는 서로 다른 시
점에 태어난 다양한 세대가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 간 상이한 평균
노동생산성, 자산상태, 기대여명, 취업률 등이 함께 결합되어 전체 경제를 구성
하게 된다.
은퇴 이전 노동자의 연령별 평균 노동생산성은  로 주어지며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생산성이 변화하도록 설정한다. 이는 연령에 따른 노동 숙련도와
인적자본 축적 등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소득 변화를 모형에 반
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령이 동일한 개별 노동자들은 평균 노동생산성과 더
불어 매기 다른 노동생산성(  )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개별 노
동생산성은 확률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엄밀하게는 다음과 같은 전이확률분포
함수  ′  를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연령  노동자의 (세전)노동소득은 경
제전체의 평균임금(  ), 연령별 평균 생산성(  ), 그리고 개인의 노동생산성(  )
이 결합된   로 주어진다.2)
노동자들의 취업/실업 상태는 노동자의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퇴
2) 본 논문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노동공급의 내생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모형 기간 내의
노동시간이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확장된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연령별 노동시간 공급(   )이
주어지고, 위의 노동공급시간이 확률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경제에서의 노동소
득은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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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확률적으로 결정되며, 취업자의 실업확률은  , 실업자의 취업률은   로
주어진다. 이와 같이 주어진 두 파라미터를 통하여 연령별 고용률   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취업/실업 확률은 연령별로 상이하다고 가정하며, 이는 고용률이 연령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경제 전체의 생산은 대표기업의 생산함수에 따른다고 가정하며, 대표기업은
각기 다른 연령의 노동력의 총합인 경제전체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최종
소비재를 생산한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은 아래에 주어진 Cobb-Douglas 형태를 따른다.

       
위에서  는 최종생산에서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며, z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을 나타낸다. 위의 최종생산에 투입되는 경제전체의 노동력은 각기 다른 연령
의 노동력을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형태로 결합하여 주어지며
전체 노동력의 총합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는 각기 다른 연령간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며,   는 연령별 노동투
입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때 노동투입비율의 총합은 1로 정규화(






 ) 한

다. 즉, 경제의 대표기업은 서로 다른 연령의 노동력이 생산과정을 통하여 결합
하고 이와 함께 경제 내 전체 자본을 투입하여 최종생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1. 가치함수
이와 같이 주어진 모형경제에서 은퇴자와 노동자의 저축, 소비 결정은 아래
의 가치함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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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퇴자의 가치함수
정년 이후 은퇴기간 동안 생존해 있는 경우의 가치함수는 다음과 같다.

    max ′         ′ 
  ′          
 ≥   ≥ 

위에서  는 은퇴이후 사회보장 수령액을 나타낸다. 은퇴자는 은퇴기간 동안
자산소득과 사회보장액을 수령하여, 저축과 소비를 결정한다. 이때, 모형의 단
순화를 위하여 증여나 상속에서 오는 효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최장  기 동안
생존한 경우 이후 사망확률이    로 주어지므로 사망 후의 효용은 없으며,
효용함수가 소비에 대하여 증가하는 한, 상속의 유인은 없어진다. 다만, 사망확
률이 1보다 작은 연령     의 은퇴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상속
(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상속에 대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
명하도록 한다. 여기서  는 상속세를 의미한다.

나. 취업자의 가치함수
정년 이전 연령  취업자의 가치함수는 다음과 같다.

    max ′         ′       ′′      ′′ 
  ′                  
 ≥   ≥ 

위에서  ⋅  는 소득세를 나타내며,  는 취업기간동안 적용되는 사회보장
세율을 나타낸다. 단, 은퇴 직전 시기(      )의 취업자의 경우 예산제약은
위의 식과 동일하며 가치함수는 다음 기에 확정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max ′          ′

다. 실업자의 가치함수
같은 방법으로, 연령  실업자의 가치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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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     ′′         ′′
  ′           
 ≥   ≥ 

위에서 ⋅  는 구직/실업기간 실업수당과 실업기간 동안의 임시직 노동소
득을 포함한 소득을 나타낸다. 은퇴 직전 시기의 실업자의 가치함수는 은퇴직
전 실업자의 가치함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본 연구에서 노동공급은 각 가구가 노동시
장 참여에 대한 선택을 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고용률(   )에
대응되는 취업확률(   )과 실업확률(  )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노동공
급을 내생화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노동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각 연령별 노동공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해야만 내생적인 노동공
급 하에서 인구구조변화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노동공급측면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에 따른 기업의 노동수요변화측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노동공급 부문에 대
한 결정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향후 본 모형에 내생적인 노동공급을 포함하여
모형경제를 분석해 보고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향후 흥미로운 연
구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산은 정부를 통하여 다음세대로 이전된다고 가정
하며, 상속세율(  ) 만큼은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포함한다. 이때 다음세대로 이
전되는 자산의 총합은 상속세 과세분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정부는 아래에 주어진 두 가지의 재정, 즉 조세재정과 사회보장재정을 각기
관리한다. 정부의 조세재정을 살펴보면 세입은 소득세 세입과 위에서 설명한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 세입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정부의
재정지출과 실업수당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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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보장재정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를 통한 수입과 은퇴자
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수령액으로 구성된다.

  


    



    

≥ 



이때   는 연령별 고용률을,  는 은퇴이후 사회보장 수령액을 각각 나타낸다.
정부의 재정은 초기에는 각각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형화하며, 인구구
성의 동태적 변화 이후의 재정건전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균제상태에서의 시장균형
이와 같이 주어진 모형경제에서 균제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가격과 정부의 정책이 주어진 상태에서 노동자는 각자의 가치함수를 극대
화하는 소비, 저축을 선택한다.
2) 가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수요와
자본수요를 결정한다.
3) 정부는 정부의 예산제약을 만족하는 (상속, 소득, 사회보장) 세금제도와
연금액을 결정한다.
4) 노동, 자본, 상품 시장은 각각 개별적으로 청산되며, 이에 따른 균형가격
이 주어진다.

각 연령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 

  ≡    








또한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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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의된 모형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네 가지 균제상태를
구성할 수 있다.
(1) 초기 균제상태의 경제
(2) 사망률 감소로 인한 평균기대수명 증가와 이의 균제상태(  의 감소)
(3)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감소와 이의 균제상태(  의 감소)
(4)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증가율 감소를 모두 고려한 균제상태(  ,  의 감소)
이 때, (2),(3),(4)는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
화 이후의 균제상태로, 인구구성 변화가 종료된 이후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조
정을 거친 후 도달한 새로운 균제상태를 의미한다.

3. 동태적 변화과정과 새로운 균제상태로의 수렴3)
초기 균제상태에서 사망률 감소와 인구증가율 감소의 두 가지 효과로 인하
여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가는 변화과정(transition path)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동태변화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A) 초기균제상태에서 사망률 감소로 인한 거시경제의 동태적 변화
(B) 초기균제상태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거시경제의 동태적 변화
(C) 초기균제상태에서 사망률과 출산율 감소가 복합되어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거시경제의 동태적 변화

4. 정년연장정책의 분석
각 모형경제하에서 정년연장은 기존노동정년(  )을 변화시켜 
  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며, 정년연장이 시행된 이전과 이후의 모형경제 내에서의 변화를
계산한다.

3) 동태적 변화과정에서의 시장균형은 부록 A.에서 정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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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수설정(Calibration)
1.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분석
이 장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두 가지 요인, 즉 의료기술의 발달
로 인한 평균기대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와 이로 인
한 인구증가율의 저하를 최근 10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화 한다.

가. 평균기대수명의 증가
<Figure 1>

Change in Life Expectancy

Source: Life Tables 2007, 2010, Statistics Korea.

<Figur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생 이후 65세까지의 생존확률이
최근 20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65세까
지의 생존확률이 74.5%인 반면 2010년에 태어난 사람은 88.71%로 크게 증가하
였다. 또한 기대수명 역시 1990년 71.3세에서 2010년 80.8세로 최근 20년 사이
기대수명이 약 10년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생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까지의 영유아, 청소년기의 사망률을 제외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한 성인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2006년 생명표에 수록되어 있는 연
령별 생존확률을 사용하여 초기 균제상태의 연령별 사망률(  )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계산한 20세의 65세까지의 생존확률은 88%이며 또한 기대수명은
79.3세로 계산된다.
초기 균제상태 이후의 평균기대수명 증가와 이를 통한 동태적 변화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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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령별 사망확률(  )이 매년 기존 사망확률에 비해 1%씩
8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4) 이와 같은 사망확률의 감
소를 설정할 경우 모형에서 80년 동안 인구구성이 점진적으로 고령화되며 이
후 도달하게 되는 새로운 균제상태에서는 20세 성인남녀 기준 65세까지의 생
존확률이 94.33%, 기대수명이 86.6세가 된다.
<Figure 2>는 생존확률의 점진적 증가를 통하여 설정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초기 균제상태부터 20년 주기로 반영하여 나타내었다. 20세 인구로 정규화 하
여 나타낸 인구구성의 변화는 사망률 감소의 효과가 60세 이후 고령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층 대비 고령층의 인구구성비율이 크게 증가함을 나타내
고 있다.

<Figure 2>

Population Structure: Low Mortality Rate

Note: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when mortality rate decreases. Normalized by age 20
population.

4) 즉,

기에 나이 인 사람의 사망확률이  라면,

  기에 연령 인 사람의 사망확률은

     ×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망확률 감소는 기대수명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1)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저위’가구
의 예측치를 기반으로 기준모형에서 30년이 지난 후 기대수명이 82세가 되도록 설정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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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출산 현상 심화
김홍기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20년 사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
하여 평균자녀 수가 1990년 3.0명에서 2010년 2.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통계청
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이 1990년 0.99%에서 2010년 0.46%로
하락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율이 음(-)으로 전환되어 전체인구가 감
소하게 된다. <Figure 3>은 1970년 이후 평균자녀수와 인구증가율이 꾸준히 감
소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 10년간의
평균 인구증가율인 0.685%를 사용하여 초기균제상태를 설정하였다. 초기 균제
상태 이후의 저출산 현상을 모형에 도입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율(  )이 0.685%
에서 향후 20년 추계치의 평균값인 0.3%로 항구적으로 감소함을 상정하고, 이
에 따른 동태적 인구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ure 4>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증가율의 항구적인 변화가 모형에
반영되었을 때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초기 균제상태부터 20년 주기로 반영하여
나타내고 있다. 초기 균제상태에서의 노동시장 진입인구(20세)를 1로 정규화
하였을 때, 인구증가율의 항구적 감소가 인구구성 변화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인구증가율 하락 후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인구구성
은 초기 균제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고령층 대비 청년층 인구비율이 크게 감소
함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3>

Average Number of Children, Population Growth Rate

Note: Taken from 김홍기(2013) (Left). “Population Projections”, Statistics Kore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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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Structure: Low Fertility Rate

Note: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when fertility rate decreases. Normalized by age 20
population of the initial steady state.

2. 모형의 수량화
모형의 노동자는 노동시점에 진입하는 20세에 모형경제에 태어나며 최장 99
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였다(I=99). 노동정년(R)은 57세로 설정하였으며, 5장
에서는 2017년 시행 예정인 정년연장법에 초점을 맞추어 정년을 3년 연장하여
60세로 설정한다. 또한, 정년연장의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8년 연장하는 정책 또한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은 연령별로 상이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하고,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분석한 김혜원(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취업자의 실업
확률(  )과 실업자의 취업확률(   )을 연령별로 설정하였다. 위의 과정에서 모형이
예측하는 초기균제상태의 연령별 고용률이 2006년 남성의 실제 연령별 고용률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단, 모형에서의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20세부
터 60세까지의 연령별 실업/취업 확률이 5년 단위로 변화하도록 설정하였으며5),
연령별 고용률 역시 5년 단위 연령그룹의 평균치에 맞도록 설정하였다.
5) 예를 들어, 모형의 35-39세의 노동자는 동일한 실업/취업 확률을 직면하게 되고, 이는 40-44세의 노
동자가 직면하는 실업/취업 확률과 다르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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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생산성(  )과 이의 확률적 변동인  ′  는 18개의 그리드 포
인트를 갖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설정하였다.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Tauchen(1986)이 제시한 방법으로 근사화 하였다. Huggett(1996)의 연구에서와
같이  은 0.38로 정하였으며 18개의 그리드 포인트는 -4  과  을 균등하
게 나누도록 설정하고, 여기에 가능한 노동생산성의 최대치가 6  이 되도록
하였다. 이의 확률적 변동은 다음과 같은 AR(1)식을 추정한 Atkinson et
al.(1992) 및 Huggett(1996)의 선행연구를 차용하였다.
 와 
  는 각각 로그를 취한 나이가 t인 경제주체의 로그 노동소득값과 그

평균치라고 하고   는 노동소득에 대한 충격으로    를 독립적으로 따른
다고 가정하면, 노동소득의 동태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Huggett(1996)의 추정치에 의하면    ,    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추정치를 이용하여 구성한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사용하였다.
노동자의 연령별 평균 생산성(  )은 고용노동부의 2006년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연령별 평균노동소득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추정한 연령간 노동대체탄력성(  )은 김대일(2004, 2010)에서처
럼 대체관계가 미약하다는 견해에서부터 Murphy·Welch(1992), Card·Lemieux
(2001) 그리고 Ottaviano·Peri(2012) 및 김용진·이철인(2013)처럼 비교적 높은 대
체성을 갖게 된다는 견해 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추정치들이 알려져 있다.
미국자료를 이용한 경우 연령간 노동 대체탄력성은 Borjas(2003)가 3.5, Card,
Lemieux(2001)는 5, 그리고 Ottaviano와 Peri(2012)는 7로 추정하고 있고, 영국
데이터를 분석한 Manacorda et al.(2011)의 경우 약 10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의 자료를 사용한 D’Amuri et al(2010)은 대체탄력성을 3.1로 추정하고 있다.
세 기간 OLG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용진,
이철인(2012)에서도 기존문헌의 연령 간 대체탄력성을 선행연구의 평균치인 5
로 설정하여 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체탄
력성의 범위가 약 3.1~10 사이로 세대 간 노동에 대해 대체관계를 나타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
는 탄력성 추정치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Card, Lemieux (20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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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를 차용하였다. 이는 세대 간 노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성을 인정하
고 있는 것이다.
각기 다른 연령의 노동투입비율(   )은 위에서 사용한 연령별 평균 생산성
(  ), 즉 연령별 평균노동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역시 계산상
의 편의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연령그룹의 노동력은 완전대체가 가능하도록 설
정하고 5년 단위의 노동투입비율을 계산하였다.
정부 재정은 세입, 세출 재정과 사회보장재정 두 가지로 분리하여 모형화하
며, 초기 균제상태에서 두 가지 재정이 각각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설정하였
다. 정부의 세출은 정부지출과 실업수당으로 구성되며, 정부지출의 규모는 초
기 균제상태에서 국내총생산의 26%로 설정하였다. 이는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
으로 계산한 2005년에서 2012년 정부구매의 평균치이다. 실업자의 실업수당(  )
은 연령별 (세후)평균노동소득의 50%가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는 현실에서의
실업수당 뿐 아니라 모형의 시간단위가 1년임을 고려하여 실업기간 중 임시직
노동소득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노동소득세와 상속
세 세입으로 구성하며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자본소득세는 없다고 가정하였
다. 사망 시 다음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상속세를 부과하며 이 때
50%의 상속세율(  )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증여와 계획된 상
속이 없다고 가정한 모형경제에서 상속세 세수가 너무 작게 나타나는 문제를
간략히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 노동소득세는 정률세로 설정하며, 정부지출과
실업수당의 세출, 그리고 상속세 세입과 더불어 노동소득세 세입이 초기 균제
상태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초기 노동소득세율은 1.53%로 주어진다.
또한, 사회보장재정 부분에서는 노동소득에 대하여 노동소득세에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때 사회보장세율(  )은 우리나라의
실효 국민연금부담율인 9%로 설정하였다. 정년 이후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초
기 균제상태에서 사회보장재정의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모형
내 초기 국민연금 수령액(  )은 평균노동소득의 20.92%이다.
이외의 모형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 내의 노동자와 은퇴자의 기간
 



별 효용함수는 CRRA 형태인     으로 상정하였으며    로 설
  

정하였다. 최종생산물 생산함수의 자본과 노동 투입을 결정하는 자본투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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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자본소득비율의 2005년에서 201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0.36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시점할인계수(  )는 모형경제 내의 자본-산출비율(   )이 3.0이 되
도록 초기 균제상태에서 0.9678로 설정하였다.

Ⅳ. 모형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고령화의 요인을 사망률 감소와 인구증가율 감소로 구분하는
수량화를 통해 모형경제가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거시경제 효과
를 각각 살펴본다. 또한, 두 가지 고령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
령화된 모형경제에서의 거시경제효과를 살펴본다.

1. 사망률 감소의 거시경제효과
가.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
<Figur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형 내 사망률의 감소를 통한 기대수
명 증가는 경제 내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 초기경제와 사망률 감소
경제를 비교하였을 때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초기 28.6%에서 34.1%로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균제상태의 총 인구 수로 정규화한 총 인구 수는 약
9.6% 증가하게 되는데, 60세 미만 인구의 증가는 약 1% 정도인 반면 60세 이
상 인구는 30% 이상 증가하였다.6) 이는 연령별 사망률의 감소가 균일하게 적
용됨에도 불구하고 초기경제에서 사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에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6) 여기에서 계산한 인구증가는 출생을 통한 자연적 인구증가율(  )의 효과를 제외한 사망률 감소를 통
한 인구의 증가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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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omparisons: Low Mortality Rate
초기경제(ss1)

사망률 감소 경제(ss2)

총인구(Total Pop)

100

109.63(ss1 총 인구기준)

60세 미만 인구

71.45(ss1 총 인구기준)

72.27(ss1 총 인구기준)

고령인구비율

28.55%

34.08%

총생산(Output)

100

106.33

총자본

100

116.77

1인당총생산(GDP/pop)

100

96.99

전체고용

62.49(ss1 총 인구기준)

63.03(ss1 총 인구기준)

60세 미만 고용률

87.5%

87.21%

총노동투입(Agg L)

100

100.88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망률 감소는 60세 미만 인구도 미미
하나마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 고용 또한 총 인구기준 62.5에서 63.0
으로 미미하게 0.9%정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내 총자본량 또한 증가
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째, 각 개별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망률 감소에 기인한 은퇴 후 기대여명
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장기화된 은퇴 후 소비에 대비하여 개인의 저축이
증가하였다. 특히 은퇴시기에 가까워진 50대 노동자부터 이미 은퇴한 60~90대
노년층의 경우 초기경제 대비 저축이 증가함을 보였으나, 청년층의 저축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 전체의 총자본량은 각기 다른 연령
층의 저축의 총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개별 노동자와 은퇴자의 저축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망률 감소의 효과가 고령인구에 집중이 되며 전체 인구 중
저축률이 높은 장년, 고령층의 인구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자본량이 증가하
게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효과를 통하여 사망률 감소 경제에서 자본량은 초
기 균제상태에 비하여 약 16.8%정도 늘어나게 된다.
자본과 노동이 결합된 경제 내 총생산은 6.3%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본투입의
16.8% 증가와 노동투입의 0.9%증가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효과이다. 총생산은
약 6.3% 정도 증가한 반면, 총 인구는 약 10%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1인당 총생
산은 오히려 100에서 9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망률 감소로 인한 효과가 대부
분 고령층에 집중이 되어 57세 미만 노동가능인구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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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ransition: Low Mortality Rate7)

<Figure 5>는 사망률 감소 이후 100년에 걸친 거시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6번째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은퇴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
으나, 가운데 Figure(5번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노동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사망률 감소의 효과가 은퇴자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Figure은 경제 내 총자본량과 일인당 자본량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자본량
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감소하고 전체 노동의 평균임금은 소폭 상승
함을 알 수 있다. 자본량의 증가로 인한 자본투입의 증가로 총생산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은퇴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연금수령자의 증가로 인해 연금
재정의 적자가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균형재정을 유지
하고 있던 연금재정은 연금납부액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연금수령액이 증가하
면서 총생산 대비 0.78%의 적자가 발생한다.

7) 세 번째 Figure에 나타나있는 평균자본은 총자본/전체인구(=노동자+은퇴자)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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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Rate: Low Mortality Rate

<Figure 6>은 사망률 감소와 이에 따른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기에 나이 의 고용률(    )은 해당연령에서의 평균 생산성(  ) 및 고용가중
치(   )가 주어져 있고, 총고용률8)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 인구비중
(   )에 반비례하게 결정된다. 사망률 감소의 효과가 노동가능인구 중 고령인
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구성 중 40대
이상 및 50대 이상의 비중이 20-30대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20-24세 고용률을 기준으로 한 고용률의 비율(    )이 40대
이상 및 50대 이상에서 크게 하락하게 된다. 이 때 총고용률을 일정하게 유지
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의 비율(    )을 유지한채 연령별 고용률의 궤적을 상방
이동시켜야 하며 그 결과 새로운 균제상태에서 <Figure 6>의 실선과 같은 고용
률이 도출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균제상태에서는 기존의 균제상태에 비
하여 35-39세 이전의 젊은층의 고용률은 소폭상승하는 반면 그 이후 나이의 고
용률은 하락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직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망률 감
소로 인하여 경제 내의 총자본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모든 연령층에 걸쳐 고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인구변
화가 거의 없으므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장년층의
8) 총 고용률은 연령별 고용률에 인구비중을 곱하여 가중 합하여 구한다. 이러한 총고용률은 전이경로
및 새로운 균제상태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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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고용량 증가보다 사망률 감소로 인한 고용가능인구의 증가가 더 큰
관계로 고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 불평등도의 변화
<Figure 7>

<Table 2>

Income by Age: Low Mortality Rate

Gini Coefficient: Low Mortality Rate
초기경제(ss1)

사망률 감소 경제(ss2)

총소득

0.352

0.415

노동소득

0.269

0.267

자본소득

0.52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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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지니계수를 설명하기 위해 <Figure 7>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하면, 두꺼운
빨간 점선은 초기균제상태를 그리고 두꺼운 파란 실선은 사망률 감소경제에서
의 생애주기별 소득을 나타낸다. 얇은 점선 및 실선은 20대의 인구를 1로 놓고
각 나이대별 인구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망률
감소로 노년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소득 지니계수를 계산할 때 실업으로 인해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을 포
함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은퇴이후의 세대는 계산에서 제외
하였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사망률이 감소
함에 따라 0.269에서 0.267로 소폭 감소하였다. 평균적으로 노동소득이 큰 중장
년층의 인구비율이 노동소득이 작은 젊은층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노동소득에
있어 중상층(중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노동소득 하위층(젊은층)
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Figure 8>의 로렌츠 곡선을
상방 이동시켜 노동소득에 대한 불평등도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구변화는 은퇴이후의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로렌츠 곡선의 이동이
매우 작게 일어나고 따라서 노동소득 지니계수 역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사망확률이 감소함에 따라 자산소득 지니계수는 0.521에서 0.509로 하락하였
다.9) 앞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사망확률이 감소함에 따라 자산이 적은 젊은
계층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한 중장년 및 고령층의 비중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Figure 9>의 CDF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
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과 자산이 전혀 없는 계층 간의 자본소득 격차가 감소하
게 된다. 결국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되어 로렌츠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이에 따라 자본소득에 대한 불평등도가 감소하게 된다.

9) 여기서 자본소득은 이자율과 자산보유량의 곱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자산소득 지니계수는 자산보
유량의 지니계수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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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stribution of Labor Income: Low Mortality Rate

<Figure 9>

Distribution of Capital Income: Low Mortality Rate

<Figure 10>

Distribution of Total Income: Low Mortality Rate

총소득에 대한 불평등도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지니계수가 감소함에도 불
구하고 0.352에서 0.415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견 모순처
럼 보일 수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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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의 첫 번째 Figure에 표시된 총소득의 분포를 세 계층으로 나누어
보자. 가장 하위 층은 자본소득만 발생하는 1)57세 이후의 은퇴한 고령층, 중간
은 2)적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20-40세 부근의 젊은층, 마지
막으로 높은 자본소득과 높은 노동소득이 함께 나타나는 3)40-56세 근방의 중
장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그룹의 상대적 인구구성 및 이자율과 임금
의 복합적 변화에 따라 총소득 불평등도의 변화가 결정된다. 먼저 인구구성비
율 측면에서 살펴보자.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장 낮은 총소득을 나타내는
고령층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Figure 10>의 CDF그래
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 0.7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36%에서 43%로
상승하게 된다. 즉, 사망률 감소라는 인구구성변화로 인해 최하위소득자의 비
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총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
다. 여기에 이자율하락으로 인해 자본소득만으로 총소득이 결정되는 은퇴이후
노년층의 소득이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다른 나이대의 총소득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더 크게 하락하게 되어 우측 Figure에서 나타나고 있는 로렌츠곡선을 하
방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불평등도가 상승하게 된다.

2. 출산율 감소의 거시경제효과
가.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Table 3>

Model Comparisons: Low Fertility Rate
초기경제(ss1)

출산율 감소 경제(ss2)

총인구(Total Pop)

100

82.95(ss1 총 인구기준)

60세 미만 인구

71.45(ss1 총 인구기준)

57.01(ss1 총 인구기준)

고령인구비율

28.55%

31.27%

총생산(Output)

100

80.32

총자본

100

82.27

1인당총생산(GDP/pop)

100

96.83

전체고용

62.49(ss1 총 인구기준)

49.51(ss1 총 인구기준)

60세 미만 고용률

87.5%

86.84%

총노동투입(Agg L)

100

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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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Figure 4>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모형 내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하였을 때의 거시경제효
과를 살펴본다. 초기경제와 인구증가율 감소 경제를 비교하였을 때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초기 28.6%에서 31.3%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출산율 감
소로 인한 청년층, 중년층 인구의 상대적 감소에 기인한다. 초기균제상태의 총
인구 수로 정규화한 총 인구 수는 약 17% 감소하며 이 중 60세 미만 인구는
20%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인구의 감소 중에도 청년층, 노동가능인구의 변
화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전체고용 역시 약 21% 감소하게 된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총 고용이 감
소하며, 총노동투입 역시 21% 감소하게 되는데 고용감소의 효과는 노동가능인
구의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감소로 총자본량 또
한 약 18% 정도 감소하게 되며, 이와 같은 노동 및 자본 투입의 감소로 인해
총생산은 약 20% 하락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

<Figure 11>

Transition: Low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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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노동투입 감소, 그리고 자본축적 감소로 인해 모형경제 내의 생산 또한 감
소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총생산의 경우 3% 정도 하락하는데,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기인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고용과 고용률을 살펴보면, 인구의 감소로 인한 고용량의 감소는 모
든 연령층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률의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고
용률은 89%에서 94%로 증가하는 반면, 장년층의 고용률은 97%에서 91%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ure 11>은 인구증가율 감소와 이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
소를 가져와 총노동투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초반의 은퇴자
수는 출산율의 감소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40년간은 초기 상태의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직후 출생한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40년 이후부터
은퇴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출산율 감소 이후 40년
간 연금재정은 점진적으로 적자폭이 증가하게 되며 국내총생산의 약 0.5% 정
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2>의 좌측 그래프는 출산율 감소와 연령별 고용률의 동태적인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청년층, 중년층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장년층
의 인구에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노동력을 결합
하여 투입하는 모형경제에서 청, 중년층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사망률 감소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20-24세
고용률을 기준으로 한 고용률의 비율(    )을 전 연령에서 하락시키게 된다.
총고용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고용률의 궤적을 상방 이동시
켜야 하며 그 결과 새로운 균제상태에서 <Figure 12>의 실선과 같은 고용률이
도출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중년층의 고용률은 상승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장년층의 고용률은 크게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즉, 출산율 감소로 인해
경제 전체의 자본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전 연령의 노동수
요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하지만 젊은층의 경우 감소한 노동수요량보다 노동가
능인구의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나 오히려 고용률이 상승하게 되며 중년층의 경
우 노동가능인구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고용률의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령별 평균노동소득의 변화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Figure 12>의 우측 Figure은 초기경제에서 출산율 감소가 진행되는 과정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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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별 평균노동소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청년
층의 경우 노동소득이 8%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고용률
증가와 평균임금수준의 상승 두 가지의 효과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반면 40세 이상의 경우, 특히 은퇴시점에 가까워진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이 초기균제상태에 비해 약 6% 정도 하락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년층 노동자의 고용률 하락에서 기인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Figure 12> Employment Rate and Change in Earnings: Low Fertility Rate

나. 불평등도의 변화
<Figure 13>

Income by Age: Low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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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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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i Coefficient: Low Fertility Rate
초기경제(ss1)

출산률 감소 경제(ss2)

총소득

0.352

0.380

노동소득

0.269

0.257

자본소득

0.521

0.505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제에서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0.269에서 0.257로 소
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젊은층에 비하
여 나이든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망률감소경제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논리를 다시 한 번 적용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
소득이 작은 젊은 계층의 비중이 작아지고 노동소득이 평균적으로 더 큰 중장
년층의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Figure 14>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로렌츠 곡선이 상승하여 노동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감소하게 된다.
자산에 대한 불평등도 역시 젊은 계층에 비해 자산보유량이 많은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0.521에서 0.505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앞
서 논의한 것과 유사하게 <Figure 15>의 우측 로렌츠 곡선을 상승시켜 자산보
유에 대한 불평등도를 감소시킨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우 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352에서 0.380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균제상태에서 총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인 은
퇴 이후 고령인구의 비율이 초기 균제상태에서 보다 상승하게 되므로 <Figure
16>의 우측에 있는 로렌츠 곡선을 하방 이동시키며 지니계수는 초기 균제상태
에서의 값보다 높아진 채로 수렴하게 된다.

<Figure 14>

Distribution of Labor Income: Low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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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istribution of Capital Income: Low Fertility Rate

<Figure 16>

Distribution of Total Income: Low Fertility Rate

3. 사망률 감소와 출산율 감소의 거시경제효과
가.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이 절에서는 위의 두 절에서 살펴본 사망률 감소와 출산율 감소의 효과가 결
합된 인구고령화가 심화된 경제에서의 거시경제변화를 살펴본다. <Figure 17>
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두 효과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사망률 감소는 고령
층 인구의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 인구비율을 증가시키며, 출산율 감소는 생
산가능인구의 비율을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감소시킨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사망률 감소는 노동가능인구를 약간 증가시키고
자본량을 증가시켜 총생산을 상대적으로 미미하게나마 증가시키는 반면, 출산
율 감소는 노동가능인구를 크게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자본축적 또한 감소하
여 총생산을 약 20% 정도 하락시킨다. 사망률 감소의 효과는 생산에 대한 영
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면 인구증가율 감소는 노동, 자본 투입에 모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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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opulation Structure: Population Aging

<Figure 18>

Transition: Low Mortality vs. Low Fertility

Note: Low Mortality (Solid), Low Fertility (D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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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에서 비교 가능한 바와 같이 사망률 감소는 노동투입에 거의 영
향을 주지 않으나 은퇴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감소는 노동가능
인구를 감소시켜 노동투입을 크게 줄이는 반면 초반의 은퇴자 수 변화는 일으
키지 않는다. 자본량의 변화를 보면 사망률 감소는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노후
대비저축 증가 효과와 저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장년층 인구의 상대적 증
가로 인해 총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결합되어 자본량이 증가하는 반면, 출산
율 감소의 경제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총 자본이 크게 감소한다. 총생산에
대한 두 효과를 분석하면 사망률 감소경제의 경우 총산출의 변화가 미미한 반
면, 출산율 감소 경제의 경우 총산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Model Comparisons: Population Aging
초기경제(ss1)

사망률/출산율
감소경제 (ss2)

총인구(Total Pop)

100

91.98(ss1 총 인구기준)

60세 미만 인구

71.45(ss1 총 인구기준)

57.69(ss1 총 인구기준)

고령인구비율

28.55%

37.28%

총생산(Output)

100

85.47

총자본

100

96.31

1인당총생산(GDP/pop)

100

92.93

전체고용

62.49(ss1 총 인구기준)

49.94(ss1 총 인구기준)

60세 미만 고용률

87.5%

86.6%

총노동투입(Agg L)

100

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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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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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Population Aging

이와 같은 효과가 동시에 결합된 사망률/출산율 감소경제에서는 인구증가율 감
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Table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총노동투입은 약
20% 감소하며, 총생산은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인구
의 비율은 37% 이상으로 증가하여 경제 전체가 상당히 고령화 되고 있으며 1인당
총생산 역시 7% 이상 감소하여 경제 전체의 규모가 크게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두 효과가 결합된 사망률/출산율 감소경제의 동태변화는 <Figure 19>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총생산과 노동투입의 경우 출산율 감
소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본 축적의 경우 두 효과가 40년간 상쇄되
어 나타나다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에 의한 경제규모 축소의 효과가 두드러짐
을 보인다. 연금재정의 경우 두 효과가 그 이유는 상이하나 연금재정을 악화시
키는 공통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두 효과가 결합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적자폭은 초기경제 총생산의 약 1.43%정도의 적자상태가 매년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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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Employment Rate and Change in Earnings: Population Aging

<Figure 20>의 왼쪽 그래프는 사망률/출산율 감소경제의 연령별 취업률의 동
태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산율 감소에서 나타난 효과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취업률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청년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청년층의 고용률은 증
가하였으며, 장년층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형태가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사망
률 감소의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노동 가능한 장년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나 청년층 인구감소 때문에 장년층의 취업률은 더 크게 하락
하며, 청년층의 취업률은 더 크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Figure 20>의 오른쪽은 연령별 평균노동소득의 동태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 약 13%의 노동소득 증가를 보이고 장년층의 경우 약
2.5%의 노동소득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평균임금수준이 상승한 효과까
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써 사망률/출산율 감소경제에서 평균임금수준은 초기
균제상태와 비교하여 약 7%가량 상승하였다.
사망률 감소와 인구증가율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젊은층의 비율 감소와 노년층의 비율 상승이 더 빠르고 크게 이루어진다.
<Figure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 지니계수는 인구구성
의 두 동적 변화가 합쳐져 앞서 살펴본 경우보다 더 크게 감소하고 총소득 지
니계수 역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Table 6>에 정리된 것처럼 노동소
득은 0.269에서 0.256으로 불평등도가 감소하였고 자본소득의 경우 지니계수가
0.521에서 0.498로 하락하였다. 총소득 불평등도의 경우 가장 낮은 총소득을 보
이는 노년층 비율의 빠른 증가로 인해 0.352에서 0.45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한 정량 분석

나. 불평등도의 변화
<Figure 21>

<Table 6>

Transition of Gini Coefficient: Population Aging

Gini Coefficient: Population Aging
초기경제(ss1)

사망률/출산율
감소 경제(ss2)

총소득

0.352

0.451

노동소득

0.269

0.256

자본소득

0.521

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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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년연장정책의 효과 분석
1. 60세로의 정년연장
이 절에서는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간 연장하는 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를 분석한다. <Figure 22>는 정년연장 이전과 이후의 노동투입비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5세 단위의 각기 다른 연령층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모형경제에서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55-59세 사이 노동력의 투입비
율을 새롭게 조정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55세 이상 노동
자의 상대적 임금수준과 고용률이 정년연장 이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
였다.10)

<Figure 22> Composition of Labor Input: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10) 정년연장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55세 이상 노동력의 공급증가로 인하여 노동수요의 증가가 없을 경
우 고령 노동력의 실질임금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상대실질임금을
정년연장 이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정년연장으로 증가한 노동공급 증가가 장년층 노동
수요를 수반하는 것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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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odel Comparisons: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초기경제
(ss1)

사망률/출산율
감소경제(ss2)

60세 정년연장

총인구(Total Pop)

100

91.98

91.98

60세 미만 인구

71.45

57.69

57.69

고령인구비율

28.55%

37.28%

37.28%

총생산(Output)

100

85.47

91.55

총자본

100

96.31

99.64

1인당총생산(GDP/pop)

100

92.93

99.54

전체고용

62.49

49.94

53.33

60세 미만 고용률

87.46%

86.57%

92.44%

총노동투입(Agg L)

100

79.93

87.29

55세 평균소비후생

-36.23

-49.73

-48.28

20세 평균소비후생

-56.51

-58.76

-57.55

<Figure 23>

Transitio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Note: Benchmark (Solid), Retirement Age of 60 (Dashed), Retirement Age of 65 (D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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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57세에서 60세로 3년의 정년연장을 시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거
시경제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경제의 고용률이 86.6%
에서 92.4%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고용은 49.9에서 53.3으로
약 6.8% 증가하였다. 연령별 서로 다른 노동투입을 고려한 총노동투입은 79.9
에서 87.3으로 9.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57∼60세 노
동자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숙련도가 고려되었을 때 전체 평균보다 높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총생산도 85.5에서 91.6로 7.1% 증가하였다.
<Figure 23>은 이와 같은 정년연장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정년연장의 효과로 인해 은퇴자의 수가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6번째 Figure) 이에 따라 연금재정의 적자폭이 상당부분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9번째 Figure) 이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노동기간의 증가로 연금세수 확보
가 늘어나는 효과와 은퇴자 감소로 연금세출이 줄어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Figure 24>

Transition of Asset Holdings by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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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연장은 은퇴시점을 늦춰 얻어지는 노동투입 증가 효과와 더불어 자
본투입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정년연장은 총자본 투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개인별 저축에 대한 효과는 연령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Figure
24>에 잘 나타나있다. <Figure 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년연장의 시행
은 40∼70대의 저축성향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40대와 50대의 경우 정년연장
의 시행 후 저축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은퇴이후를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이 40∼50대의 경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은 50대
후반 노동자에게 3년간의 추가적인 노동소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50대의 저
축률은 낮아지게 되며, 이와 같은 효과에 의해 40대의 저축 또한 감소하는 형
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60대 이후의 저축은 이와 반대로 정년연장 시행 이
후에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50대 말의 3년간의 추가적인 소득 증가
가 은퇴이후의 저축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은퇴자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
를 통한 후생을 증가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60∼80대의 저축 증가로 인한 효과가 총자본량을 증가시켜 모형경제 내의 자
본투입이 약 3.5% 가량 증가11)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본량의 증가와 정년연
장을 통한 노동투입 증가의 효과를 통하여 총생산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정년연장은 개별 노동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55∼60세 노동자의
후생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정년연장에 기인한 노동소득의 증가를 통해 고령
노동자/은퇴자의 현재, 미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
에서의 후생은 소비를 통한 후생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에서 오는 비
효용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논문에서 제시한 후생효과는 모형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후생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20세 노동자의 후생 역
시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이 시행된 고령화 사회와 정년연
장이 없이 진행된 고령화 사회를 비교해보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
자의 경우도 정년연장 정책의 시행을 선호하나 이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힘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년연장은 노동공급의 증가를 통해 평균임금수준을 하락시키며 이는 청년층
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반면, 추후 정년연장을 통한 노동기간의 상승으로 생애
노동소득의 현재가치증가를 통해 소비후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11) 김대일(2010)은 “근로기간이 충분히 긴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평생소득 증가로 저축이 증대되는
효과 보다 근로자의 은퇴를 대비한 저축유인 감소로 저축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우세하여 총저축
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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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효과가 상쇄되면서 청년층의 소비후생은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
하게 된다.

2. 65세로의 정년연장
이 절에서는 정년을 57세에서 65세로 8년간 연장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
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정년연장이 시행되었을 때의 효과를 엄밀
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57세부터 65세 장년층의 연령별 노동생산성을 추정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중요성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57세 이후의 노동
자가 65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될 경우, 55∼57세 시점의 노동생산성과
고용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노동정년을 3년에서 8년으로 증가하였을 때 전체 고
용 증가의 효과는 정년연장 전 49.9에서 60세로 정년연장 시 53.3으로 약 6.8%,
65세로 정년연장 시 58.7로 약 17.6% 증가한다. 총생산으로 살펴보면 정년연장
없는 고령화 사회의 총 생산이 85.5인데 반해, 60세로 정년연장 시 총생산이
91.6으로 7.1%, 65세로 정년연장 시 모형경제 내 총생산이 100.6으로 17.7%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Model Comparisons: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to 65
초기경제
(ss1)

사망률/
출산율
감소경제(ss2)

60세
정년연장

65세
정년연장

총인구(Total Pop)

100

91.98

91.98

91.98

60세 미만 인구

71.45

57.69

57.69

57.69

고령인구비율

28.55%

37.28%

37.28%

37.28%

총생산 (Output)

100

85.47

91.55

100.63

총자본

100

96.31

99.64

103.28

1인당총생산(GDP/pop)

100

92.93

99.54

109.40

전체고용

62.49

49.94

53.33

58.70

총노동투입(Agg L)

100

79.93

87.29

99.17

55세 평균소비후생

-36.23

-49.73

-48.28

-44.60

20세 평균소비후생

-56.51

-58.76

-57.55

-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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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퇴시점에 가까운 55세 노동자의 경우 노동기간 연장을 통한 후생증
대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65
세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령시점을 8년간 미루게 되어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
정 적자부분을 개선하여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흑자로 변하게 된다. 20세에서
57세까지 37년간의 노동기간에 8년을 추가하게 되는 정책은 노동연수로 보면
약 22%의 노동투입증가로 볼 수 있는데, 65세의 노동생산성이 55~57세 수준에
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8년의 정년연장으로 인해 노동투
입은 약 24%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60세 이후의 노동생산성이 50대에 비하여 크게 하락한다면 정년연장을
통하여 증가하는 순노동투입은 24%보다 훨씬 작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60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률이 50대 후반의 고용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으나, 노동수요 측면에서 60세 이상 노동력에 대한 노동수요에 대한 보다 정
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만약, 노동 수요자 측면에서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50대 후반 노동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면, 65세까지
의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60대의 고용률은 상당히 낮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총생산에 대한 정년연장의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
여야 할 것이다.
<Table 9>는 사망률과 출산률이 동시에 감소하는 고령화경제를 기준으로 각
각 60세 및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였을 때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한 것이다. <Figure 25>은 지니계수의 전이경로상의 동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년연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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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연장 시 불평등도의 변화
<Figure 25>Transition of Gini Coefficient: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Table 9>

Gini Coefficient: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초기경제
(ss1)

사망률/출산율
감소경제(ss2)

60세 정년연장

65세
정년연장

총소득

0.352

0.451

0.411

0.354

노동소득

0.269

0.256

0.257

0.260

자본소득

0.521

0.498

0.501

0.507

<Figure 25>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소득에 대한 지니
계수의 경우 정년연장 시행초기에 불평등도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연령 부근의 사람들이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더 오랜 시간 노동시장
에 머무르게 되면서 노동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약 4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준모형에 비하여 노동소득 지니계수가 조
금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년연장 수혜계층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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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인구구성이 변함에 따라 점차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는 은퇴로 인
하여 계산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실업으로 인해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포함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정년연장 이전에는 새로운 균제상태에서
0.256이었던 노동소득 불평등도가 60세로 정년연장을 하였을 때는 0.257 그리
고 65세로 정년연장을 하였을 때는 0.260으로 소폭 상승하게 된다.
자본 지니계수는 정년연장 시행이후 초반에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초반에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세대 간 자본축적의 변화
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년이 연장되어 생애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퇴직이후를 대비한 저축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Figure 24>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은퇴이전 세대의 경우 정년연장이 시행된 이후 저축수준
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러한 저축의 감소는 자본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정
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해 증가한 노동소득 중
상당부분을 저축하게 되고 또한 은퇴 이후의 고령인구는 높아진 이자율에 반
응하여 자본축적량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저축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
며 이는 자본량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세대 간 자본축적수준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정년연장이후 초반의 지니계수가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더불어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므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
람들 중 노동소득이 커질수록 저축의 수준이 더 크게 상승하여 자본소득에 대
한 지니계수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Figure 26> Distribution of Total Income: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4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2권 제2호 (2016.6)

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정년연장 이후 약 30년 동안 감소하다가 다시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반에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
유는 노동소득이 큰 계층의 비율 증가와 가장 낮은 총소득을 보이는 은퇴 이후
의 고령층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자본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결합된
결과이다. 이를 <Figure 26>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Figure의 좌측
은 총소득에 대한 누적확률분포를, 그리고 우측은 로렌츠곡선을 초기균제상태,
정년연장 시행 시점 그리고 20기의 시점에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정년연장으
로 인해 높은 총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고 또한 높아진 이자소득
으로 인해 은퇴이후 고령층의 총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정년연장이 시행된 이후
누적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총
소득의 변화는 로렌츠곡선을 상방 이동시켜 지니계수를 하락시킨다.

Ⅵ. 끝맺는 말
이 논문에서는 사망률 감소와 출산율 감소라는 변화를 통하여 심화되고 있
는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효과를 세대 간 중첩모형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 정년연장의 시행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사망률 감소의 경우 은퇴자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미미하게 증가시켜 노동투입의 변화는 거의 없었음을 밝혔으며, 기대수명 증가
와 고령층 인구 증가에 기인한 저축과 총자본량 증가를 통해 국내총생산이 약
6.3%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대부분 자본량 증가에서 기인하였
으며, 총생산 증가의 효과를 사망률 감소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의 효과가 상쇄
하게 되므로 일인당 총생산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노동소득 불평등도는 노동
소득이 높은 중장년층의 비율 증가로 인해 하락하였고, 자본보유량이 높은 중
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소득 불평등도 역시 하락하였
다. 총소득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총소득을 보이는 고령층의 비율이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의 경제에서는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노동가능인
구의 큰 감소를 통하여 경제 내 노동투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청년층 노동인구
의 감소는 장년층의 취업률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경제 내 총 자본량 역시
크게 감소하여 총생산이 약 20% 가량 크게 감소하였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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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젊은 층에 비하여 나이든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망률 경제
와 유사하게 노동 및 자본소득 불평등도는 감소하는 반면 총소득 지니계수는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결합된 고령화 경제에서는 출산율 감소의
효과가 사망률 감소의 효과를 압도하는 가운데 총생산이 약 15% 정도 감소하
였으며, 은퇴자의 증가로 인한 연금수령자 증가와 청년층 인구감소로 인한 연
금세입 감소의 효과로 인해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인
구구성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젊은층의 비율감소와 노년층의 비율상승
이 더 빠르고 크게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 지니계수는 더 크게
감소하고 총소득 지니계수 역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57세에서 60세로 노동정년을 3년 늦추는 정년연장 정책은 경제전체의 노동
투입을 증가시켰으며, 은퇴자의 저축량을 증가시켜 경제 내의 총자본투입 또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투입의 증가로 인하여 정년연장 시행 전과 비교하여 총
생산이 약 7.1% 증가하였으며 연금재정 적자폭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음
을 보였다. 소득 불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소득 근로
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초반에는 노동소득 불평등도가 하락하지만 새
로운 균제상태에서는 정년연장 수혜계층의 고용률이 하락함에 따라 지니계수
가 기준모형에서 보다 소폭 상승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자본소득 불평등도
는 정년연장 수혜계층 및 은퇴한 고령인구의 저축증가로 인해 상승하고 있으
며, 총소득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가장 낮은 총소득을
보이는 고령인구의 소득수준이 자본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경우 노동공급은 경제주체들이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선택을 함
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연령별 고용률(   )에 따
라 결정되고 있다. 만약 노동공급을 내생화한다면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각 연령별 노동공
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노동수요변화측면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본 모형
에 내생적인 노동공급을 포함하여 모형경제를 분석해 보고 본 연구와의 차이
점을 살펴본다면 향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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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동태적 변화과정에서의 시장균형
나이 ∈  , 취업상태  ∈  , 자산 ∈  , 개인의 생산성 충격을 ∈  라고
할 때, 상태공간(state space)을  ≡  ×  ×  ×  로 정의하자.   는 상태공간

 에 대한    이며,      를 이에 대응되는 가측공간(measurable
space)이라고 하자. 어떤 특정한 상태는 ∈  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때  기의

     에 대한 가구의 측도(measure)를  로 표시하고 초기균제상태에서의 분
포(stationary distribution)를  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
모든 나이에 대한 변수들의 집합을 첨자 없는 변수로 표현하도록 하자. 즉,

   는      ⋯      를 나타낸다. 또한 시간에 대한 수열을 중괄호
를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는             ⋯ 를
의미하여 수열의 원소인     는

    ⋯      를

나타낸다.

이 경제는 초기에 균제상태(ss1)에 있다고 하자. 이 초기 균제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은 첫 기에 예상치 못한 인구구성 충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인구구성
충격은 사망확률(  ) 및 인구증가율(  )의 변화에 기인한 인구구성의 수열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첫 기에 일어난 이후 경제주체들은 인구구
성 변화에 대한 완전한 예측(perfect foresight)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리는 다음을 시장균형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A. 1. 시장균형의 정의
시장균형은 취업, 실업, 은퇴 시의 가치함수              및 소비,
저축에 대한 정책함수         그리고 기업의 선택인       및 가격

    , 정부의 정책인 연급지급액  , 소득세   그리고 가구의 측도
 의 시간에 대한 수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조건이 모든 시점  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1. 가격     및 정부정책  ,    이 주어진 상태에서 가치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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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소비, 저축에 대한 정책함수        
는 다음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해가 되어야 한다.
취업자의 문제

   max           ×
 ′                             
                            

실업자의 문제

     max          ×
 ′                              
                    

은퇴 직전의 문제

    or      max                ′ 
은퇴자의 문제

      max                ′ 
               
 ≥  ,  ≥  ∀

2. 가격     가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
동수요와 자본수요를 결정한다.
3. 정부는 정부의 예산제약을 만족하는 연급지급액  12) 및 소득세    
를 결정한다.
4. 노동, 자본, 상품 시장은 각각 개별적으로 청산되며, 이에 따른 균형가격
12) 본 논문에서 연금지급액은 초기 균제상태에서 계산된  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초기균제상태에서는 연금수입과 지출이 일치(balanced)되도록 연금지급액  이 계산되지만 전이경
로 및 새로운 균제상태에서는 더 이상 연금에 대한 균형재정이 달성되지 않는다. 이는 인구구성변
화 따른 연금적자를 계산하기 위한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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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진다.
각 연령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      



   

 ≡  

또한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5. 가구의 측도  는 가구의 결정과 일관성(consistency)이 있어야 한다. 즉,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 P r           × P r       
여기서      는 생존확률, ⋅ 은 인디케이터 함수, P r           는
이번 기 취업상태가 주어졌을 때 다음 기 취업상태에 대한 확률, 마지막으로
P r     ∈     ∈   는 이번 기 생산성상태가 주어졌을 때 다음 기 생산성에

대한 확률을 나타낸다.
균제상태(steady state)는 이와 같은 균형 중 에서 가치함수   ,   ,    ,
정책함수  ,    , 기업의 요소수요   ,   , 임금   및 이자율  , 정부정책

  및 가구의 측도  가 모든 시점  ∈  ∞  에서 일정한 특수한 경우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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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e study the quantitativ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driven by declining
mortality and fertility rates in Korea. We then examin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rais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in such an aging economy.
When mortality rate decreases, aggregate capital increases since individuals save
more for longer retirement. In contrast, an increase in aggregate labor input is
negligible since lower mortality rate mostly affects those who are out of the
labor force. When fertility rate decreases, both aggregate labor and capital inputs
shrink radically because aggregate population diminishes along with the working
age population and aggregate saving plunges due to a downsized population.
We analyze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when mortality rate of all ages
decreases by 1% each year and population growth rate drops from 0.7% to
0.3%. A huge drop in aggregate labor input drags down the aggregate output by
about 15%. The pension system will run a big budget deficit with more retirees
and smaller number of workers.
The government can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by
rais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When the workers’ retirement is postponed
by 3 years, both aggregate labor input and capital increase and pension deficits
are reduced significantly.
JEL classification: E17, J11, J26
Key Words: Population ageing, Extension of retirement age,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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