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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기대수명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
율 감소로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여타 선진국 및 세계 평
균에 비해 더욱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Figure 1>, <Figure 2>, <Figure 3>)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실질 금리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Figure 4>)를 보이고 있다.

<Figure 1> Population Growth Rate

<Figure 2> Life Expectancy

<Figure 3> Dependency Ratio

<Figure 4> Real Interest Rate

Notes: Dependency ratio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and over to the number
of people aged 20 to 64. The real interest rates are calculated as yields on monetary
stabilization bond with maturity one-year minus realized CPI inflation.
Sources: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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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이에 따라 실질 금리도 인구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인구 고령화가 우리경제 전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인
구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dependency
ratio)2), 인구 증가율 등의 변화가 실질 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다.3)
출산율 저하 등 인구 증가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가
계의 소비 및 저축 행태 변화를 통해서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구체적으로 Carvalho, Ferrero and Nechio (2016)에 따르면 기대수명 증
가 및 인구 증가율 하락은 다음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실질 금리 변동을 초래
한다. 첫째, 기대수명 증가는 은퇴기간을 연장시킴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유인이 확대되어 실질 금리를 하락시킨다. 둘째, 인구 증가율 하락은 근로
자 1인당 자본(capital per worker)을 증가시켜 실질 금리를 하락시킨다. 셋째, 일
반적으로 은퇴한 노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저축률이 낮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 하락으로 인한 노령인구 부양비율 증가는 총소비를 증가시
켜 실질 금리를 상승시킨다. Carvalho, Ferrero and Nechio (2016)는 인구 고령화
에 따른 실질 금리 상승 압력보다 하락 압력이 더 큼을 보였다.
본고는 먼저 인구 증가율 하락,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
구비율 증가 등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인 후, Gertler (1999) 및 Carvalho, Ferrero and Nechio (2016)의 모형을 기반으
로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을 구축하
여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인구 고령화가 동 기간 중 관찰된 실질 금리 하락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고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과 기대수명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자료와 매우 유사하게 변하는 경우 실질 금리는
1) 인구 고령화는 소비와 투자뿐만 아니라 양과 질적인 측면의 노동공급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생산성,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정부 재정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병권ꞏ김기호ꞏ육승환(2017)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2)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3) 정부 부채, 재정지출, 총요소생산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등의 외부충격으로 인한 구조변화
도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고의 목적은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기대수명, 인구 증가율, 노령인구 부양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등 고령화와
관련된 변수들만을 고려하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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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
간 관찰된 실제 실질 금리 하락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의
실질 금리 하락에 대한 영향이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다
음으로 3장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생애주기모형을 설명하고 5장은 동 모형의 시
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 및 한계
를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개관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관심 증대와 함께 이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Aksoy, Basso, Smith and Grasl
(2019)은 OECD 21개국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였는데,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가 이들 국가의 실질 생산과 실질 금리를 하락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4)

Arslanalp, Lee and Rawat (2018)은 인구 고령화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
였다. Ferrero, Gross and Neri (2017)는 인구 증가율 감소가 지난 10년 동안의
유로 지역의 장기 실질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Ikeda and Saito (2012), Favero and Galasso (2016), Lisack, Sajedi and
Thwaites (2017) 등도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
으로 제시하였다.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
은 다음과 같다. Carvalho, Ferrero and Nechio (2016)는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하
여 인구 고령화가 OECD 국가의 실질 이자율 하락의 주요 요인임을 보였다. 구
체적으로, 평균적인 OECD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모수를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가 균형 실질 금
리를 약 1.5%p 하락시켰음을 보였다. Fujita and Fujiwara (2016)는 새케인지안

4) 이들은 이론 모형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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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Keynesian) 노동탐색매칭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동인구의 고
령화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에서 관찰된 실질 금리 하락의 약 40%
를 설명함을 보였다. Gagnon, Johannsen and Lopez-Salido (2016)는 중첩세대모
형을 이용하여 1980년 이후 미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미국 실질 금리를 약
1.25%p 하락시켰음을 보였다. 이외에도 Kara and von Thadden (2016)은 새케인
지안 생애주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구 증가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
가가 균형 금리를 하락시킴을 보였다.
인구 고령화는 실질 금리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을 간략히 소
개하고자 한다. 안병권ꞏ김기호ꞏ육승환(2017)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점진
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
제성장률이 2016~2025년 기간 사이에 연 평균 1.9%로, 2026~2035년 기간 사이
에는 0.4%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ꞏ이종화(2006), 권규호(2014),
Han and Shin (2016) 등은 인구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인구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백웅기(2014), 송호신ꞏ허
준영(2017)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강환구(2017)는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인 인플레
이션 추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Summers (2015)와 Eichengreen (2015) 등에서 주장하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인구 고령
화가 만성적 수요부진을 초래하고 투자부진과 저축과잉을 통해 실질 균형금리를
하락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와 같이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실증 및 이론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Ⅲ. 실증 근거
본 장에서는 먼저 산포도를 통해 인구 증가율,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등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변수5)들과 실질 금리 간의 관
5)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인구 고령화 관련 변수로 인구 증가율,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고려한다. 그러나 다음 장부터는 인구 고령화 관련 지표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제외

13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6권 제1호 (2020.3)

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실질 금리를 종속변수로, 인구 증가율,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등 인구 고령화 관련 변수들과 여타
통제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통해 실질 금리와 인구 고령화 관
련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히 분석한다.
<Figure 5~8>을 보면 실질 금리는 인구 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즉,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실질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5> Population Growth Rate
and Real Interest Rate

<Figure 6> Life Expectancy and Real
Interest Rate

<Figure 7> Dependency Ratio and
Real Interest Rate

<Figure 8> Share of Population Aged
65 Years or over and Real
Interest Rate

Sources: UN, World Bank, and Bank of Korea

한 인구 증가율, 기대수명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만을 고려한다. 이는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인구 고령화
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며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주로 인구 증가율과 기대수명에 의해 결정되는
데다 이들 세 지표는 본고의 생애주기모형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 세 지표만을 인구 고령화 관련 지표로
만 고려할 경우 분석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이들 세 지표
만을 인구 고령화 관련 지표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139

인구 고령화와 실질 금리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

여기서  는 실질 금리를,  는 인구 증가율,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또
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는 여타 통제변수들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Arslanalp, Lee and Rawat (2018)을 참고하여 미국 금리(1-year treasury rate),
GDP 성장률, 자본시장 개방도(capital openness) 등 3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평
균을 차감하고 표준편차로 나눈 표준화(standardized)된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에 따라 추정식에 상수항이 제외되었다. 아울러 분석기간은 1987년부터 2016년
까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 관련 변수들이 연간자료이고 통안증권 1
년물 금리는 1987년부터, 자본시장 개방도는 2016년까지 가용하기 때문이다. 자
료의 출처는 한국은행(실질 금리), UN(인구 증가율), World Bank(기대수명, 노령
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6), FRED(미국 금리), IMF(GDP 성장률),
Chinn-Ito index(자본시장 개방도)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증가율, 기대
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간의 상관계수7)가 매우 높아
이들

4개의

변수

모두를

동시에

설명변수로

설정할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4개 변수의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
력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먼저 인구 증가율의 추정계수는 양(+)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증가율이 올라가면 실질 금
리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추정계수 모두 음(-)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대
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증가는 실질 금리를 하락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 감소,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증가 등 인구 고령화는 실
질 금리를 하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기 회귀식의 추정시 변수들의 단위근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가성회귀

6) UN은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등의 자료를 매 5년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본 장의 분석에 이용될
수 없어 매년 동 자료를 발표하는 World Bank의 자료를 추정에 사용하였다.
7) 분석기간 중 인구 증가율과 기대수명 간의 상관계수는 –0.92, 인구 증가율과 노령인구 부양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89, 인구 증가율과 65세 이상 인구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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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Table 1>의 (1), (2), (3) 및
(4)의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검정 결과
<Table 1>의 (1), (2), (3) 및 (4)의 잔차는 모두 I(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able 1>에 제시된 추정결과에 가성회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Estimation Results
Dependent Variable: Real Interest Rate
(1)

Population Growth
Rate

(2)

(3)

(4)

0.675*** (0.083)
-0.714*** (0.216)

Life Expectancy

-0.619* (0.318)

Dependency Ratio
Share of Population
Aged 65 Years or
over

-0.645* (0.326)
0.291*** (0.084)

U.S. Interest Rate

0.227

(0.198)

GDP Growth Rate

0.091

*

(0.046)

0.061

(0.046)

Capital Openness

0.029

(0.060)

0.066

(0.147)

0.360
0.107

**

0.167

(0.218)

0.357

(0.049) 0.106
(0.179)

**

0.154

(0.237)
(0.048)
(0.161)

Notes: 1) Figures in the parentheses are HAC standard errors.
2) ***, ** and * indicate the 1%, 5% and 10% significance levels, respectively.

<Table 2>

Results of Augmented Dicky-Fuller (ADF) Unit Root Test
Level Statistics

First-difference Statistics

Results

Residuals in (1)

-5.389 (-2.623)

-8.677 (-2.625)

I(0)

Residuals in (2)

-3.242 (-2.623)

-8.102 (-2.625)

I(0)

Residuals in (3)

-3.123 (-2.623)

-7.444 (-2.625)

I(0)

Residuals in (4)

-3.092 (-2.623)

-7.475 (-2.625)

I(0)

Notes: Figures in the parentheses are 10% critical levels. The null hypothesis of ADF test is
that the variable has a unit root.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141

Ⅳ.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
본 장에서는 Gertler (1999)의 기본모형에 가변적인 노동공급(variable labor
supply)을 추가하여 생애주기모형을 구축한다.8) 구체적으로 모형에는 근로자와 은
퇴자9)로 이루어진 가계와 기업 및 정부 등 세 가지 유형의 경제주체가 존재한다.
아울러 모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aggregate uncertainty)은 존
재하지 않으며 경제주체는 완전예견(perfect foresight)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는 일회적인 예측치 못한 충격(one-time unexpected shocks)에
반응할 수 있다.

1. 생애주기구조(life-cycle structure) 및 가계
매기

  만큼의 근로자와

  만큼의 은퇴자가 존재한다.10) 또한 매기

         만큼의 근로자가 새로 태어나며 근로자는     의 확률로 은

퇴한다. 이에 따라 매기 근로자 수의 증가율은  가 된다.

                         .

(1)

은퇴자의 평균적인 생존확률은  이며, 이에 따라 은퇴자의 평균 은퇴기간은
    )이 된다. 이는 매기 은퇴자의 수가 식 (2)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8) Gertler (1999)의 기본모형은 가계가 매기 1단위의 노동을 고정적으로 공급하는 비탄력적인 노동공급
(inelastic labor)을 가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 변수들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자세한 내용은
Ferrero, 2010 참조) 이에 따라 Carvalho, Ferrero and Nechio (2016) 등 선진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도 비탄력적인 노동공급을 가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노후대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은퇴 이후에도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구체적으로 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69세 및 70~74세 고용률은 각각 45.0%(OECD, 2016년 기준) 및 33.1%(통계청 2017년
기준)로 OECD 평균(각각 20.9% 및 15.2%)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고의 경우 가변적인 노동공급을 가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였다.
9) 본고는 “retiree”를 “은퇴자”로 번역하여 사용함에 따라 은퇴자가 노동을 공급한다는 가정이 은퇴자의
사전적 정의(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사람)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
다. 그러나 retiree의 사전적 정의(a person who has stopped working in regular paid employment because
of their age)와는 잘 부합된다. 이에 따라 Gertler (1999)의 생애주기 모형에서 은퇴자가 노동을 공급한
다는 가정은 빈번히 사용된다(Fujiwara and Teranishi, 2008 및 Kara and von Thadden, 2016 등 참조).
즉, 본고에서의 은퇴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근로자는 65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10) 본고에서 위첨자

 와 은

각각 근로자와 은퇴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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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노령인구 부양비율(  =   /   )은 식 (1) 및 (2)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3)

본고의 모형에서 근로자와 은퇴자는 각각 은퇴 및 사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Yaari (1965)와 Blanchard (1985)처럼 완벽한 연금보험시
장(perfect annuities market)을 가정해 사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동 연
금보험시장은 뮤추얼펀드에 의해 운영되며 뮤추얼펀드는 은퇴자로부터 자산
(wealth)을 받아 투자하며 생존한 은퇴자에게만 투자수익을 분배한다. 아울러 은
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선호(preferences)에 위험중립성(risk
neutrality)이 가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계의 효용가치(value of utility)  
( ∈  )는 다음과 같다.

 








 

  
 







 



         



.

(4)

여기서  는 소비를,     는 여가를,   는 기대연산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은
퇴자는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다른 시간할인율을 가진다.
        .

이에 따라 근로자와 은퇴자는 서로 다른 기대 효용가치를 가진다.

                                   .

가. 은퇴자
 기에 태어나  기에 은퇴한 은퇴자는 소비, 자본(   ), 여가 및 국채(   )를 선

택하면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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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
 와  는 각각 자본과 국채에 대한 실질 수익률이며  는 실질 임금을 나타
낸다. 아울러 모수  는 근로자 대비 은퇴자의 노동생산성 비율을 의미한다.
본고 모형의 경제주체는 완전예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과 국채의 수익률은 같다.

        .

(7)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은퇴자의 자산을 정의하고 식 (7)을 이용하면 예산제약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8)

                .

(9)

은퇴자의 소비는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



(10)

여기서  는 은퇴자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을 나타내며

  는 은퇴자의 인적자산(human wealth)을 의미한다.   은 은퇴자의 현재 및 향
후 노동소득의 현재할인가치로 표현할 수 있다.
  

             .


(11)

아울러  은 식 (12)를 통해 결정된다.


            



  




11) 은퇴자의 효용극대화 문제 풀이는 <부록 A>에 수록되어 있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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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의 노동공급과 소비 간의 관계는 식(13)과 같다.

     
       .

  

(13)

나. 근로자
 기에 태어난 근로자는 은퇴자와 유사하게 다음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14)

 


                     



.

근로자의 예산제약식은 식 (15)로 표현된다.

                     .

(15)

여기서            이고  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세(lump-sum tax)이다.
근로자의 소비(  ), 인적자산(   ), 한계소비성향(  ), 소비와 노동공급(   )
간의 관계는 은퇴자와 유사하게 아래의 식들로 표현된다.12)

               ,

   

    

 

(16)

        


   


(17)
  


      

  



              


      




      
        .



12) 근로자의 효용극대화 문제 풀이는 <부록 B>에 수록되어 있다.

 
    


    ,
    

    



,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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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자(adjustment factor)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0)



구체적으로 조정인자는 근로자가 은퇴하면 다른 임금 및 한계소비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인자가 포함된 근로자의 문제(식
(16)~(20))가 은퇴자의 문제(식 (10)~(13))에 비해 더욱 복잡하다.

2. 가계 의사결정의 합산(aggregating households’decisions)
한계소비성향, 조정인자, 금리 및 임금이 모든 근로자 또는 은퇴자에게 동일하
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변수들을 비교적 간단히 합산
(aggregate)할 수 있다. 합산된 변수

 ∈

 는







   로 정의된다.

먼저 식 (13) 및 (19)을 합산하면 식 (21) 및 (22)를 구할 수 있다.

   
        ,
   

(21)


   
        .
 

(22)

은퇴자와 근로자의 소비는 다음과 같다.

             ,

(23)

            .

(24)

식 (23)은 식 (10)과 달리 생존확률  가 빠져있는데, 이는 매기 생존하는 은퇴자
만이 뮤추얼펀드로부터    만큼의 수익을 받기 때문이다.
은퇴자와 근로자의 인적자산을 합하면 식 (25) 및 (26)을 얻을 수 있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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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총자산 대비 은퇴자의 자산 비율을       로 정의하면 총소비  는 식
(2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7)

은퇴자의 자산은 매기 생존한 은퇴자의 저축과 매기 은퇴한 근로자의 저축의
합으로, 근로자의 자산은 매기 은퇴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저축으로 나
타낼 수 있다.

               

(28)

                     ,

                   .

(29)

식 (23), (24), (28) 및 (29)를 이용하면  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30)

마지막으로 총자산은 총자본과 총국채의 합으로 정의된다.

      .

(31)

3. 기업
본고의 경제에서 대표 기업(representative firm)은 노동(   ) 및 자본(   )을 이
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며 생산함수는 Cobb-Douglas 형태이다.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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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총요소생산성   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성장률은
  이다.

          .

(33)

이에 따라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s)은 아래와
같다.

       ,

(34)

           .

(35)

4. 정부
정부는 정부지출(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  )을 징수하고 국
채를 발행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

(36)

Gertler (1999)와 같이 정부는 총생산의 일정 비율만큼의 국채를 발행하고 소
비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

(37)

     .

(38)

5. 균형
본고의 생애주기모형의 균형은 인구구조관련 변수  ,   및  와 총요소생산
성 성장률  가 주어진 상태에서 아래의 조건들 하에서 구해진 양적 변수

                                           ,
향과 관련된 변수

        

및 가격변수

ⅰ. 은퇴자와 근로자는 주어진 가격변수
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들로

     를

한계소비성

정의된다.

가지고 예산제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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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은 생산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ⅲ. 정부는 정부 예산제약식이 만족되도록 정부부채 발행량 및 정부지출 수준
을 결정한다.
ⅳ. 노동, 자본 및 상품 시장이 각각 청산되며, 경제전체의 예산제약식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
또한 자본은 다음 식을 따라 축적된다.

           .
아울러  및  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본고 모형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게 된
다. 이에 따라 변수들을     또는   로 나누어 안정화(detrending)시킬 필요가
있으며 안정화시킨 변수들은 소문자로 표현한다. 즉,         또는
      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총노동공급, 근로자 및 은퇴자의 노동공급,

실질 임금은   로, 여타 변수들은     로 나누어 안정화시킨다.13) 이후에는 특
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변수는 안정화시킨 변수를 의미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Ⅴ.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먼저 모형의 모수값을 설정한다. 이후 설정된 모수값 하에서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모수설정(calibration)
본고 모형에서 사용된 모수값은 <Table 3>에 정리되어 있으며 1기는 1년에 해
당한다. Ferrero (2010), Carvalho, Ferrero and Nechio (2016) 등 기존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와 같이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과 근로자로 남을 확률
(   )은 시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아울러 총요소생산성은 매년
1%씩 성장하고 근로자는 20세에 태어나며 평균적으로 65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13) 안정화된 균형조건은 <부록 C>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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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14) 이는    및    을 의미한다. 나머지 인구구조와 관
련된 모수들은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의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설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995년 한국의 인구 증가율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각각
1.05% 및 9.6%임에 따라 초기 정상상태(initial steady state)에서의 인구 증가율
(  )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  )을 각각 0.0105 및 0.096으로 설정하였다.15)
이러한 모수값들은 초기 정상상태에서의 평균적인 은퇴자의 생존확률(  )이
0.7791임을 의미한다.

<Table 3>

Parameters Values

Parameters

Description

values



Productivity growth rate



Probability of remaining in the labor force

0.9778



Initial growth rate of labor force

0.0105

 

Initial dependency ratio



Initial probability of surviving



0.01

0.096
0.7791

Relative productivity of retirees to workers

0.6



Utility weight on consumption

0.4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0.5



Individual discount factor



Labor share

2/3



Depreciation rate

0.1



Government spending (% of GDP)

0.19



Government debt (% of GDP)

0.19

0.9337

14)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은퇴연령을 55, 58 또는 60세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고의
목적은 모형의 인구 증가율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 등 고령화와 관련된 변수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변화하였을 경우 실질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있고 가용한 노령인구 부양비율 자
료는 모두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기 때문에 은퇴연령을 65세로 설정하였다. 아울
러 은퇴연령을 55, 58 또는 60세 중 하나로 설정하더라도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참고
하기 바란다.
15) 본고 모형의 초기 정상상태는 1995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부
양비율 및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고령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하였다(<Figure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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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수값들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표준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효용함
수와 관련된 모수들의 경우 Gertler (1999)에서 이용된 값들을 사용하였다. 소비
선호율(  ) 및 기간 간 대체탄력성(  )은 각각 0.4와 0.5이다. 시간할인율(  )의 경
우 정상상태의 실질 금리가 8.99%가 되도록 0.9337로 설정하였다. 이는 실제
1995년 실질 금리(통안증권 1년물 금리에서 CPI 인플레이션율을 차감)가 8.99%
인 점을 고려하였다. 근로자 대비 은퇴자의 노동생산성 비율(  )은 0.6으로 설정
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40~49세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시간당임금총액 비율이 2006~2018년 평균 약
0.63인 점을 감안하였다. 노동소득 분배율(  ) 및 감가상각률(  )은 각각 2/3 및
0.1을 이용하였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 및 정부부채 비율(  )는 모두
0.19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1995~2015년 중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과 2003~2015년 중 평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모두 약 19%인 점을 감안하였다.
본고 모형에서 고령화 정도는 인구 증가율(  ) 및 은퇴자의 생존확률(  ) 변화
를 통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Carvalho, Ferrero and Nechio (2016)과 동
일하게  와  는 아래의 식을 통해 결정된다.
   exp      
   exp      

여기서  와    ( ∈ )는 AR(1) 과정을 따르며 공통적인 충격(common
innovation)  를 가진다. AR(1) 과정과 관련된 모수값은   에 대한 충격16)이
1995~2100년 중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관련된 실제 데이터 및 UN의 전망치와
모형의 고령화 관련 변수들의 움직임이 최대한 유사하도록 설정하였다.
<Figure 9 및 10>은 본고 모형이 산출하는 고령화 관련 변수와 실제 데이터
및 전망치를 보여준다. 인구 증가율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 모두 단기적으로는 서
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장기적인 추세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등 모형이 실제 데이터 및 전망치를 대체로 잘 모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은 모수값 하에서 도출된 정상상태에서의 은퇴자와 근로
자의 한계소비성향(  및  )은 각각 0.2768 및 0.1250으로 은퇴자의 한계소비성
향이 근로자보다 높다는 일반적인 직관 및 기존 연구결과와 부합함을 알 수 있다.
16) 에 대한 초기 충격이 본고 모형에서 유일한 예측치 못한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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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opulation Growth Rate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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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y Ratio

Notes: (Left Panel) Population growth rate in the model (solid line) and in the data (dashed
line). (Right Panel) Dependency ratio in the model (solid line) and in the data (dashed
line).
Sourc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2. 인구 고령화의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
본 절에서는 1995~2018년 중 진행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고 모형을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한다.
<Figure 11>은 인구구조가 <Figure 9 및 10>처럼 변화하였을 때 실질 금리의
변동을 보여준다. 먼저 인구 증가율과 기대수명(은퇴자의 생존확률) 모두 변할
경우 실질 금리는 1995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하락한다.17) 이는 실제 실
질 금리 하락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18)
또한 <Figure 11>은 인구 증가율 또는 기대수명만 변화하였을 때 실질 금리의
변동도 보여준다.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인구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보다 실질 금리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1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시작 초기에 실질 금리가 소폭 상승한다. 고령화는 노동공급 및 저축을
늘리는데 노동공급 증가는 실질 금리 상승요인으로, 저축 증가는 실질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저축의 경우 전기에 이미 결정되므로(predetermined) 고령화 시작 초기에는 변동이 없는 반면 노동
공급은 고령화 시작과 함께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 시작 초기에 실질 금리가 소폭 상승하게 된다.
18) 실제 실질 금리(= 통안증권 1년물 금리 – CPI 인플레이션율)는 1995년 약 9.0%에서 2018년 약 0.4%로
하락하였다.
19)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모수값 하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D>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고의 3장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는 표준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인 반
면, 본 장의 시뮬레이션 분석은 1995~2018년 중 실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반영하
여 도출된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인구 증가율과 기대수명이 동일하게 한 단위 변동한 경우이지만,
시뮬레이션은 두 변수가 동일하게 움직이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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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al Interest Rate

Note: Simulated real interest rate following the full demographic transition (solid line), only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solid line with circles), and only the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surviving (dashed line).

이는 생존확률이 늘어날수록 은퇴자 및 근로자 모두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
해 노동공급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저축(자산 축적)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
에 주로 기인한다.20) 구체적으로 은퇴자의 경우 실질 시간할인율(effective
discount rate)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기 때문에 생존확률이 증가하면
미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노동공급 및 저축을 늘리고 소비는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존확률 증가 및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주요 변수
들의 변동을 나타낸 <Figure 12~17>을 보면 생존확률이 증가하면 은퇴자의 소비
가 늘어난다.21) 이는 식(23) 및 (25)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은퇴자의 소비는 인
적 및 물적 자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적자산은 노동공급의 증가함수이며 물적
자산은 저축의 증가함수이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 및 저축 증가로 인적 및 물적 자산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즉,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에 따른 소비를 줄일 유인이 인적 및
물적 자산의 큰 폭 증가로 상쇄되면서 소비가 증가한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치함수(식(14))에 은퇴할 경우를 감안해 은퇴자의 가치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생존확률이 상승할 경우 근로자도 은퇴자와 동일하게 노동공급 및 저
축을 늘리나 소비는 감소시키게 된다.22)
20) 노동공급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상승을 유발해 실질 금리를 상승시키나 저축의 증가는 자본 공
급 증가를 통해 실질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1) 생존확률 증가 및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저축, 소비의 변동은 <부록 E>에
수록되어 있다.
22) 근로자의 경우 노동공급 및 저축 증가폭이 은퇴자에 비해 낮음에 따라 은퇴자와는 달리 소비가 감소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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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율 하락이 실질 금리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은퇴자의 경우 <Figure 12~17>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공급, 소
비 및 저축이 거의 변하지 않는데, 이는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더라도 남은 생존
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경우 소비 및 노동공급은 거의 변동이 없고

<Figure 12> Retirees Labor Supply

<Figure 13> Workers Labor Supply

<Figure 14>

<Figure 15>

Retirees Asset

<Figure 16> Retirees Consumption

Workers Asset

<Figure 17> Workers Consumption

Note: Simulated labor supply for retirees (top left) and workers (top right), assets for retirees
(middle left) and workers (middle right), and consumption for retirees (bottom left) and
workers (bottom right), in responses to the full demographic transition (solid line), only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solid line with circles), and only the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surviving (dash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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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만 소폭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인구 증가율 변동의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은
기대수명 변동에 비해 제한적이다.23)

Ⅵ. 맺음말
본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가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실질 금리 하락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먼저 간단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 증가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
노령인구 부양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증가 등 고령화가 실질 금리 하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모형을 구축해 실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잘 모사할 수 있도록 모수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
한 결과에서도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실질 금리를 1995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하락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관찰된 실제 실질 금리의 하락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가 인구 증가율 감소보다 실질 금리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실질 금리가 현 수준에 비해 하락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하면 실질 금리 하락에 주
도적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이 크게 늘지 않을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
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
부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연금제도를 개선하
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 이는 경제주체의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조세제
도를 개편하는 정책도 실질 금리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나 의료보험 제도가 실질 금리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들
을 감안하여 좀 더 정교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저자들의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3) 한편 본 모형에서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 증가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령인구 부양비율 변화에 따른 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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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은퇴자의 문제 풀이 방법
은퇴자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1계조건(first-order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

  

    

     

(A.1)

  
   
        
. (A.2)

 

포락조건(envelope condition)에 의해 식 (A.2)의 마지막 항을 구할 수 있다.
 
   
   
            
.



    

(A.3)

식 (A.2)와 (A.3)를 결합하면,
    

     

   

             

. (A.4)

식 (A.1)을 식 (A.4)에 대입하면 소비 오일러방정식(consumption Euler equation)
을 구할 수 있다.




       
  

    



 .

(A.5)

은퇴자의 소비가 다음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conjecture)한다.





(A.6)

×

(A.7)

  
           .



식 (A.6)을 식 (A.5)에 대입하면 식 (A.7)을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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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A.6) 및 은퇴자 인적자산의 정의를 이용하면 예산제약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A.8)

식 (A.8)을 식 (A.7)에 대입하면 은퇴자의 한계소비성향을 결정하는 식 (A.9)를
구할 수 있다.


            



  




   



.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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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근로자의 문제 풀이 방법
근로자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1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B.1)


         


(B.2)
 

             


    
    

  





      
        
.
  





포락조건을 이용하면,
  
    
                
,


     

(B.3)

 
     
 


.


 
    
        
   

(B.4)

위 포락조건을 식 (B.2)에 대입하면,
   

        

           
 

            
    

      

               ×

                      ×

   

      

(B.5)

.

근로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은퇴자 및 근로자의 가치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
정할 필요가 있다.

   











  


 



,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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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

식 (A.1), (B.1), (B.5), (B.6) 및 (B.7)과 조정인자의 정의를 이용하면 소비 오일
러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8)





   .

여기서     이다. 근로자의 소비와 이번 기에 은퇴한 근로자의 소비가 다
음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B.9)

                .

(B.10)

위 두 개의 식을 소비 오일러방정식에 대입하면,
 


                                


   


  








  

  

   


               .
     





(B.11)

식 (B.9), 근로자 인적자산의 정의 및 예산제약식에서 다음을 얻을 수 있다.
              

(B.12)



       
            
         .
    
    

마지막으로 식 (B.11)과 (B.12)를 결합하면 근로자의 한계소비성향을 결정하는
식 (B.13)을 얻을 수 있다.


                


      



    



.

(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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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균형조건
▪ 노령인구 부양비율
                .

(C.1)

▪ 은퇴자의 한계소비성향


           





  
      



    



.

(C.2)

▪ 근로자의 한계소비성향


              


            



    



.

(C.3)

▪ 은퇴자의 노동공급




   
     .
   

(C.4)


   
  .
 

(C.5)

▪ 근로자의 노동공급



▪ 한계소비성향 비율
    .

(C.6)

▪ 조정인자
       

            



.

(C.7)

▪ 총소비
                      .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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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의 소비
            .

(C.9)

           .

(C.10)

         
           .
    

(C.11)

▪ 근로자의 소비

▪ 은퇴자의 인적자산

▪ 근로자의 인적자산
            
          
  





       



(C.12)

        









▪ 은퇴자의 자산
    .

(C.13)

      .

(C.14)

▪ 근로자의 자산

▪ 자산 분포
                    

(C.15)

                         .

▪ 무재정거래 조건

        .

(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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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임금
      .

(C.17)

          .

(C.18)

       .

(C.19)

       .

(C.20)

      .

(C.21)

                     .

(C.22)

▪ 실질 자본수익률

▪ 생산함수

▪ 총자산

▪ 총노동공급

▪ 자본축적

▪ 정부 예산제약식
                        .

(C.23)

     .

(C.24)

                .

(C.25)

▪ 재정지출

▪ 정부부채

▪ 경제 전체의 예산제약식
          .

(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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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다른 모수값 하에서 생존확률 증가 및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실질 금리의 변동
High Relative Productivity of Retirees
(    )

High Utility Weight on Consumption
(    )

Low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    )

<부록 E> 생존확률 증가 및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소비, 저축의 변동
Labor Supply

Asset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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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Population Aging on Real
Interest Rates
Myunghyun Kim*, Ohik Kwon**
Since the mid-1990s, Korea has been aging rapidly. At the same time, real interest
rates have declined sharply. This paper studies whether population aging has
contributed to the real interest rate decrease in Korea. We first present empirical
evidence that increases in life expectancy and the old-age-dependency ratio, and a
fall in population growth, i.e., the population aging, decrease real interest rates. Then
we calibrate a life-cycle model to capture the features of the old-age-dependency
ratio and population growth in Korea, and show that population aging accounts for
about one third of the fall in real interest rates between 1995 and 2018. Furthermore,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s, increased life expectancy is more important than
decreased population growth in affecting the real interest rate decrease during the
period.
JEL Classification Number: J11, E43, D15
Keywords: Population Aging, Real Interest Rates, Life-cycle Model, Life Expectancy,
Population Growth

* First author,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nk of Korea
(E-mail: mhkim7812@bok.or.kr, Tel: +82-2-759-5471)
** Corresponding author,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nk of Korea
(E-mail: okwon@bok.or.kr, Tel: +82-2-759-5391)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views
of Bank of Korea. When reporting or citing this paper, the authors’ names should always be
explicitly stated.
Received: 20 January 2020, Received in revised form: 5 February 2020, Accepted: 26 February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