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경제연구』 2020-1호 요약

2020년 1월 13일(월)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권오익, 김명현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
며 실질 금리도 꾸준히 하락
ㅇ 본고에서 인구 고령화는 ① 인구 증가율 하락, ② 기대수명 증가
등의 요인으로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큰 폭 상승**
*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인구 비율
** 1995년 9.6% → 2015년 19.4%(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ㅇ 지난 20년간 급속히 진행된 인구 고령화가 동 기간의 실질 금
리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이에 대한 실증 근거는 <참고>「실증 근거」참조

― 일반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짐
□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친 영향을 우리나라에 맞
게 설정된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을 통해 분석
* 자세한 모형 설정에 대해서는 <참고>「생애주기모형」참조

ㅇ 인구 증가율 감소 및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실질 금리 하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를 살펴봄
문의처: 권오익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 (☎ 5391)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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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여타 요인들은 변하지 않고 인구 증가율, 기대수명 및 노령인구 부양비
율만이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데이타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일 경우
실질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 시뮬레이션 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실질 금리가 1995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약 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은퇴 이후 생존기간이 늘어나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하는 데 주로 기인
―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저축률이 낮은 노령인구 수를 늘려
저축을 감소시키는 등 실질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
나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는 하락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 하락에 미친 영향을 인구 증가율 감
소와 기대수명 증가 두가지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 금리 하락에 미친 영향이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영향보다 두 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
*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 증가율 감소 간의 상호작용은 배제

― 이는 인구 증가율 감소가 은퇴 이후 생존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
(시사점)
□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현 수준에 비해 하락
할 가능성
ㅇ 다만 실질 금리 하락에 주도적(dominant)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 금리 하락 폭은 제한
적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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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증 근거 및 생애주기모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Ⅲ. 실증 근거” 및 “Ⅳ. 생애주기모형” 참조

(실증 근거)
□ 산포도를 통해 살펴보면 실질 금리(=명목 금리 – CPI 인플레이션율)는 인구 증가율과 정
(+)의 관계를, 기대수명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과는 부(-)의 관계를 보임
ㅇ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실질 금리는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
□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실질 금리를 종속변수로 두고 인구 고령화 관련 변수*를 설
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설정하여 추정
* 인구 증가율, 기대수명, 노령인구 부양비율

ㅇ 추정 결과 인구 고령화 관련 변수는 모두 실질 금리 하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생애주기모형)
□ Gertler(1999)의 생애주기모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설정
ㅇ 근로자와 은퇴자로 이루어진 가계는 생애효용 극대화를 위해 소비, 저축 및 노동
공급을 결정
ㅇ 매기 근로자는    의 확률로 은퇴하며, 근로자 수는  의 비율로 증가
ㅇ 은퇴자는 평균적으로  의 확률로 생존
ㅇ 경제주체는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으나(perfect foresight) 인구 증가율과 기대수
명 등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변수는 예측치 못하는 것으로 가정(one-time unexpected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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