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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은 물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 전
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인구고령화가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에 어떻게 얼마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경제주체들의 행태, 제도, 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그 효과는 앞으로 우리가 구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
단한 성장회계 모형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추정해 본 결
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2000～15년 기간 중 연평균 3.9%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6～25년 기간 중에는 1.9%, 2026～35년 기간 중에는 0.4%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년을 연장하
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을 향후 10년 내에는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중반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
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인구고령화, 성장회계분석, 동태적 CGE
JEL classification: E30, E58, J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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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인구고령화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사람은 생애 시기마다 생
산, 소비, 저축 등 주된 경제활동의 양상이 다른 만큼 인구고령화는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을 양적,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소비, 저축 및 투자
행태 등 수요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는 경제 전체
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성장률은 물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정부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금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3.8%에 달하고 내년부터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1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주요
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에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016년에 정점에 달한 후 하락하고 있다. 생산
가능인구도 금년부터 절대 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7). 이
처럼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경제활동의 주력인구가 금년부터 절대적으로 감
소함에 따라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이 인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Malthus가 인구론(1798)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학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었다(Ehrlich, 1968). 그러나 선진국을 중
심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기 시작하자 1990년
대부터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점이 불과 2∼30여년 만에 정반
대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나 그 경제적 영향이 경제주체들
의 행태와 이를 결정짓는 제도나 정책, 사회적 인식, 규범 등에 따라 달라지게 마
련인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행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구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경제주체들이 기존 행태를 지속한다는 가
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사후적으로 실현된 현실과 크게 다른 경
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하여 어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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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어떠한 정책대응을 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행태변화를 보일지를 합
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불확실성도 크게 따른다. 따라서 본고는
경제주체들이 현재의 행태를 지속한다는 가정 하에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초
래할 영향과 함께 가능한 행태변화를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장,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고 앞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
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이나
행태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기존 행태가 지속되었을 때의 결과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라 행태가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시나리오 별로 인
구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4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인구고
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Ⅱ.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사람은 생애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경제적 욕구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유년기에는 소득활동 없이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학습활동에
주력하고 청년기로부터 은퇴하기 전까지는 생산 활동에 주력하면서 소득을 창출하
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노년기에는 청․장년기에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실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령대별 평균적인 근로소득 및 소
비 추이를 보면 <그림 1>과 같다(Lee, 2016). 소득 수준이 다른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령별 근로소득 및 소비를 30세부터 49세 사이의 평균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표준
화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유․소년기에는 부모와 사회의 이전소
득으로 소비를 하고 청․장년기에 저축을 하며 노년기에는 연금이나 가족들의 부양으
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인간은 세대간 이전지출을 통
해 생애 각 시점에서 필요한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연령별 근로소
득 및 소비의 패턴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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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근로소득 및 소비

자료: Lee (2016)
주: National Transfer Accounts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여기서 high income countries는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및 미국을, low income countries는 케냐, 나이지리아, 인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

근로소득의 경우 신흥국은 정점에 빠르게 도달하지만 노령에 접어들어서도 완만하
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지적 활동보다는 육
체적으로 일을 하는 직업이 많고 고령에 접어들어는 연금제도 등이 미비하여 소비를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의 경우에 선
진국은 신흥국과 비교하여 청소년기에 소비 수준이 높고 노년기 들어서는 소비가 오
히려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유․소년기에 교육에 대한 투
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은퇴 후에는 의료비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
기서 같은 노령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소비가 증가하고 신흥국은 소비가 감
소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의료비지출 증가를 금융소득이나 공적 연금, 건강보험 등
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반면 신흥국은 금융소득이나 사회보장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개인의 소득, 소비 및 저축 패턴은 사회보장제도나 금융발전 정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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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처럼 개개인이 생애 단계별로 근로활동, 생산성, 소비 및 저축의 패턴이 상이하
기 때문에 인구의 전반적인 분포 변화를 수반하는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른 개개인의 경제활동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 내에 생산활동과 저축이 줄어드는 노년세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경제 전체
적으로 소비나 저축률이 낮아지고 경제 활력도 떨어질 것이다. 다만 인구고령화가
경제 전체의 소비나 생산활동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정도는 은퇴정책, 사회보장제
도,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의 효율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이 연령별 경제활동 패턴에 반영되고 있는데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비나 수요 위축
효과는 신흥국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같은 추론은 연령별 개개인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가
능하다. 그러나 개개인의 행태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이와 같은 추론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노령층
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저축
을 증가시키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성향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법정
퇴직 연령이 연장된다면 사람들은 보다 오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소비와 저축 행태를 크게 바꾸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 인구가 크
게 증가하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 수요나 연금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세나 연금제도 개편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에 따라 사람들의 행태와 경제적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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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방적이고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도, 정책 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생애 각 단계마다 주된 경제활동이 다르므로 인
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
인은 노동공급, 노동생산성, 총수요, 저축, 투자 등인데 일국의 인구구성원들이 생
애주기 상 어디에 많이 분포하느냐에 따라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전체 인구 가
운데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에 도달하면 경제 내에 생산가능인구
가 줄어들면서 경제 전체의 잠재적 노동공급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생산가능연
령에 있는 사람들도 은퇴연령에 가까워지면 육체적 활동력이 장년기만 못하기 때문
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의 경우 2015년 현재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5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양상태 및 생활습
관의 개선, 검진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70대는 새로운 60대이다”라고 할 만
큼 그동안 기존 노령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
따라서 실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반영하여 고령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Sanderson and Sherbow (2010)는 평균 사망 연
령 이전 일정 기간(distance from death)을 고령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출산율의 하락으로 여성들이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효과의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근로소득이 60세를
전후하여 가파르게 하락하는데 이는 정년 이후 공적 연금을 수령을 위해 은퇴자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신체 건강 정도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하는 경
우 60대 이후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당 폭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Bloom et al. (2009)은 총합계출산율이 1단위 하락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4%p 상승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

<그림 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5년)

자료: OECD

인구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청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능력, 민첩성 등 신체적 기능 면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보편
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은 하락하게 된다(Shirbekk, 2004). 실증적으로도 연
령과 생산성 간에는 역의 U자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u and
Westelius, 2016). 그러나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는 현재 생각
하는 것보다 그 정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
에 대응하여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자본장비율이 증가하
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자녀수 감소로 개별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다(Bloom
et al., 2011). 아울러 영양 섭취의 개선, 의료 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물리적 기능의 저하 정도가 둔화되는 데다 단순 반복작업이나 물리력을 요하는
일 등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둔화 정도는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총인구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시장규모의 축
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감소하면서 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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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Summers (2015)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저축이 투자를 만성적으로 초
과하는 경우 만성적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keda and Saito (2012)도 인구고령화로 부양인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반면 기업들은 노동공급 감소로 총요소생산성
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과 토지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투자수익률이 하락하
고 이에 따라 경제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구고령화는 총수요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수요의 구성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고령화되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
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의료․보건․요양 서비스나 여
행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
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노동력
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또
한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낮은데 수요 변화에 따라 자원이 서
비스업 부문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
할 가능성이 있다(Katagiri, 2012).
이처럼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간에는 내생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Feyrer (2007)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 사이에 시기별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차이
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의 상당 부분이 경제활동가능인구(prime age)의 비중 차이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간 성장률 격차도 경제활동가능인구의 비
중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iaestas et al. (2016)은 국가별 제도, 노
령에 대한 인식, 정책 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주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
데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한편
Gagnon, Johannsen, and Lopez-Salido (2016)는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을 하였는데 인구고령화는 1980년 이후 2015년까지 실질 균형금리와 GDP 성장률을
각각 1.25%p씩 하락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저축여력이 증가하고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에 대비한
저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본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노동비율이 높아진 반면
인구고령화로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자본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총투자 하
락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Tyers and Shi (2007)는 인구고령화의 요인
에 따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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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는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인당 소득증가율을 촉진하는 반면 고
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cemoglu and Restrepo (2017)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세계 169개국을 대
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일인당 GDP 성장률과 인구고령화 지표 간에는 부(-)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결과는 1990년대부터 발전한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구고령화와 성장과의 관계
와 달리 명목변수와의 관계이다 보니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파급경로가 제시되고 있
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경로로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소비 및 저축행태 변화
를 통한 경로, 기대경로, 노동생산성 하락 경로, secular stagnation 경로, 금융자산
처분을 통한 경로, 고령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경로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상승 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지 여부도 접근방법
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를 경우 사람들은 청․장년기에 왕성한 생산활동과 저축을
하고 은퇴 후에는 생산활동을 줄이고 저축한 자산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노
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력에 비해 총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
하게 되므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노
동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공급측
면에서 비용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반면 Shirakawa (2012)는 일본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설명하면서 인구고령
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디
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인구고령화로 인
해 성장이 둔화될 것임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나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로 인한 공급 둔화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요가 먼저 감소하면서 인플레이
션 하락압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인플레이션이 나
타내기 시작한 시점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시기와 일치하는데 이는 경제주체들
이 인구고령화를 인지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라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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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ujita and Fujiwara (2016)는 인구고령화가 인적자본 손실과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구고
령화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게 되는데 숙련근로자에게 체화된 인적자본은 특정 기
업이나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세대의 은퇴는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의 하
락을 초래하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근로자들의 전문성이 기업에 특화된 성향이 크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컸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금리가 zero 하한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경기회복 부진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을 구조적 요인에 의한 만성적 수요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secular
stagnation 가설이 주목받고 있다(Summers, 2015; Eichengreen, 2015). 그런데
secular stagnation 가설은 인구고령화를 수요부진을 초래하는 주된 구조적 요인 가
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해지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투자유인
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예비적 저축동기 등으로
저축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 균형금리가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투자부
진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중앙은행은 zero 금리하한에 도달하게 되는
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더라도 효과적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하락압력이 오래 지속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금융자산 매매행태를 변화시키는 경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사람들이 통상 젊었을 때 금
융자산을 축적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자산을 매각하여 소비를 하는 경우 인구고령화
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은 연금 등을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해외에 저축했던 자금
을 점차 많이 회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면 인
구고령화는 해외저축 회수 증가와 함께 실질환율을 절상시키고 인플레이션 하락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Anderson et al., 2014).
인구고령화는 재정, 통화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노령인구의 정치적 영향
력이 커지고 노령인구들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Katagiri et
al. (2014)는 인구고령화의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를 정치경제적 접근방법으로 분석
하면서 저인플레이션이 노령층 유권자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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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재정정책 수단이 채택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령층은 연금생활자가 많고 채
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재원확보 방법으로 채권발행보다는
소득세 증세가 선호되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낮은 인플레
이션이 선호되는 정책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Bullard et al. (2012)는 젊은
세대는 자산은 얼마 없지만 임금소득이 많고 고령세대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
에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저인플레이
션이 선호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도 물가안정에 보다 치중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한
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또한 나라마다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윤종원·김진일·이정진(2014)은 30개 OECD 국
가를 대상으로 1960~2013년 중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고령화는 수요를 둔
화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Gajewski (2015)의
경우에도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인구고령화는 대체로 디플레이션 압
력으로 작용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최근 Elena et al. (2017)은 유로지역 1975
∼2016년 기간 중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근원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였다. 반면 Juselius and
Takats (2015)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이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며 인구고
령화가 진행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22
개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1955∼2010년 기간 동안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인
구 가운데 어린이나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활동인구 비
중이 높은수록 인플레이션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Aksoy et al.(2015)도 장
기적으로 경제 내에 노령인구 등 부양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
아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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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수지는 국민계정에서 보면 민간부문 순저축     과 정부부문 순저축
    의 합이다. 아래 식에서  는 저축,  는 투자,  는 정부수입,  는 정부지
출,  는 수출,  은 수입을 각각 나타낸다.
              .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인구고령화가 민간 및 정
부 부문 수지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인구고령화가 민간의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유․소년기 및 노년기에는
부(-)의 저축을 하고, 청․장년기에는 저축을 한다. 따라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저축률이 낮아지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반면 인구고령화
가 기대수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확실
성에 대비하여 저축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Carrol, 1997). 이와
같은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은 인구고령화의 경상수지 악화 효과를 완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인구고령화는 투자에 대해서도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인구고령화
가 심화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따라 투자유인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상품수요 구조도 내구재 수요는 감소하고 서비스 수
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서비스산업에서 노동의 자본 대체가 원활
하지 못한 경우 전반적으로 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고령화는 정부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래한다. 인구고령화
가 진행되면 은퇴인구 증가로 조세수입원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예산 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인구고
령화는 정부부문 순저축에 부(-)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정부 재정수지 악화를 통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
일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완비되어 있다면 사회복지비 지
출 증가를 적립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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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민간부문의 저축과 투자, 정부수지에 미치는 경로가 다양한 만큼 경
상수지에 미치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실
증분석 연구들은 국가패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체로 인구고
령화가 경상수지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소영․이종화, 2006). 인구고령
화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은 자본시장 개방도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본시장 개방도가 크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 투자 간 차이를 자본유입으로 보
전하게 되고 경상수지 불균형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Williamson, 1996). 한
편 생애주기가설을 개방경제의 시각으로 확장해서 보면 청․장년 비중이 높았던 시기
에 국내 저축으로 해외투자를 많이 한 경우에는 인구가 고령화되면 소득수지 흑자가
커지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고령화사회 이전부터 해외투자를 크게
늘려왔던 일본의 경우 2015년말 현재 해외순자산이 명목 GDP 대비 60%가 넘는
339조엔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소득수지 흑자가 GDP의 3.6%인 18.9조
엔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인구고령화가 심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는 정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초래하는 동시
에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산업구조도 재편됨에 따라
세수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출 측면에서도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
양보험 등 노령 인구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SOC나 교육예산에 대한 지출
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재정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저축률 하락, 인적․물적 자본의 축적 저하, 노동생산성 둔화
등과 같이 생산요소의 질적 양적 저하로 성장활력이 떨어지는 반면 성장잠재력을 제
고하기 위한 재정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 여력이나 재정의 지
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웅기, 2014).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세입구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소득 관련 과세의 경우 고령자
수 증가로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지만 가장 큰 세수원인 근로소득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으로 산업별 세
수 구성이 변화하고 산업별 유효세율이 다른 만큼 법인세 세수규모가 변화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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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소비 관련 과세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성향 상승으로 부가가치
세나 개별소비세의 세수 비중이 소득 관련 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 관련 과세는 경제 전체의 자산규모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세수는 증가하겠으나 거래세는 상대적
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재산 관련 세수의 전체적인 증가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박형수·홍승현, 2011). 한편 공적연금과 공적보험의 지출규모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현
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공적연금, 공적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주택, 사회인프
라, 산업지원 등의 사회경제적 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보험의 경우 수
급자수와 수급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
(2017)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총지출은 2016년 35조원(GDP 대비 2.2%)에서
2025년 75조원(GDP 대비 3.1%)으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민연금
지출은 베이비붐 세대가 수급자로 전면 진입함에 따라 4대 연금 중 가장 높은 증가
세(연평균 10.7%)를 보이면서 지출 규모가 2016년 17.7조원에서 2025년에는 44.4
조원으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공적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
용보험, 산재보험)의 총지출은 2016년 71조원(GDP 대비 4.4%)에서 2025년에는 145
조원(GDP 대비 6.1%)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험 부문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
려된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당분간 흑자를 유지하겠으나
적립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4대 공적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
으면서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023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기획재정부, 2017). 한편 사회경제적 지출 가운데 사회인프
라 및 주택 관련 재정지출 수요는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 비중이 커질수록 노동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인 농림어
업, 건설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 농림어업, 건설업 등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수·홍승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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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세입구조와 세출구
조에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입 및 재정지출을 인구고령화에 맞추어 개혁하지 않을 경우 재정건
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인구고령화에 부응하는 재정개혁이 늦추
어져 재정적자가 누적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백웅기(2014)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반면 사회복지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정의 지
속가능성2)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수 면에서는 경기민감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소비관련 조세수입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지출 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 고령자 부양비율이 높고 동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경기적 재정수
지 비율이 하락하고 동 재정수지의 변동성도 낮아지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둔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4).

Ⅲ.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인구고령화는 각각의 거시변수들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세가 완만하다면 인플레이션 하락압력이나 경상수지와 정부재정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성장이 빠르게 둔화된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경상수지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대
응을 통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면 다른 부문
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장에서는 인구고
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모형을 이
용해 분석해 보았다3). 기존 문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제도, 정
책이나 경제주체들의 행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

2) 백웅기(2014)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속적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현재의 조세 부담을 유지하는 동시
에 미래세대에 채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고도 채무 상환이 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3)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면서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및 재정 등을 모두 포괄하는 모형을 설정
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형구조가 너무 복잡해져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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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시나리오 별로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
를 위해 우선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현재와 같다는 가정 하에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었
을 경우를 baseline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에 baseline 시나리오에서 현재
와 같다고 설정했던 여러 가정,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노동생산성,
또는 정년 기간 등을 바꾸어 나가면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을 위
해 다음의 성장회계 방식(growth accounting)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다만
본고는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으로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된 성장경로를 잠재성장률 전망으로 보아서는 안된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1.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석
가. baseline 시나리오
인구고령화와 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가
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총공급에 영향을 미
치는 한편 인구감소로 인한 시장규모 축소 등으로 총수요에도 영향을 준다. 기존 연
구에서 제시된 인구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경로를 반영하기 위해 실질GDP를 식
(1)과 같이 노동생산성,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비중, 총인구 등의 곱으로 나
타내었다. 식 (2)는 식 (1)을 각각의 증가율의 합으로 전환한 식4)이며 이를 통해 경
제성장률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요인을 분해해 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실질GDP,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총인구 등을 각각
나타낸다.

     




   ×  ×  × .




(1)




         .







(2)

     

4) Bloom et al. (2011)은 평생소득가설의 관점에서 경제 내에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 전체의 생
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1인당 GDP 증가율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율의 합(      )으로 나타내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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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baseline)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따를 때 식 (2)에서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총인구 대비 생
산가능인구 비중과 총인구 증가율이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우선 총인구 가운데 생산
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
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6년 현재 0.73인데 2017년부터 하락하여 2050년에는
0.5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현재 5,125만명인 총인구는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힘입어 2031년 5,296만명까지 늘어났다가 그 후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 (2)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경우는 예
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 제도, 기술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생산
가능인구 비중과 총인구 증가율은 통계청의 추계를 따르되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가정을 달리함으로써 시나리오 별로 경제성장률을 예상해 보았다.
우선 baseline 시나리오로서 노동생산성 증가추세가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추
세를 따른다고 가정5)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
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추계를 반영하여 전망치를
계산하였다. baseline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15년 기
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5년 기간 중에는 1.9%로 하락하고 2026～35년 기간
중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의 효과 외에 인구증가율 하락 효과가 가세하면서 성장률은 0% 내외로 하락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 2000년부터 2015년 기간중 노동생산성(GDP/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시계열 자료에 대해 H-P필터로 추
세를 뽑고 추출된 시간 추세식을 이용하여 향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연장하였다. H-P필터 외에
Beveridge Nelson decomposition에 의해 추출된 추세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H-P
필터에 의해 연장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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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baseline 시나리오 분석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
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 기인하는 만큼 고령인구를 생산활동에 적극 편입시
킨다거나 생산성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은퇴시기 지연을 통해 노령인구의 생산활동을 연장하는 경우
우선 은퇴시기를 연장하여 65세 이상 노동인구를 계속 생산활동에 머무르게 하는
상황을 상정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5년 정도 연장하여 경제활동가능인구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69세 이하 인구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50세 이상 구간의 사
람들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시기를 5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년
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나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된 업무가
달라 청년층과 고용층간 직종경합 정도가 미미하고 고용의 대체관계도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박종현 외, 2012)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층의 고용 감소 효과는 감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정년을 5년 연장하고 고령층 인구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한다
고 가정하면 향후 10년 내에는 경제성장률이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0.4%p 정도 높아
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시기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
국 은퇴해야 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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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은퇴시기 지연에 따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예상

자료: OECD

<그림 6> 취업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그림 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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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진적으로
OECD 평균(2010∼15년 평균, 66.8%)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북유럽
(아이슬란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를 대안적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우선 2015
년 현재 57.4%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을 매년 0.5%p씩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여나갈 경우7) 경제성장률은 baseline 시나리오보다 0.3%p 내지 0.4%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 노동생산성 향상 시나리오
2000∼15

2016∼25

2026∼35

2036∼45

2046∼55

baseline 시나리오

2.6

2.1

1.7

1.4

1.2

대안적 시나리오

2.6

2.1

2.1

2.1

2.1

6) OECD 기준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인구 가운데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반면 통계청
은 15세 이상 여성 중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015년 기간중 연평균 0.4%p 정도 상승한 점을 감
안하여 이보다 다소 높은 0.5%p씩 증가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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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40년경까지 세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p씩 상승시키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baseline 시나리오에 비해 0.6%p 내지 0.7%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baseline 시나리오에서는 2000년 이
후 노동생산성 변화율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고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교
육의 질적 개선이나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 일어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 2.1%에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이 baseline에
비해 0.4%p 내지 0.8%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시모형 분석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적 접근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Auerbach and Kotlikoff (1987) 유형의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ized Equilibrium)을 설정하였다. 동 모형은 Sadahiro
and Shimasawa (2002), Fougere et al. (2007), 김기호·유경원(2008), 김기호
(2011) 등과 같이 인적자본 축적과정을 내생화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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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형의 흐름도

본고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모형의 흐름도(flow chart)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요약
해 볼 수 있다. 대문자            는 경제 전체의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투자, 소비 및 생산을,       는 개인의 노동, 인적자본, 소비를,   은 임금 및
금리를 각각 나타낸다. 동 모형에 따르면 연령대 별로 경제주체는 남은 생애 기간을
감안하여 후생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노동, 소비 및 교육투자 수준을 선택하게 된
다. 경제 전체의 노동, 소비 및 교육투자는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 결정에 연령별 인
구 수를 곱하여 도출된다. 경제 전체의 생산, 실질임금 및 금리 등의 변수들은 내생
적으로 결정된다.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위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통계청의 2016년 인구 추계에 따를
경우 경제성장률을 시산해 보았다. 이를 baseline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정년이 연장
되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제고되는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는 경
우, 외국인노동력을 적극 유치하는 경우 등을 대안적 시나리오로 상정하였다. 각 시
나리오 별로 향후 10년 및 2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baseline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
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가. 은퇴시기 지연을 통해 노령인구의 생산활동을 연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2016년 1월부터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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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도입되는 추세이다. 독일은 현재 법률상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
으나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예정이고, 일본은 1998년 이후 60세이던 정년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대만, 싱가포르 등도 정년
을 62∼64세로 연장한 바 있다.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
하는 경우 2016년부터 25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baseline 시나리오에 비해 연평
균 0.09%p, 2026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은 연평균 0.19%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성장회계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
과에 비해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CGE 모형이 성장회계 분석과 달리 거
시변수간 상호작용을 감안한 일반균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정년연장이
노동공급은 늘리고 예비적 저축유인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위축 효과가 둔화되는 반
면 노동에 대한 자본대체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 증가는 둔화시키
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성장에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정년 연장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2016∼2025

2026∼2035

0.09

0.19

1)

성 장 률

주: 1)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p)

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30∼40대에서 크게 낮아지는 M자 형태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자녀 육아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어느 정도 분담하는 선진국
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육아 및 교육 부담을 전담하다 보니 자녀 출산 이후
일정 기간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높여도 경제성장률이 상
당 폭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6년 수준보다 10%p 정도 높아지는 경우
약 200백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매년 0.5%p씩
높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baseline 시나리오에 비해 2016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0.25%p 상승하고, 이후 10년간은 0.28%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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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ECD 및 한국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표 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2016∼2025

2026∼2035

0.25

0.28

성 장 률1)
주: 1)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p)

다.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우
앞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제고로 인해 어느 정도 성장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동생산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의 향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대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2%로, 2000년대에는 1%까지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석, 2004; 하준경·이은석, 2013). 본고에
서는 연구개발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1%p씩 10년간 총 1.0%p 높
아져서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의 상승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2025년까지 10년간 평균 0.5%p, 이후 2035년까지 10년간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모형에 의하면 총요소생산성이 제고하는 효과가 경제활동참가율
이나 정년 연장 등 노동력의 확대를 통한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제고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8)

8) 본고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다른 부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4

<표 4>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2016∼2025

2026∼2035

0.49

0.56

1)

성 장 률

주: 1)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p)

라. 외국인노동력을 적극 유치하는 경우
다음으로 해외 노동인력이 충원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2016년 현재
약 100만 명9)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외국인노동
자가 추가적으로 200만 명 가량 충원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외국인노동자의 200만 명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0%p 상승으로 인한 노동
투입 증가효과와 비슷한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노수경·류기락(2017)에 의하면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는 역량 수준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이 상위수준보다 하위수준의 비중이 높다. 시간당 임금을 보면 우리나라 내국인이
13.2달러인데 비해 외국인노동자는 이보다 3.3달러 낮은 9.9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시간당 임금이 생산성에 비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75% 수준 정도로 파악된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따른 유효노동력의 증가를 내국인 노
동자의 증가에 따른 유효노동력의 75% 수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이 경우 경
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2025년까지 10년간 0.10%p, 이후 2035년까지 10
년간 0.1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고의 모형에 의하면 단순 노동과 같
이 낮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모로 여성
노동이 증가하는 경우에 비해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도의 인적자본
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의 투입 확대로는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증대하면 생산량이 일정 부분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부문은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전반적
인 결과는 내생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9) 통계청의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2016.10월)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6만 2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

BOK 경제연구 제2017-21

<표 5> 해외 근로자 유입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2016∼2025

2026∼2035

0.10

0.14

1)

성 장 률

주: 1)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p)

Ⅳ. 요약 및 시사점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은 물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생애 시기마다 근로활동, 생산성, 소비 및 저축의 패턴이 달
라지게 마련인데 인구고령화로 경제 내의 연령별 인구분포가 변화하면 거시경제 전
체의 성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고령화가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인구고령화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
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사람들의 행태는 사회의 제도나 정책에 의해 영향 받는 만
큼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바
꿔나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생산성 등 경제
주체의 행태가 바뀌는 상황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우선 간단한 성장회계 모형에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기간중 연평
균 3.9%에서 2016~2025년 기간 중에는 1.9%로 하락하고 2026~2035년 기간 중에
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 형
태가 전형적인 신흥국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장률 전망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추세를 따르고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것으로 적절한 인구고령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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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우리나라의 연령별 근로소득 및 소비 패턴

자료: Lee (2016)
주: National Transfer Accounts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여기서 high income countries는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및 미국의 평균

우선 취업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하면 향후 10년 내에는 경제성장률은 0.4%p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를 노동
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시기를 연장시키게 하는 데 불과하므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2015년 현재 57.4%에 머물러 있
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매년 0.5%p씩 OECD 평균 수준인 66.8%까지 높여나갈
경우 경제성장률은 0.3%p 내지 0.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높여 2050년까지 세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
장 높은 아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p씩 상승시킨다면 경제성장률은 0.6%p
내지 0.7%p나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향후 노동생산성을 교육의 질적
개선이나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을 통해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 2.1%에서 유
지한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이 0.4%p 내지 0.8%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정년 연장이나 여성 경
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경우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이고 일반균형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Dynamic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
오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성장회계 분석 결과와 대동소이하였다.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정년을 현재보다 5년 연장하는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은
baseline에 비해 연평균 최대 0.2%p 정도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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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p씩 OECD 수준으로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25%p~0.28%p 정도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초반에
머물러 있는 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향후 10년에 걸쳐 1.0%p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간 0.5%p, 그 후 10년간 0.6%p 정도 추가로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6년 현재 약 100만명인 외국인 취업자에 비숙련 외국
인 노동자 200만명 정도를 추가로 유입시키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으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은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장기적 안
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크게 인구고령화의 속
도를 늦추는 정책과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들의 출산율을 제고하거
나 외국인 이민 유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8명으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79∼1992년 기간 중 출생한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
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9.9%인 954만명으로 베이비부머(695만 명)보다 많은 데다
에코 세대는 2017년 현재 25∼38세에 해당하는 결혼적령기이기 때문에 이들 세대가
출산율을 높이기만 하면 인구고령화 속도는 크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10년 후면 에코 세대의 상당 부분이 가임기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에코 세대
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10)을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10)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미 1990년까지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경험했던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성 평
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 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의 도입으로 합계출산율을 유럽
최고수준인 2명 내외로 높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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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제 내 이민자 비중과 인구고령화 속도

자료: UN
주: 화살표는 1990∼2015년 기간 동안 이민자 비중과 고령인구 비중 변화

한편 이민자 유입 확대도 인구고령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림 13>
을 보면 경제 내 이민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국가들은 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
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숙련도가 낮은 이민 유입이 많았던 유럽국
가들은 이민사회가 사회갈등 요인이 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게 치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민정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인구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
이 노동력 감소를 늦추고 성장률 하락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나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데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일․가정 양립 정책 등 적절한 정책을 도입하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으로 기술발전, 효율성 제고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면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분석에서 가정한 대로 취업기간을 5년 연장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유지하
고 장기적으로 출산율11)을 높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향후 10년 내에는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통계청의 인구추계 가운데 중위 출산율 대산 고위 출산율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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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인구고령화 종합대책의 기대효과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우에 따라 디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
고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성장률 하락세를 완화시킬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개개인의 후생은
오히려 향상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는 거시경제에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
쳐 영향을 미치나 그 결과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구고령화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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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Dynamic CGE)
본 부록의 내용은 김기호(2011) 및 김기호·유경원(2008)을 수정·요약한 것이다.
본고의 모형에서는 경제가 가계(개인)와 기업이라는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
니는 두 부문과 개인들의 인적자본을 사회적으로 축적하는 부문인 인적자본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제내의 모든 개인의 수명은 동일하며 개인의 생애는 1년 단위로 분할하여 1년
을 단위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을 감안하여 각 개인은 80세말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60
세에 은퇴하고 80세까지 생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인들이 41년 동안 경
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인이 경제활동 영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을 1로 표준화하면 각 개인
은 1로 주어진 총 시간을    만큼을 근로활동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인적자본 축적
을 위한 교육투자    및 여가   에 할애한다. 따라서 식 (1)이 성립한다.
           .

(1)

다음으로 년도 출생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연령 시점 효용함수    는 소비, 교
육투자, 여가 및 유산상속 등의 함수로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는 각각 년도 태생 집단의 세 시점에서의 효용,
소비, 교육투자, 인적자본, 여가, 유산상속액을,

는 이시점간 대체탄력성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의 역수,     는 교육투자, 인적자본으
로 확장된 여가, 유산상속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각각 나타낸다.
각 개인은 사망 연령인 80세말에 후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유산상속은 식 (3)
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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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3)
if   

를 시간선호라 하고,      라 하면,


 



 

 

 




 

  

 

                        
  .






(4)

본고는 Auerbach et al. (1989)의 유산상속 방식에 따라 80세말에 사망한 부모세
대가 남긴 유산을 20세 자녀세대가 분배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예산제약식은 식 (5)
와 같다.







  

              

 

여기서     

   

 

   








       .

(5)

   는 할인인자,    는 년생이 세일 때의 실질임

금,   는 인적자본,    은 청년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상속액,  
은 세대가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상속액을 각각 나타낸다. 기술진보는 Auerbach et
al. (1989)의 방식을 원용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표준화된 시간부존이
기술진보율만큼 증가하게 된다.
물적자산 축적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6)

여기서   는 년생 개인의 세 시점 물적자산 보유,   는 년생이 세일 때의 실
질금리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적자본은 식 (7)과 같이 해당 개인에게 체화(embodied)되
며 과거에 축적된 인적자본과 교육 투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Rebelo, 199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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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인적자본스톡에 대한 감가상각율,   는 규모 조정
요소(scaling factor), 는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   는 년생이 세일 때 경제의

노동의 자본장비율(  
)을 각각 나타내며,   ,      ,     이다.

식 (8)은 인적자본 축적과정에서 인적요소인 개인의 교육투자뿐만 아니라 물적자본
축적이 고도화되면서 기술진보나 교육의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
다.
최적 소비   , 교육투자    , 여가   , 말기소비   및 유산   간의 관계 등
은 식 (8)∼(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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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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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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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f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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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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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의    은 년생 세대 1인당 유산상속액을 나타내는데, Auerbach et al.
(1989)의 방식을 따라 80세말에 사망한 세대가 남긴 유산이 20세 자녀세대에 종자
돈(seed money) 형태로 분배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본고에서는 Sadahiro and Shimasawa (2002)를 따라 년생 개인의 초기 인적자
본 스톡   은 기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세대가 축적한 인적자본 축적의 합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초기 인적자본은 식 (14)와 같이 결정된다.







   

 

      .

(14)

이때  는 2015년의 정상상태에서 노동생산성을 추적하는 값으로 조정하였다.12)
생산함수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는데, 노동투입은 단순노동보다는
내생적 성장요인을 고려하여 인적자본으로 확장된 유효노동을 이용하였다. 주어진
생산함수에 의하면 매 연도  마다 생산은 식 (15)로 결정된다.
 

         


.

(15)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는 유효노동공급을 각각 나타낸다.

실질금리( )와 실질임금( )는 각각 식 (16) 및 식 (17)으로 결정된다.
            


 



             


 

        


         .

(16)



                     . (17)


자본은 식 (18)과 같이 축적된다.

             .

(18)

여기서  는 투자, 는 감가상각률을 각각 나타낸다.

12) 연령별 유효노동력을 결정하는 모수 값은 Miles (1999), Shimasawa and Hosoyama (2004)를 따라 아
래와 같이 유휴노동력을 가깝게 근사하는 값을 선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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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에서 경제 전체의 물적 자산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6)과 같이
축적된 개인의 연령별 물적자산을 시점에서 각 연령  ≦  ≦  에 속하는 인구
의 수    를 곱하고 그 값을 총합하면, 경제 전체의 물적 자산   를 식 (19)와 같
이 산출할 수 있다.




  

 

         .

(19)

이와 유사하게 개인의 연령별 소비   에 시점에서 각 연령에 속하는 인구의 수

   를 곱한 후 총합하면 시점에서의 총소비   를 식 (20)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0)

경제 전체의 인적자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식 (2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1)

끝으로 기의 유효노동은 개인의 연령별 인적자본과 교육투자 등을 이용하여 식
(2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2)

식 (22)는 유효노동량을 나타내는데,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인 경우 노동에 대
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균형가정 하에서 경제 내의 모든 개인이 100% 취업하
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CGE모형에서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가정 즉, 경제 내의 모
든 사람이 취업한다는 가정을 완화하였다. 즉, 본고는 경제활동에 참가한 노동자의
경우에만 취업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보고 경제활동참가율 또는 고용률 등을 고려하
여 유효노동공급을 식 (23)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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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기서   는 세의 경제활동참가율(또는 고용률)을 나타낸다. 보다 세부적으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또는 성별 고용률)을 사용하면 식 (24)와 같이 남녀 간에 존재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의 차이를 반영해 줄 수 있다.


  



  

     

                             .

(24)

여기서        는 세 남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또는 고용률)을,     
는 각각 세 남성 및 여성의 인구수를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가 성립한다.
외국인노동자를 반영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값에 외국인노동자
의 비율을 적용하여 식 (25)와 같이 수정된 인구를 사용하였다.

           .

(25)

여기서  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노동력을 식
(26)과 같이 조정하였다.


  



  

     

                                  . (26)

여기서   는 내국인 노동자 대비 외국인노동자의 상대적인 효율성이다.
CGE모형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균형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는 2개의 시장 즉, 재화시장과 자산시장을 고려한다. 이들 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적
이라고 가정하였고, 재화시장에서는 매 기마다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한다는 조건
을, 자산시장에서는 물적자본이 사적 부의 총합과 일치한다는 조건을 시장청산 조건
으로 설정하였다.

                     .
     .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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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사용된 모수는 기존 외국문헌을 활용하되 일부 모수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시간선호율은 0.0015, 위험기피도는 2.0,
효용함수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는 0.012, 여가에 대한 상대적 중요
도(  )는 0.006, 유산상속의 상대적 중요도( )는 0.001로 하였다. 인적자본 관련 모
수는 최초 세대의 연령별 유효노동력에 대한 Sadahiro and Shimasawa (2004)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고, 총요소생산성은 1로, 산출의 자본탄력성은 0.33 등이다. 모
형의 해는 가우스-자이델(Gauss-Seidel)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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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this challenge.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based on a simple growth accounting model, reflecting the
demographic projection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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