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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중심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입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조세수입에 미칠 영향을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Park (2012)의 모형을 이용하여 G-7 국가와 한국
을 대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비교하
였고, Hur and Lee (2017)를 이용하여 한국의 향후 조세수입 변화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경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
입측면에서 어느 정도 재정여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측면에서
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에 기초한 분석을 개인수준의 데이터가 아닌
정부 수준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고령 인구가 선호하는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핵심 주제어: 인구구조변화, 조세수입, 재정지출,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 다중
선택 모형
JEL classification: J11, H20, H50, 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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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경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
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다. 재정지출
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재정지
출 증가분을 전망한다. 재정수입에 관해서는 일반균형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예상되
는 인구구조에서 현재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재정수입을 가져다주는 실효세율을 추
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재정수입의 경우는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변화된 인
구구조의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세입측면의 재정여력(fiscal space)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정부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규모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와 관련된 사회 보호 및 보건 지출 항목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OECD 평
균 재정지출 규모는 1995년에는 약 3200억 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약 6800억 달러
로 약 2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구성 면에서 사회 보호 지출과 보건 지출 항목이 2014
년 기준으로 1995년에 비해 약 2배씩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인구 고령화가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그들과 관련된
사회 보호와 보건 지출에 양(+)의 효과를 미친다는 정치경제학 문헌에서의 주장에
부합한다. Plumper and Martin (2003)에 따르면 민주화 정도가 높을수록 정부재정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가 재정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재정지출측면에서는 고령화, 선거 그리고 재정지출정책간의 관계를 고려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들의 선호체계를 반영하는 투표 및
선거제도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체제 하의 공공재 분배문제라는 맥락에서, 인구 고
령화가 재정지출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Razin, Sadka and Swagel (2002)(이하 RSS)는
중첩 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민주적 투표 하에서 고령인구 부양비율이 늘어나면 세수
가 줄어들고 사회 이전이 줄어드는 것을 보였다. 납세의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생산 인구입장에서 고령인구의 부양비율이 높아지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
드는 반면 부양부담은 늘어나므로 공공재 분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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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재정지출

부양비율이 노동세와 사회 이전 지출과 각각 음(-)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
만 그들의 실증 분석은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귀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Galasso and Profeta (2007)는 사회 보호 제도의 질(quality)을 포함하
여 RSS 모델을 수정하였다. RSS (2002)와는 다르게 사회 보호 체계의 질에 따라 고
령화 정도가 부양 상태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Disney (2007)
도 RSS (2002)의 분석이 현실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RSS
(2002)보다 확장된 데이터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령인구 부양비율은 노
동세와 사회 이전과 상당히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고령화와 정부
지출 간의 관계를 정치적 제도 이외의 관점에서 밝힌 연구도 활발하였다. Shelton
(2007)은 정부재정지출 식에서 누락 변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모델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Cameron (1978)과 Rodrick (1998)의 관점과 유사하게 무역개
방도가 상당히 유의한 변수라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일반 정부의 재정지출을 다
루었으나 그의 연구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추정 방법 또한 상이하지만 고령 인구 비중이 보건지출과 교육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 한편 Sorensen (2013)은 연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정지출항목에 대해 생애주기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연령효과, 기간 효과 및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를 고려하였다. 22개 국가의 반복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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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결과, 본 연구와 비슷하게 인구 고령화가 정부재정지출 분배와 밀접하게 연
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anz 와 Velazques (2007)은 OECD 데이터를 기반으
로 오차수정모형(ECM)을 적용하여 정부 지출 중 고령 인구 층이 선호하는 항목의
지출이 늘어났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RSS (2007)와 Galasso and Profeta
(2007)와 달리 인구 고령화와 중간 투표자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정치경제학 문헌에서 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이
선호하는 보건, 사회 보호 지출항목의 비중이 실제로 늘었는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인해보았다. 기존 정부재정지출 연구에서는 이용하지 않았던 다중 선택 모델을 도
입하여 유권자들이 공공재가 쓰일 곳을 선택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권자들의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 지출을 결정한다. 하지
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관측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라별 실제 지출 항목 비
율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가상적인 상황에서 실제 지출 비중은 각 유권자들의 선
택 모인 평균적 선택 비율이기 때문에 이론적 선택 비율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
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개인별 선호정보를 분석 시, 집계변수 데이터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Berry, Levinsohn and Pakes (1995)의 아이디어와 유사하다.
구체적인 추정방법으로는 비선형 최소 자승법(NLLS)와 일반적률추정법(GMM)을 이
용하였다.
한편, 인구 고령화가 세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G-7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Park (2012)이
설정한 DSGE 모형을 바탕으로 각 나라별로 캘리브레이션된 모수를 이용하여 분석
한다. Park (2012)은 이러한 분석을 G-7 국가들에 대해서 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이를 한국에 적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입의 변화를 G-7 국가들과
비교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DSGE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
로 분석을 확장한다. Park (2012) 방법론의 핵심가정 중 하나는 재정변수에 대한 모
수를 제외한 다른 모수들은 국가별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한국자료로 추정된 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이와 같은 가정을 완화하여, 한국의 시계열로부터 식별된 더
욱 설득력 있는 모수들을 이용한다.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
은 재정수입에 대한 분석을 재정지출과 동일한 모형 및 기법을 사용하여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하여 외생적으
로 결정되는 반면 재정수입은 세율변화와 같은 외생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과 같이 경기순환과 맞물려 내생적으로도 변화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결정된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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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에 동일한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
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재정수입에 대한 논의는 재정지출과 다
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고령화가 세입측면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Ⅲ장에서는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인구구조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
1. 인구구조변화의 국제적 비교
먼저 Park (2012)의 모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 가계는
소비( ), 노동공급( ), 자본( ), 투자( ) 및 정부채권( )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효용을 극대화한다.
∞

max     

           










(1)

여기에서     은 할인요인(discount factor)을,   는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이
러한 가계의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3)

 ,  ,  는 각각 소비, 노동, 자본에 대한 세율을 나타내며,   는 명목임금을, 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예산제약에서 가계 소득의 원천은 임금(  ), 자
본소유에 따른 배당수익( ), 정부채권의 이자수입(     ), 정부 보조금(  ),
기업의 이윤(  ),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순수입( )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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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다음과 같이 이윤을 극대화한다.
max             

(4)

이때, 구체적으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 형태를 가진다.
        

(5)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산출과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는 생산함수에서 자
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세수입(   )을 통해 정부지출, 보조금 및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6)

이때 조세수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의 총 자원제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Park (2012)은 분석을 위해 (1)에 나타난 효용함수를 Trabandt and Uhlig (2011)
이 제시했던 Constant Frisch Elasticity(CFE) 선호를 가정했으며, 그 구체적인 형
태는 다음과 같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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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기간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의미하며, 는 Frisch 노동공급 탄력성을 나타낸다. 는 노동으로부터의 비효용을
나타내는 모수로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는 이 모수의 변형을 통해 반영
된다. 이와 같은 모형하에서 Park (2012)은 세율의 변동에 따른 세입의 변동을 구하
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의 아이디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과 자본에 대한
조세수입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모수 하의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이러한 래퍼곡선을 시산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정상상태에서 조세
수입에 관한 등식으로부터 구해진다.

  
           


(10)

Laffer curve: 
    
× 

(11)

여기에서 위 첨자(  )는 각 변수의 정상상태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표 1>은 위의 모형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국가별로 캘리브레이션된 모수를 요약
하고 있다. G-7 국가에 대한 모수는 Park (2012)이 구한 2010년 기준 값을 사용하
였다. 한국의 경우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모수인 는 Hur and Lee (2017)가 2000년
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의 중간값인 3.52를 현재상태의 모수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 한국에 대한 세목별 세율,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율
및 GDP 대비 순수입의 비중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노동세율과 자본세율의 경우에는 Hur and Lee (2017)에서 시산한 평균실효세율
(average effective tax rate)을 사용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한국의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세율이 G-7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자본세율의 경우 약 20%로써 모든
G-7 국가들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노동세율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한국의 노동세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은 4% 정도로, G-7 국가 중 가장 낮은 미국
의 27%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추정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의 분석기간 동안 한
국에서 실행되었던 비과세 감면 등 다양한 소득공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비세율의 경우 고려된 기간 동안 명목소비세율은 10%에서 변화가 없었고 따라서
0.1의 값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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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형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국가별로 캘리브레이션된 모수
모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한국

현재

4.1247

4.0380

5.0072

2.6632

3.9948

4.1641

3.6976

3.5200

고령화

5.5999

5.1879

7.5576

4.2932

6.9049

5.1183

4.5350

4.9081

소비세율

0.1348

0.1954

0.1783

0.1604

0.0730

0.1757

0.0508

0.1000

노동세율

0.2794

0.4511

0.4074

0.4582

0.2744

0.2706

0.2686

0.0395

자본세율

0.4277

0.3698

0.2600

0.3592

0.4199

0.4774

0.4049

0.1979

정부지출/GDP

0.196

0.2355

0.1903

0.1926

0.1726

0.2004

0.1539

0.1891

순수입/GDP

-0.0312

-0.0056

-0.0333

-0.0129

-0.0121

0.0184

0.0359

-0.0273



주: 1) 현재상태는 2010년을 의미하며, 고령화 상태는 2050년을 의미.
2) G-7 국가의 모수는 Park (2012)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모수는 Hur and Lee (2017)의
추정치를 사용.

이 외의 국가 간 공통으로 사용되는 모수는 Park (2012)이 사용한 값을 따랐다.
연평균 GDP 상승률은 2%로 가정하여 는 1.02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연평균 실질
이자율의 상승률은 4%로 가정하였다. 기간간 대체탄력성()의 역수는 2를 가정하였
고, Frisch 노동공급 탄력성()은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율
( )과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각각 0.38과 0.07을 가정하였다.
<그림 2>는 위와 같은 모수의 가정 하에 추정된 국가별 노동세입에 대한 래퍼곡선
을 비교하고 있다. 분석의 편의상 모든 국가의 래퍼곡선은 실제 평균실효세율하에서
현재상태에 대하여 100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이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려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는 노동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상태의 래퍼곡선이 현재상태
의 래퍼곡선보다 일관적으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입을 극대화
시키는 세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실효세율로 인해 한국
의 경우 다른 G-7 국가들에 비해 노동세 수입 여력이 존재하나, 고령화로 인해 이
러한 부분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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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7 국가 및 한국의 노동세입 래퍼곡선

주; 1) 실선과 점선은 각각 현재상태와 고령화상태에서의 래퍼곡선을 의미하며, 래퍼곡선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하에서 현재상태에 대하여 100이 되도록 함.
2) 가로축은 평균실효세율을 나타내며, 수직선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을 의미.
3) 원과 별모양의 점은 각각 현재상태와 고령화상태 래퍼곡선의 극대화점을 의미.

<그림 3>은 자본세입에 대한 래퍼곡선을 나타낸다. 먼저 지적할 것은 G-7 국가들
의 경우 현재의 자본에 대한 실효세율이 자본세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에 상당히 근접
한 반면, 한국은 아직 현재 실효세율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노
동세와 마찬가지로 자본세에 대해서도 한국이 가진 재정여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상태와 고령화상태를 비교해 보면 약 20% 정도의 세수 감소가 나타
나는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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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7 국가 및 한국의 자본세입 래퍼곡선

주; 1) 실선과 점선은 각각 현재상태와 고령화상태에서의 래퍼곡선을 의미하며, 래퍼곡선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하에서 현재상태에 대하여 100이 되도록 함.
2) 가로축은 평균실효세율을 나타내며, 수직선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을 의미.
3) 원과 별모양의 점은 각각 현재상태와 고령화상태 래퍼곡선의 극대화점을 의미.

2.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DSGE 모형의 결과
이전 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국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G-7 국가와 비교
하기 위해 Park (2012)의 방식을 원용하여 캘리브레이션된 모형을 이용하였다. 특
히 이와 같은 방법론은 분석의 편의상 재정변수에 대한 모수를 제외한 다른 모수들
은 국가별로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DSGE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Hur and Lee (2017)에서 제안
한 모형을 추정하는데, 이는 Park (2012)이 사용한 모형에 실제 거시 및 재정 시계
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부합하는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미국의 경기변동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나 Smets and Wouters (2007)의 모형을 소규모 개
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 부합하도록 확장한 모형으로서, 여러 가지 외생적
충격에 대한 소비의 완만한(sluggish) 반응을 반영하기 위한 소비습관(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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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 formation)과 투자의 완만한 반응을 반영하기 위한 투자조정비용(adjustment
costs in investment) 및 가동률(capacity utilization) 등의 실질경직성(real
rigidities)을 가정한 모형이다. 한편, 명목적인 측면에서 가계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의 경직성과 기업의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경직성을 모형화하도록 하였다. 이 모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대표적인 가계는 소비( ), 노동공급( ), 국내 정부채권(   ) 및 해외 정부채권(  )
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
          
   

max      
  

 
 
∞





(12)

여기에서  ≤   은 외적소비습관의 정도를 반영하는 모수이다. 와 는 각각
기간간 대체탄력성과 Frisch 노동공급 탄력성 모수를 의미한다.
자본( 
  )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자본의 축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다.

 

       
            
   


 

(13)

여기에서   는 자본의 가동비율(utilization rate)을 의미하며 실제 생산에 투입된
실효자본(effective capital,  )은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투
자조정비용을 반영하는 함수이며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나
Smets and Wouters (2007)에서와 같이      ′   과  ″  을 만족한
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의 정책당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화정책은 물
가, 산출 및 명목환율에 반응하는 테일러준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재정정책의 경
우 정부의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4)

1)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 (2005), Smets and Wouters (2007)
및 Hur and Lee (201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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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각각 소비, 노동, 자본에 대한 세율을 나타내며,   와  는 각각

명목임금과 자본으로부터의 실질수익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국내 민간소비
재와 정부소비재의 가격을 나타낸다.   와   는 정부의 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을 각
각 나타낸다. 이러한 예산제약은 정부가 소비지출, 이전지출 및 정부채권에 대한 이
자지급을 1기 채권발행과 소비, 노동 및 자본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의
미한다.
모형의 총 자원제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며, 산출   는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 함수에 의해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16)

위 식에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는 생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형을 베이지안(Bayesian) 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할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는 Hur and Lee (2017)을 따랐으며,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2분기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2>는 이러한 모형의 주요 모수에 대한 추
정결과를 나타낸다.2)

<표 2> Hur and Lee (2017) 모형의 주요 모수 추정결과
함수

사전분포
평균 (표준편차)

[5%, 95%]

중간값



Gamma

1.2 (0.4)

[0.63, 1.92]

1.98

[1.15, 3.10]



Gamma

1.5 (0.75)

[0.51, 2.91]

3.26

[1.74, 5.49]



Beta

0.5 (0.2)

[0.17, 0.83]

0.55

[0.34, 0.73]

모수

사후분포
[5%, 95%]

2) DSGE 모형의 베이지안 추정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n and Schorfheide (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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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모수를 바탕으로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에 대한
래퍼곡선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상상태에서의 노동공급( 
 )을 구해야 하
는데, 이는 다음 식을 풀어서 얻을 수 있다.




        

 
×
         


 
 

  






(17)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정상상태의 임금과 소비를 나타낸다.  와  은 정상
상태의 소비 및 노동에 대한 세율을 의미하며,   는 정상상태의 임금에 대한 마크업
(mark-up)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형에서 가정한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긴다.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에 대한 추정
치를 현재 상태(2010년)로 가정하고, 이 모수를 변형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의 감
소 스케줄을 맞추도록 하였다. 추정기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가 발표되는
2065년까지로 하였다.
<그림 4>는 노동세입에 대한 래퍼곡선이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의 스케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등노동세입 윤곽선(iso labor
tax revenue contour)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의 가로축은 2010년부터 2065년까
지의 연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0%부터 100%까지 노동세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
림의 실선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을 의미하며, 점선은 각 해당연도의 세입을 극대화
하는 세율을 나타낸다. 분석의 편의상 이전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래퍼곡선은 실제
평균실효세율하에서 기준이 되는 2010년에 대하여 100이 되도록 하였다. 이 그림에
서 나타나듯이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향후 노동세입을 상당
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이 유지될 때나
세입 극대화를 달성하는 세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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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정된 모형에 기반한 한국의 등노동세입 윤곽선

주; 1) 가로축은 2010년부터 2065년까지의 해당연도를 세로축은 0%부터 100%까지의 세율 변화를 나타냄.
2) 실선과 점선은 각각 현재의 평균실효세율과 각 연도별 세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을 각각 나타내며,
래퍼곡선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하에서 2010년 기준 100이 되도록 함. 오른쪽의 수직축은 이와
같은 스케일 조정 후 조세수입의 크기에 대한 인덱스를 나타냄.

이와 같은 변동의 정량적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5>는 <그림 4>에서 보고된
윤곽선의 실선과 점선에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현재 평균실효세율에 따른 노동세입보다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에서의 그것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균
실효세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55년의 조세수입은 중간값 기준 80 정도로 추정
되어 약 20%의 감소를 보이는데 비해, 조세수입 극대화 세율 하에서는 2010년 240
근방에서 2055년 120 정도로 약 50%의 큰 감소폭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동세입 기
준 재정여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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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추정된 모형에 기반한 한국의 노동세입 변화

주; 1) 가로축은 2010년부터 2065년까지의 해당연도를 세로축은 조세수입의 양을 나타냄.
2) 실선과 점선은 각각 현재의 평균실효세율과 각 연도별 세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에서의 조세수입
추정치의 중간값 및 68% 구간값을 각각 나타냄.

<그림 6>은 자본세입에 대한 래퍼곡선이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의 스케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등자본세입 윤곽선(iso
capital tax revenue contour)을 보고하고 있다. 자본세입의 경우 노동세입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세수입의 변화폭이 완만하게 나타났다. 조세수입을 극대화하
는 세율의 경우 노동세율과는 반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현재의 50%를 하회하는 세율에서 2065년 기준 60%를 상회하는 세율이
세입 극대화를 보장하는 세율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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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정된 모형에 기반한 한국의 등자본세입 윤곽선

주; 1) 가로축은 2010년부터 2065년까지의 해당연도를 세로축은 0%부터 100%까지의 세율 변화를 나타냄.
2) 실선과 점선은 각각 현재의 평균실효세율과 각 연도별 세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을 각각 나타내며,
래퍼곡선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하에서 2010년 기준 100이 되도록 함. 오른쪽의 수직축은 이와
같은 스케일 조정 후 조세수입의 크기에 대한 인덱스를 나타냄.

이와 같은 변동을 정량화하기 위해 <그림 7>은 <그림 6>에서 보고된 윤곽선의 실
선과 점선에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가 자본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음이라는 점은 노동세입의 결과와 일치하나, 그 크기
에 있어서는 노동세입보다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평균실효세율이 유
지된다는 가정하에 2055년의 조세수입은 중간값 기준 80 정도로 분석되어 약 20%
의 감소를 보이고, 조세수입 극대화 세율 하에서는 2010년 125 정도에서 2055년
105 정도로 약 16%의 감소 폭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인구구조변화의
파급효과가 노동세입에서 자본세입보다 크게 나타난 점은 이전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노동 평균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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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추정된 모형에 기반한 한국의 자본세입 변화

주; 1) 가로축은 2010년부터 2065년까지의 해당연도를 세로축은 조세수입의 양을 나타냄.
2) 실선과 점선은 각각 현재의 평균실효세율과 각 연도별 세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에서의 조세수입
추정치의 중간값 및 68% 구간값을 각각 나타냄.

마지막으로 <그림 8>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 지속 시 각 연도별 노동세입과 자본
세입의 프로젝션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위해 위에서 구한 조세수입 추정치의 중간
값을 사용하였다. 2015년 기준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각각 119조와 50조를 약간
상회하였는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세입은 향
후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동세입의 경우 2040년경
100조 이하로 감소하여 2065년경에는 86조 정도의 세입이 예상된다. 자본세입의 경
우에도 향후 꾸준히 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65년에는 37조 이하로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에서 2065년에는 123조 정도로 추정되어 현재의 7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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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간값 추정치에 근거한 조세수입 프로젝션

주; 1) 가로축은 2015년부터 2065년까지의 해당연도를 세로축은 현재의 평균실효세율 지속시 원단위로
표시한 조세수입의 프로젝션을 나타냄.
2) 실선과 점선은 각각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을 나타냄.

Ⅲ. 인구구조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1. 추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정부지출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정부지출을 인구구조와 연관
을 짓기 위하여 정부지출이 유형 O, Y 그리고 N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한다. 유형 O
는 고령 인구층이 선호하는 지출 항목이며, 이에는 보건 항목과 사회 보호 항목이
해당된다. 보건 항목에는 노인 의료 보험 지원금 및 요양시설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 보호 항목에는 연금과 기초생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고령 인구가 다른 정
부 지출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형 Y는 고령 인구층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항목으로 주로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교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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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유형 O과 유형 Y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유형 N으로
정의한다. 유형 N은 인구 고령화에 중립적인 재정지출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보건 및 사회보호 그리고 교육 항목을 제외한 지출로 정의한다. 국방, 환경, 치
안 등은 모든 연령층에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령별 구성 변화에 의해
국가 전체에서 선호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고령화 현상과 이론
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관련이 크지 않은 항목이므로 고령화와 중립적인 항목으로 분
류하고자 한다.
<표 3> 정부지출 항목 분류
유형

지출 항목

포함항목

유형 O

사회 보호, 보건

유형 Y

교육
기타 지출 항목(일반 공공 서비스,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오락, 문화 및 종교, 총 7개)

유형 N

[사회 보호] - 노인,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등
[보건] - 의약품, 의료 서비스, 간병 및 요양
시설 지원, 보건 연구개발 등
의무 교육, 교육 지원, 교육 연구 개발 등
유형 O와 Y를 제외한 여타 항목들

*각 지출 항목은 국제 정부 기능별 지출 분류(COFOG)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유형 O, Y
그리고 유형 N은 각각 유형 1, 2, 그리고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임의의 국가 에 살
고 있는 유권자 가 지출 유형 를 선택하여 얻는 효용은 다음과 같이 선형 효용
(linear utility)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자. 각 지출 유형은 각각의 대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대안의 수는   이다.  나라에 살고 있는 유권자 가 대안

 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의한다.
    ′     

(18)

  는 국가 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이고, 오차항    는 극치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또한 오차항    은 국가(), 지
출 유형()에 독립적이고 나라의 특성(  )과도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유권
자 의 결정이 관측가능하다면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지시변수로 정의될 수 있


다.  나라에 살고 있는 유권자 가 대안  에 투표를 하면  =1,  유형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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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면  =0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효용극대화에 따른 정의이다.
        arg    ⋯    

(19)

이는 다항 로짓 모형에서의 가정하는 상황과 동일하며, 임의의 유권자 가 대안

에 선택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게 된다.
exp ′  
P r      ≡     

exp ′  

(20)





따라서 국가 에서 유형 를 선택하는 확률   는   와    ′  ′ ⋯  ′의
함수가 된다. 하지만 실제 유권자 수준에서의 투표는 가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
인 수준 투표 정보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의 총
자원이 투표결과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확률   는 국가  에
서 유형  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의 비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수준에
서의 정보가 아닌 국가수준에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할 수 있다. 국가수준에
서 유형별 정부 지출 비중(share)이 관측가능하고, 이를 유권자의 선호가 반영되었
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이론적인 비중인   와 비교하여   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추정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 1] 국가  의 지출유형  의 실제 비중  는 식 (20)에서 정의한 이론적 비중

와 오차항 의 합으로 구성된다.
      

(21)

[가정 2] 식 (21)에서 정의된 오차항   은       을 만족한다.

모수 식별을 위하여   을 영벡터로 놓고, 그에 따라  =  ′ ⋯  ′이다. 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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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2] 하에서 비선형최소자승(Nonlinear Least Squares, NLLS) 추정량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  
  

    arg  ⋯   
   
      
     exp ′  

 





(22)

 는 국가  의 총지출에서 유형  의 지출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share)이다. [가
정 1-2] 하에서 비선형최소자승(Nonlinear Least Squares, NLLS) 추정량의 점근
성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ong and Hwang (2017)의 부록을 참조하라.

1.1.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비선형최소자승(NLLS) 추정
OECD 국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정 1-2 대신 다음과 같은 [가정 ′
-′]를 채택한다.
[가정 ′] 국가 의 지출유형 의 실제 비중    는 년도에 국가 가 지출 유형 
를 선택할 확률   와 오차항    의 합으로 구성된다.
         

(23)

exp   ′  
   
     exp   ′  

여기에서

[가정 ′] 식 (23)에서 정의된 오차항    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i)

     ,

(ii)  ≠  일 때,         .

[가정 ′], [가정 ′] 하에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비선형최소자승(NLLS) 추정량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arg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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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exp   ′  

     exp   ′  











 

    ,

    =      .

위의 가정하에서 해당 추정량 역시 일치추정량이며, 점근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
게 된다. 점근 분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ong and Hwang (2017)의 부록을
참조하라.

1.2. 내생성을 고려한 일반적률추정법(GMM)
[가정 2] 또는 [가정 ′]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추정량에 편의(bias)가 발생하므
로 비선형최소자승(NLLS) 추정량은 더 이상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실제 지출 비중과 설명 변수는 서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차항
과 설명변수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3) 이러한 내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률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적률추정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및 에 대하
여,

              

(25)

여기에서   는 참 모수벡터이며,   ⋯  에 대해    는 도구변수 벡터이다. 도
구변수 벡터가 모든 대안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가정(    )하면 식 (25)에서 정
의된 적률 조건은 다음과 같게 된다.
           
          

≡        
⋯
             

(26)

식 (26)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표본 적률    를 정의하고 표본적률의 평균

 과 이를  로 가중내적한 목적함수    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3) 예컨대 일인당 GDP와 유형별 재정지출비중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내생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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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 추정량 
  은 목적함수    를 최소화하는     ′⋯  ′ 로 정의된다.

   arg  ⋯     

(27)

여기에서




     
′  
   








    

 


    ′  






 

    

   

        ⊗     ×        ⋯         ′.



(28)

(29)

   은    차원의 단위행렬을 뜻하며  ×  은 0으로 이루어진  × 의 벡터
를, 그리고 ⊗ 는 크로네커(Kronecker) 곱이다. 설명변수 벡터의 차원이 일 때, 도
구변수  는  ×  크기의 벡터이며  ≥ 다. 분석에서는 2단계 GMM추정을 이용
하였다. [가정 1]과 [가정 ′] 하에서 추정량의 점근적 성질에 대한 설명과 과대식별
제약 검정(over-identification restriction test)은 Song and Hwang (2017)의 부록
을 참조하라.

2. 추정 결과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친 OECD 국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 인구구조를 반영하는 설명변수로는 고령자 부양비율로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 계층을 고려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의 인
구 비중을 고려하였다. 각 국가의 경제상태를 통제하기 위하여 1인당 GDP, GDP 대
비 부채비율, 단기 이자율을 추가하였다. 지출항목별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목
별로 각각 다른 상수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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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우의 GMM 추정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세 미만 인구 비중

1인당 GDP

GDP 대비 부채비율

이자율

상수(cons)

사회 보호 및 보건

교육

0.062***
(0.016)
[0.014]
0.004
(0.010)
[-0.000]
0.503***
(0.145)
[0.122]
-0.001*
(0.001)
[-0.000]
0.045
(0.040)
[0.016]
-6.014***
(1.861)
[-1.380]

0.017
(0.015)
[-0.002]
0.020**
(0.009)
[0.002]
0.036
(0.111)
[-0.027]
-0.003***
(0.001)
[-0.000]
-0.074***
(0.041)
[-0.012]
-1.768
(1.469)
[0.180]



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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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은 각각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기각을 의미.
2)
3)

⋅  은 추정 계수의 표준 오차를
⋅  은 평균한계효과를 의미.

의미.

4) 도구변수   는    ′   ′로 설정하였으며, Pr   ≥  ≤ .

대안의 총 수에 따라   인 경우와   인 경우를 추정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GMM 추정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의 경우, 첫 번째 대안
은 고령인구가 선호하는 사회 보호와 보건 항목, 두 번째 대안은 고령인구가 상대적
으로 덜 선호하는 교육지출로 가정한다. 이외의 나머지 정부 지출인 고령화에 중립
적인 지출이 세 번째 대안이며, 기본 대안(base choice)으로 이용한다.
<표 4>는   인 경우의 추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기
타지출 항목에 비해 사회 보호와 보건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기타지출 항목에 비해 사회 보호
와 보건 지출 항목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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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평균 한계 효과를 구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늘어
날 때, 기타 지출 비중에 비해 사회 보호 및 보건 지출 비중이 1.4%p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사회 보호와 보건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교육지출에는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15세 인구비중의 증가는 정부지출이 기타지출에 비하여 교육지출에 쓰이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균 한계 효과와 관련해서는 1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늘어날 때, 기타 지출 비중에 비해 교육지출 비중이 0.2%p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4) 도구변수 선택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과대식별제약(OIR) 검정
결과, 선택한 도구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인 경우의 추정 결과이다.   의 경우는 사회보호와 보건을 구
분한 것으로서 첫 번째 대안은 사회 보호, 두 번째 대안은 보건, 세 번째 대안은 교
육지출, 그리고 나머지 정부 지출이 네 번째 대안으로 기본 선택(base choice)이다.

  의 경우와 유사하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사회 보호와 보건에 각각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보건과 교육에 각각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대식별제약식(OIR) 검정 결과, 선택된 도
구변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이외의 설명변수를 보면,   인 경우 1인당 GDP는 사회보호와 보건에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미치는 반면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효과를 보면 1인당 GDP가 1단위 늘어날 때, 사회보호와 보건 지출의 비중
이 12.2%p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의 경우, 사회보호와 보건
및 교육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 경우,
사회 보호 지출 비중에는 유의하게 음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보건 지출 비중에는 유
의하게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교육 지출에는    및

   경우 모두 음의 효과를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자율의 경우도    및   
경우 모두 교육지출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평균 한계 효과(average marginal effect)에 관해서는 Song and Hwang (201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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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 경우 GMM 추정 결과
사회 보호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세 미만 인구 비중

1인당 GDP

GDP 대비 부채비율

이자율

상수(cons)

0.054***
(0.021)
[0.008]
-0.012***
(0.012)
[-0.006]
0.427***
(0.143)
[0.056]
-0.002***
(0.001)
[0.000]
0.006
(0.044)
[-0.006]
-5.054***
(1.937)
[-0.483]

보건
0.078***
(0.023)
[0.006]
0.037***
(0.017)
[0.005]
0.776***
(0.232)
[0.071]
0.002***
(0.001)
[0.000]
0.181***
(0.058)
[0.023]
-11.389***
(2.891)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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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0.019
(0.014)
[-0.002]
0.021***
(0.009)
[0.002]
0.051
(0.105)
[0.026]
-0.003***
(0.000)
[0.000]
-0.059*
(0.035)
[-0.009]
-2.023***
(1.363)
[0.200]

1) *, **, ***은 각각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기각을 의미.
2) ⋅  은 추정 계수의 표준 오차를 의미.
3) ⋅  은 평균한계효과를 의미.
4) 도구변수   는    ′   ′로 설정하였으며, Pr   ≥  ≤ .

3.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 전망
  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변되는 인구구조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전망하였다. 전망을 위하여 인구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
구추계를 이용하였으며, 2016년 이후 매년 2%, 1%, 0%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물가상승은 없으며, 재정지출은 GDP의 32% 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세입 및 이자율 등 여타변수들의 변수는 2015년 이
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순수한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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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결과, 세 경우 모두 고령층 인구의 비중 증가는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비중의
증가를 꾸준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15세 미만 인구 비중의 감소는 교육지출
비중을 완만하게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의 경제성장을
가정한 경우 지출액 수준에서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16년부터 2065년까
지 매년 평균적으로 사회보호 및 보건에 8.3조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교
육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0.3조원의 감소가, 일반 공공서비스 등 여타 분야에는 1.7
조원의 축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 6.3조원의 순 재정지출이 인
구구조변화에 주로 기인하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의 경제성장을 가정하는
경우,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은 연평균 5.6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
은 연평균 0.5조원, 일반 공공서비스 등 여타 분야는 매년 2.3조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한 순 재정지출증가 효과는
2.8조원이다. 마지막으로 0%의 경제성장의 경우,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은 3.5조원
증가하는 반면 교육 지출은 0.7조원 축소, 여타 분야 지출은 2.8조원 축소가 예상된
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의 효과는 지출 구성변화의
변화만 가져오기 때문에 순 재정지출 증가 효과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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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전망: 1% 경제성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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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세입 및 세출 정
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세입 측면에서
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한국의 경우 다른 G-7 국가들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향후 노동세입과 자본세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현재 조세수입의
7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측면에서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에 기초한 분석을 개인수준의 데이터가
아닌 정부 수준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고령 인구가 선호하는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
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 중위 시나리
오에 해당하는 매년 1%의 경제성장률 전제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약 2.8조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
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분석을 위하여 상호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이상적으로는 재정지출과 수입에 대해 동일한 모형 및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외생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정지출과 법
정세율과 같은 외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같이 경기순환과 맞물려 변화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재정수입을 동일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론
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상이한 방법론으로 접근
하였다. 재정지출 분석의 경우, 인구구조변화에 의하여 야기되는 재정지출을 전망하
기 위하여 재정수입은 전제된 경제성장률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가정
하였다. 재정수입의 경우 일반균형모형을 원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주어진 인구구조
에서 현재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재정수입을 가져다주는 실효세율을 추정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 따라서 재정수입의 경우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구구
조의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세입측
면에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측면의 결과와 재정지출의 결과를 동일하
게 해석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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