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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송호신·허준영

(연구 배경)
□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특징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분석 방법)
□ 세입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조세수입 규모에 미칠 영향을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ㅇ IMF(2012)의 모형을 이용하여 G-7국가와 한국을 대상으로 인구구
조의 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ㅇ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Hur and Lee (2017)의 중규모
DSGE 모형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
입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 세출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지출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
ㅇ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 교육지출* 및 여타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은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출이며, 교육지
출은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출임
문의처: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02-2173-8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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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수지전망을 위해서는 재정수지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입각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상호 내생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함. 본
연구는 이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된 세입, 세출
추정액의 차이를 재정수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세입 측면
1.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다른 G-7 국가들
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한국의 경우 현재 노동세입과 자본세입 모두 G-7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세입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2.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중규모 DSGE 모형을 추정한 결과 향후 노동세입과
자본세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두 조세항목이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조세수입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5년 기준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각
각 119조원과 50조원 수준이었는데, 2065년경에는 노동세입의 경우
86조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자본세입의 경우 37조원 이하로 추
정되었음
□ 세출 측면
1. OECD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령인구비중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15세미만 인구비중의 감소는 교육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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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우리경제의 2016∼2065년 기간 동안 인구구조의 변
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8조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ㅇ 항목별로 보면 사회보호 및 보건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5.6조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
타 부문은 각각 매년 0.5조원, 2.3조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
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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