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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파급경로를 살
펴본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
화를 전망하였다. 국제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가계 순자산의 축적 속도가 빨라지며, 가계의 자금수요(부채)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대비 자산축적 증대로 보험 및 연
금산업과 자산운용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장기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금리는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가계의 자산수요 증가 등으로 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의 금융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202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전망
이다. 그리고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저성장과 저금리 및 수익률 곡선의 평
탄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금리 하
에서 가계는 주식 및 펀드 투자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층의 실물자산 보유성향이 계속될 경우 고령화
진전 시 실물자산 편중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정책당국은 가계의 노후대비 금융자산 축적
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금융자산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채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
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실물자산 편중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 및 유동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인구 고령화 , 저축, 가계의 자산, 가계부채, 금리, 주가, 금융산업
JEL classification: D14, E2, E4, G11, G2,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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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평균 수
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낮아져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는 가계의 소비 및 노동 공급 행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 정부의 재정활동, 대외부문인 국제수지 등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령화는 소비 및 투자, 경상수지는 물론 경제성장과 물가 등 대부
분의 경제변수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게 된다.
고령화는 실물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계의 저축 및 자산 ‧ 부채 관리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주체 간 자금의 흐름을 이어주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전반에
도 직 ‧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가 연금기관, 보험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특정 금융업종
이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특정 금융산업이나 특정 금융상품, 혹은 특
정 금융경제 변수에 국한하여 고령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
저 기존에 별개의 연구주제로 다루었던 금융산업에 대한 인구 고령화 영향의 주요
직 ‧ 간접 파급경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예상해보는 접근방식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고령화가 발생하는 원천이자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핵심 경로인 가계 부문에서의 저축, 자산 및 부채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어떻
게 변동할 것인지를 국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금융산업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인 금리 및 주가에 고령화가 어떤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의 국제 패널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를 예상해 보았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 자료를 이용
한 결과를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미시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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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령별 가계의 저축, 자산 및 부채 변동 등을 전망하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였
다.
제Ⅱ장과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Ⅳ장의 제1절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금
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각 정책 과제별로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이 고령화를 대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하락 및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고에
서는 ‘노인부양률’(=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
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과거에 비해 퇴직 연령이 상승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저축과 자산 ‧ 부채 관리 행태에 변화가 일어나는 연령
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의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보다 높은
‘75세 이상 인구비중’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저축 및 B/S관리 행태 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정부, 대외부문 등을 통해서도 금융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계 B/S의 규모 및 구성이 달라진다면 경
제 전체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는 금융상품 및 자금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와
금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부문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소비수요 위축이
나, 노동공급 감소, 그리고 생산성 하락 등으로 투자가 부진해 질 수 있다. 이에 따
른 기업의 자금수요 축소 또는 대출상환 능력 약화는 금융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부문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증가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
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외부문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가계의 노후대비 저
축이 증가한다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금융기관의 해외투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 가계 저축률이 낮아져 경상수지가 악화로 돌아설 가
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 핵심 경로
인 가계부문의 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근본적으로
가계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 B/S의
변동을 이해하면 경제 전체의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에 따라 금융상품 혹은 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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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 개요

가계부문
[인구고령화]

저축(=소득-소비)
행태

자산 축적 속도

자산선택 행태

자산 구성 변화

부채관리 행태

부채 축적 속도
(자금수요 변동)

금융시장

(금리, 주가)

주택시장

기업부문
정부부문
대외부문

노동력부족
수요 부족
요소생산성 하락

외환시장

[기관]
[상품]

투자부진

(자금수요 감소)

재정지출 증가

정부부채 증가
(자금수요 증가)

경상수지 적자

대외순자산 축소

(예비적 저축 증가시 흑자)

금융산업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 비중이 늘
어나는 것이 가계의 자산축적 속도 약화로 이어지면 금융산업의 성장세가 제약받을
수 있으며, 노후를 대비해 경제 주체가 금융자산 비중을 더 늘리는 자산 선택을 한
다면 금융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자산 및 부채 관리 행태는 주식 ‧ 채권시장, 외환시장,
주택시장 등을 통해서도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가 저축을
늘린다면 시장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성장과 영업성
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가계의 저축 증대는 대외부문에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
를 통해 외환의 공급을 증대시키므로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 가치가 절상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즉시 금융기관의 B/S에도 영향을 미친다.1)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가계가 자산 축적 수단으로 주택을 선택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나거나 차후 역모기지 수요가 증대할 수 있다. 본고는 이중에서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 관리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금융산업과 영향을 주고받는 금리 및 주가를
추가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2)
1) 예를 들어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외화표시 부채 및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외환시장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동 경로를 통해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주택시장의 경우 제Ⅲ장 제3절에서 가계의
실물자산 축적에 대한 전망을 통해 고령화의 영향을 일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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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 저축의 변화
1.1. 가계 저축의 정의
기존 연구들은 가계 저축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정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계 저축을 분석 전에 명확히 정의하여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통계에 기반한 가계 저축(이하 거시적 정의)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가계의 소비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거시
적 가계 저축률’은 가계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거시적 저축률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는 Curtis et al. (2015), Dynan
et al. (2009), Bloom et al. (2007), Cavallo et al. (2016)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가계의 실제 자산 ‧ 부채 관리 행태에 기반하여 가계 저축을 간단히
가계의 금융자산 변동(Wang and Wen, 2010)으로 보거나 실물자산 변동, 대출 상환
액 등까지 포함하여 정의(이하 미시적 정의)하기도 한다.3) 이때 부채의 변동을 차감
하여 계산할 경우‘미시적 저축’은 가계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 변동을 의미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저축을 거시적 개념과 미시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개
념의 저축이 변동 방향이나 속도가 다를 수 있어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시적 정의에 따른 저축액이 일정하더라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미시적 저축액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통계로 포착
하기 어려운 자산소득 규모가 클 경우 거시적 저축과 미시적 저축 간에 괴리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거시적 정의가 실질금리,
투자, 경상수지, 성장 등 실물경제 분석에 적합한 반면 미시적 정의는 실제 가계의
자산 ‧ 부채 관리 행태와 연계하여 금융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 저축을 거시적 저축인‘가처분소득 – 소비지출’과 미시적
저축인‘순자산(net worth) 변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한편 저축률은 저축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거시적 저축률과 미시적 저축률(혹은 순자산저축률)
로 구분된다.

3) Belke et al. (2014)은 가계 저축을 법정 연금저축 등 강제성이 있는 저축을 제외한 자발적 저축(금
융자산 변동, 서비스 이용료 개념으로 산정한 주택구입 비용, 보험료, 대출상환금 등의 합계)으로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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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시적 가계 저축
고령화가 거시적 가계 저축(=가처분소득-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생애주기가설(LCH; Life Cycle Hypothesis)에 의해 예상해 볼 수 있다. 생애주기가
설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유소년기에 소비를 부모에 의존하다, 청장년기에는 소득창
출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퇴직 후 노년기에는 축적된 자산을 처분하여 소
비하는 행태를 보인다. 현실에서의 고령층은 퇴직 등으로 노동 소득이 큰 폭 감소하
기 때문에 자산 처분이나 공적 혹은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
면 소비 유지를 위해 저축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가계 저축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 연령별 노동소득, 소비 및 저축 추이
패널 A. 한국(2000년)

패널 B. 미국(2003년)

패널 C. 일본(2004년)

패널 D. 독일(2003년)

자료: R. Lee and A. Mas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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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령화는 그 요인 및 영향에 따라 가계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먼저 출산율 하락은 자녀 부양부담을 낮춰 중년층의 저축 여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는 노후대비 저축을 증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4) 또한 경제주체가 정부 재정적자에 따른 사회보장 약화를 우려하여 저축을 늘
릴 가능성(Ricardian Equivalence)도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이론적 예측과 유
사하게 고령화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
본고에서는 세 가지로 정의한 고령화 지표가 가계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Curtis et al. (2015)의 모형6)과 Bloom et al. (2007)의 모형7)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8)
                   
 
 
 
:
 

(1)

t기의 i국가의 가계 저축률([가처분소득-소비]/가처분소득, %),

   : 고령화 지표(노인부양률, 65세 이상 인구 비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

   : 기타 설명변수(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재정수지, 실질
금리,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주가 상승률, 아동부양률)9)
4) Bloom et al. (2007)은 평균 수명 연장이 가계의 저축률을 증대시키는 이유는 첫째, 사실상 퇴직 연령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오래 살 리스크의 확대(compression of morbidity),
셋째, 사망률(mortality rate)의 하락으로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유산을 남길 확률이 축소되면서 저축의
유효 수익률(effective rate of return)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5) Dynan et al. (2009)은 고령화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Cavallo et al.
(2016)은 아동부양률 및 노인부양률은 저축률과 음(-)의 관계이고 기대수명은 저축률과 양(+)의 관
계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Chawla et al. (2007)은 아동 및 노인부양률 증가가 저축률
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하였다. Curtis et al. (2015)은 일본은 퇴직자 수 증가가 저축률을 하락시킨
반면 중국 및 인도는 부양 자녀 수 축소로 저축률이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Bloom et al. (2007)도
노인부양률 증가는 저축률의 하락, 수명증가는 저축률의 증가로 각각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6) Curtis et al. (2015)은 생애주기 모형(Life Cycle Model)을 활용하여 퇴직 인구 및 가구원 수 변동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한 국가의 저축률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동 논문에서 저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는 임금, 순자산, 이자율, 자녀수(자녀 부양부담),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등이 있다.
7) Bloom et al. (2007)은 경제 주체가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하에서 시간에 걸친 효용 극대화를 위
해 소비 및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이론적인 모형을 설정한 후 최적화 과정에서 결정된 소비를 경제 전체
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저축률 결정 모형을 도출하였다. 저축률 결정 변수로는 노인부양률, 아동부양률,
기대수명,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임금수준, 연금대체율 등이다.
8) 이용 자료의 출처는 가계 저축률, 재정수지,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주가 상승률은 OECD, 고령화 지
표 및 아동부양률은 UN, 경제활동참가율은 ILO,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실질금리는 IMF IFS이다.
9) 경제성장률 상승은 미래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 저축률의 감소를, 그렇지 않은 경우 저축률 증가 요인
이다.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저축률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은 저축률 감소 요인이다. 재정수지 개선은
민간 저축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구매 수요가 많은 경우 저축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주거비 상승과 부의 효과(wealth effect) 측면에서는 저축률 하락 요인이다. 주가
상승은 부의 효과를 통한 저축률 감소 요인일 수 있다. 한편 아동부양률(15세 미만/15~64세 이상 인
구, %)은 부양부담으로 저축률과 음(-)의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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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설정된 저축 결정 방정식을 자료가 가용한 30개국 패널자료(1995~2014
년, 연간)를 이용하여 모형 적합도에 따라 Arellano-bond의 동태적 패널모형 혹은
고정(변동)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표 1>),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 거
시적 가계 저축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률이 1%p 상승하면 가계
저축률이 0.2%p 하락하고,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상승하면 가계 저축률은
1.1~1.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화 지표로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이용하면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고령화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적인 노령 기준 연령(65세)보다 높은 연령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1.3. 미시적 가계 저축(가계 순자산의 증가)
소득10)이 줄어든 고령층이 소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하려면 저축
을 축소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경제 전체의 가계 순자산
축적 속도, 즉 순자산 저축률(=순자산 변동/가처분소득)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고령화로 인해 거시적 저축률(=[소득-소비]/소득)
이 하락하여도 저축의 절대 규모는 커질 수 있어 자산 증가세는 지속될 수 있다. 더
구나 고령층이 축적해 놓은 자산 규모가 크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산
을 일부 처분하더라도 자산 증가세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본의 경
우 60대 가구주의 총자산 및 순자산(=총자산 – 금융부채) 보유 규모는 50대 가구주
보다 각각 23%, 30%가 크다. 미국의 경우도 65~74세 가구주의 총자산 및 순자산
보유 규모가 55~64세 가구주보다 각각 25%, 32%가 크다11)(<그림 3> 및 <그림 4>).
고령화 진전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 전체 가계의 가
처분소득 증가세가 둔화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순
자산 변동의 비율인 미시적 저축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12)

10) 고령층의 소득은 노동 및 자산소득, 공적 및 자녀세대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총자산 및 순자산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이 다른 나라 평균(75세)보다
이른 시점인 65세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12) Belke et al. (2015)도 본 연구의 미시적 저축률과 유사하게 정의한 독일의 가계 저축률이 인구 고령화
에 따라 2030년까지 약 20년간 1.4%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독일 가계의 경우 이와 같이 정의
한 저축률은 40대를 정점으로 65세까지 크게 감소한 후 노년 후반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
데, 그 요인은 상속 욕구(bequest motives) 및 소비 활동의 어려움(immobility)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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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계 저축률(거시적 저축률)1)의 결정요인2),3)
종속변수: 가계 저축률 [(가처분소득-소비)/가처분소득]
노인부양률
65세 이상 인구비중
75세 이상 인구비중
노인부양률

-0.222**
(0.10)

-0.235**
(0.09)
-0.323
(0.27)

65세이상 비중

-0.405
(0.25)

75세이상 비중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재정수지
실질금리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주가상승률

-1.134***

-1.315***
(0.40)
0.587***
(0.18)
-0.205*
(0.11)
-0.017
(0.03)
-0.178***

0.557**
(0.23)
-0.215*
(0.11)
-0.033
(0.04)

0.569***
(0.22)
-0.213*
(0.11)
-0.044
(0.04)

0.575**
(0.24)
-0.217*
(0.11)
-0.041
(0.04)

0.584***
(0.22)
-0.212*
(0.11)
-0.051
(0.04)

(0.42)
0.565***
(0.20)
-0.211**
(0.11)
-0.002
(0.03)

-0.173***

-0.174***

-0.172***

-0.174***

-0.174***

(0.05)

(0.05)

(0.05)

(0.05)

(0.05)

(0.05)

-0.186

-0.175

-0.181

-0.168

-0.158

-0.126

(0.16)

(0.16)

(0.16)

(0.16)

(0.15)

(0.15)

-0.046***

-0.051***

-0.046***

-0.053***

-0.046***

-0.056***
(0.01)

(0.01)

(0.01)

(0.01)

(0.01)

(0.01)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1)

(0.01)

(0.01)

(0.01)

(0.01)

(0.01)

-0.227

아동부양률

(0.21)
0.555***

-0.280
0.572***

(0.20)
0.555***

-0.411**
0.541***

(0.19)
0.506***

가계저축률
(t-1)

0.568***
(0.07)

(0.07)

(0.07)

(0.07)

(0.07)

(0.07)

가계저축률
(t-2)

-0.115

-0.107

-0.114

-0.107

-0.154*

-0.149

(0.09)

(0.09)

(0.09)

(0.10)

(0.09)

(0.10)

Wald Chi2

1383.6

1523.0

1321.8

1439.9

854.6

1032.0

(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측수

429

286

429

286

429

286

국가수

30

30

30

30

30

30

Order 1

-3.3518

-3.3937

-3.3586

-3.3912

-3.4478

-3.4561

(p값)

0.0008

0.0007

0.0008

0.0007

0.0006

0.0005

Order 2
(p값)

-1.1843

-1.3571

-1.2054

-1.3823

-.70734

-.89777

0.2363

0.1747

0.2281

0.1669

0.4794

0.3693

Arellano-bond Test

주: 1) 거시적 가계 저출률 (%) = [가처분소득 – 소비] / 가처분소득
2) Dynamic Panel 모형으로 추정. (

) 내는 이분산조정 표준오차. 상수항 보고 생략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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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총자산의 상대적 크기1),2)

<그림 4> 순자산의 상대적 크기1),2)

주: 1) 전체가구 평균 기준. 유로지역(15개국)의 경우 median 값을 이용하여 시산. 연령대의 경우 일본
자료는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및 70세 이상에 각각 해당
2) 총자산 = 실물자산 + 금융자산, 순자산 = 총자산 – 금융부채. 다만 금융부채의 경우 우리나라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총부채를 의미함
자료: 미국의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ECB의 The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일본 Statistics Bureau의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한국 가계금융복지조사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미시적 가계 저축률의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는 국제 패널 자료 분석과 연령대별 미시자료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균 수명 증가로 65세 이후에도 상당기간 소득 활동을 하거나 축적된 자산이 증식
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을 구분하는 기준 연령을 몇 세로 하느냐가 분석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거시적 저축률과 동일한 분석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가 미시적 저축
률, 즉 가계의 순자산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표 2>),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미시적 저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구체적으로 노인부양률,
65세 및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각각 1%p 상승하면 가계 순자산 저축률은 설정 모형
에 따라 각각 0.9%p, 1.6%p, 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인
구비중 증대에 따른 미시적 저축률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분석대상 국가
중 75세를 기준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된 국가의 가계 자산 축적 규모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13) 가계의 순자산저축률은 OECD 자료를 이용하였다.
14) 이와는 별도로 소득대비 가계순자산 비율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 노인부양률 및 65세 인구 비중
지표에서만 양(+)의 관계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소득 규모를 감안할 경우 가계순자산 증가세는 고령
화가 75세 이상 혹은 더 이상의 연령 기준에서 심화될 경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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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계 순자산 저축률(미시적 저축률)1)의 결정요인2),3)
종속변수: 가계 순자산 저축률 [순자산(총자산-총부채) 변동/가처분소득]
노인부양률
65세 이상 인구비중
75세 이상 인구비중
0.899
(0.57)

노인부양률

0.909***
(0.31)
1.456
(0.95)

65세이상비중

1.595***
(0.58)

75세이상비중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재정수지
실질금리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주가상승률

-0.019

2.064**
(1.02)
0.152
(0.23)
1.460
(1.22)
0.048
(0.10)
-0.225

-1.003
(0.69)
1.802
(1.26)
-0.032
(0.14)

0.209
(0.23)
1.594
(1.22)
0.066
(0.09)

-1.044
(0.69)
1.799
(1.26)
-0.013
(0.14)

0.215
(0.23)
1.591
(1.22)
0.081
(0.09)

(1.03)
-1.129
(0.66)
1.797
(1.26)
0.134
(0.12)

-0.600

-0.210

-0.599

-0.226

-0.521

(0.43)

(0.29)

(0.43)

(0.30)

(0.46)

(0.31)

1.395***

0.822**

1.371***

0.788**

1.247**

0.665*

(0.44)

(0.37)

(0.45)

(0.37)

(0.47)

(0.37)

0.091

0.004

0.086

0.000

0.041

0.002

(0.09)

(0.07)

(0.09)

(0.07)

(0.08)

(0.07)

0.338***

0.344***

0.339***

0.345***

0.341***

0.358***

(0.10)

(0.11)

(0.10)

(0.11)

(0.10)

0.817**

아동부양률

0.962***

(0.10)
0.664**

5.8
0.000
337

(0.33)
74.5
0.000
337

5.7
0.000
337

(0.35)
70.4
0.000
337

4.6
0.002
337

(0.33)
64.5
0.000
337

25

25

25

25

25

25

Within-R2
Between-R2

0.238

0.228

0.237

0.227

0.233

0.222

0.004

0.199

0.010

0.198

0.056

0.150

Overall-R2

0.133

0.234

0.126

0.233

0.134

0.224

선택모형
Hausman test
p값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0.0848

0.3288

0.0486

0.3015

0.0677

0.2062

F / Wald Chi2
(P값)
관측수
국가수

주: 1) 가계 순자산 저축률(미시적 저축률)(%) = 순자산(자산-부채) 변동 / 가처분 소득
2) (

) 내는 이분산조정 표준오차. 상수항 보고 생략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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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 자산구성의 변화
경제 주체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의 구성을 변동시킨다면 경제 전체의 연령
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제 패널 자료
(25개국, 1995~2014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15) 고령화와 가계의 금융자산별 보유
비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3>), 인구구조가 고령화될수록 예금 및 채권16) 비중
이 감소하는 반면 보험과 펀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가계의 금융자산별 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령화 지표와 채권
증가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뚜렷하며, 펀드 증가율의 경우에는 65세를 기준으로
시산되는 노인부양률과는 양(+)의 관계를, 75세 이상 인구비중 지표와는 음(-)의 관
계를 보인다.
금융자산별 비중 및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보면 노년 초반에는 펀드를 통
한 간접투자의 비중과 절대 규모가 모두 늘어났다가 노년 후반(75세 이후)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세 기준 고령화 지표에서 예금비중이 축소
되는 반면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높을수록 예금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노년 초반에는 수익성도 고려하다가 연령대가 더 높아질수록 보수적 자산관리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표나 설정모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자료 부족으로 국가별 특성을 패널 분석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대비 자산 구성은 세대간 소득 및 자산 이전 정도, 주택 보유
선호도,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세제 등 제도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들 자
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패널 분석에서 사용하지 못하였다.

15) 1인당 금융자산 항목별 자료는 OECD자료를,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World Bank의 1인당 명목GDP
자료와 IMF IFS의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하였다.
16) 가계의 금융자산 중 채권의 증가율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인은 가계가 펀드,
연금, 보험 등을 통해 채권을 간접 보유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석기간 중 채권비중
과 간접투자 가능 자산(펀드+연금+보험) 비중 간의 상관계수는 –0.2이다. 채권비중 감소가 어떤 자산
의 비중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분석기간 중 캐나다는 채권비중(7.1%→
2.0%)이 감소하고 펀드비중(8.7%→17.2%)이 증가하였다. 스웨덴은 채권비중(8.4% → 1.5%)이 감소하
고 연금비중(17.5%→29.6%)이 증가하였다. 일본은 채권비중(6.8%→2.3%)이 감소한 대신 펀드(2.5%→
5.5%)와 연금(7.8%→11.6%)이 같이 증가했다. 독일은 채권비중(8.6%→3.8%) 감소와 동시에 펀드(7.4%
→9.5%), 보험(13.6%→16.9%), 연금(11.0%→14.2%) 비중이 모두 증가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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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령화 지표 변동(+1%p)에 따른 금융자산별 비중 및 증가율의 변동1),2)
자산별 비중
65세 이상
노인부양률
인구비중
현금 및 예금 -0.2%p*

자산별 증가율
75세 이상
인구비중

노인부양률

65세 이상
인구비중

75세 이상
인구비중

-0.4%p*

..

..

..

+1.0~1.2%p***

..

..

..

..

주식

..

..

채권

-0.2%p*

..

펀드

..

+0.2%p**

..

+1.8~+1.9%p*

..

-5.6%p**

보험
금융자산
(전체)

..

..

+0.4%p*

..

..

..

n.a.

n.a.

n.a.

+0.6**

+0.9*

..

-0.4~-0.6%p*** -2.1~-3.6%p** -5.8%p*

-7.9%p*

주: 1) 자산은 1인당 자료 기준. 자산별 비중은 Dynamic panel 모형으로, 자산별 증가율은 fixed (or
random) 효과 모형으로 각각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고령화 지표에 대해서만 보고하였음. 여타
설명변수로는 경제성장률(1인당), 인플레이션율, 재정수지, 실질금리, 소득대비 주택가격, 주가상승률,
아동부양률 등을 포함하였음
2)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하고,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시산

3. 가계부채의 변화
고령화가 가계의 소비나 저축,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
발한 반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가계부채
규모를 연령별로 도식화해 보면 전형적인 패턴은 주택 매입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
하는 30대 전후에 부채 규모가 가장 큰 역U자형을 나타낸다. 이는 생애주기가설과
도 부합하는 형태이며, 미래 기대소득을 바탕으로 주택서비스 등 현재 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소비평활화 활동의 일환으로 부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
한 역U자형의 연령별 가계부채 구조로부터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노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 경제 전체의 부채 증가세도 약화될 것
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연령별 가계부채가 역U자형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연령층의 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커지는 경우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약화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Crawford et al. (2012)은
캐나다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17) Brown (2016) 및 Fasianos
and Kinsella (2017)는 미국에서 고령층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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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계부채1) 증가율 결정요인2),3)
종속변수: 가계부채(1인당) 증가율
노인부양률
65세 이상 인구비중
75세 이상 인구비중
0.239
(0.30)

노인부양률

0.292
(0.27)
0.102
(0.27)

65세이상비중

0.527
(0.47)

75세이상비중
경제성장률
(1인당)
인플레이션율

0.198
(0.44)
0.545***
(0.12)
-0.376***
(0.05)
0.341***

0.455***
(0.12)
-0.374***
(0.08)

0.484***
(0.11)
-0.448***
(0.09)

0.548***
(0.13)
-0.335***
(0.05)

0.480***
(0.11)
-0.445***
(0.08)

0.392***

0.378***

0.319***

0.377***

0.381**

(0.14)

(0.14)

(0.11)

(0.13)

(0.14)

(0.11)

-0.521***

-0.344***

-0.493***

-0.352***

-0.597***

-0.419***

재정수지
실질금리

0.994
(0.73)
0.449***
(0.12)
-0.398***
(0.07)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주가상승률

(0.13)

(0.11)

(0.14)

(0.11)

(0.16)

(0.14)

0.166***

0.161***

0.160***

0.161***

0.158***

0.153***

(0.04)

(0.03)

(0.03)

(0.03)

(0.03)

(0.03)

-0.031

-0.030

-0.034*

-0.029

-0.029

-0.032*

(0.02)

(0.02)

(0.02)

(0.02)

(0.02)

(0.02)

아동부양률
F / Wald Chi2
(P값)
관측수
국가수

80.5
0.000
404

-1.126***

-1.074***

(0.37)
131.8
0.000
404

(0.36)
163.3
0.000
404

424.4
0.000
404

-0.598***
53.8
0.000
404

(0.15)
483.5
0.000
404

27

27

27

27

27

27

Within-R2
Between-R2

0.548

0.568

0.550

0.568

0.552

0.572

0.144

0.159

0.132

0.159

0.118

0.144

Overall-R2

0.393

0.331

0.380

0.329

0.384

0.328

선택모형
Hausman test
p값

고정

고정

변동

고정

고정

변동

0.0011

0.0015

0.9858

0.0061

0.0402

0.2002

주: 1) 1인당 기준
2) (

) 내는 이분산조정 표준오차. 상수항 보고 생략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17) Crawford et al. (2012)은 최근 출생 집단(cohorts)이 과거 출생 집단보다 동일 연령대의 부채 규모
가 더 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요인으로 1)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도 증가(시간 선호 변
동) 2) 미래 기대소득 증가 및 차입 비용 하락 3) 새로운 대출상품이나 금융혁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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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고하였다.18)
본 장 제1절에서 설정한 모형으로 패널 자료(27개국, 1995~2014년) 분석을 실시
한 결과(<표 4>), 고령화가 부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19) 이와 같이 부채 증가율과 고령화 지표 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가계의 부채 증가가 주택 등 자산의 취득과 연계되어 있고 고령층의 자
산 매입 행태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0)

4.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
4.1. 금리에 미치는 영향
채권 수익률은 실질금리, 기대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 고령화는 이들 구성요소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실질금리에 대해서
는 인구 고령화가 상승 또는 하락 요인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저축률이 낮은 퇴직자 비중이 높아져 저축이 감소하는 점은 실질금
리의 상승요인이다.21) 이에 반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주체들이 퇴직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저축을 증가시킨다면 실질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
동공급의 감소로 1인당 자본이 증가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는 점은 실질금
리의 하락 요인이 된다. Carvalho et al. (2016) 등은 인구 고령화가 대체로 실질금
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18) 미국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부채를 증가시킨 것에 대해 Kent et al. (2007)은 수명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의 증가를, Brown (2016)은 금융위기 이후 여신 심사 강화로 신용도가 높은 고연령층이 대
출 심사에 유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Brown (2016)은 고령층의 부채 증가
가 자산 증가를 수반하는 모기지 및 주택지분(home equity) 대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잉부
채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19) 1인당 가계부채 자료는 OECD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타 자료 출처는 앞 절의 주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20) 다만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별도로 같은 모형을 추정한 결과 6개 설정모형 중 4개
에서 고령화가 소득대비 부채비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대비 순자산비율
이 노인부양률 및 65세 이상인구 비중 지표에서 증가(각주 12)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비 부채
비율의 증가로 인한 과잉부채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 Rachel and Smith (2015)는 과거 30년간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 증대로 실질금리가 약
150bp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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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을
통해서는 상승 요인으로, 인구증가율 하락 및 도시화 속도 둔화에 따른 소비수요 위
축을 통해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22) 인구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인플레이션
에 대한 영향도 그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23)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에
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업황이 부진해지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
화될 수 있어 상승 압력을 받을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고령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고령화가 단기금
리보다는 장기금리를 더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먼저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 및 보험 자산의 축적으로 가계의 장기자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고령
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투자부진이 예상되며, 정부는 재정수요 증대로 장기 채권
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나 부채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그 역할
이 제약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인플
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지고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제약을 받으면서 기간프리미엄
(term premium)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24)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즉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금리 결정 방정식을 설정한 후 Arellano-bond의 동태적 패널모형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추정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자료가 가용한 1960~2016년
기간 동안의 32개국25) 연간 자료이다.26)

22) 자세한 내용은 Roy et al. (2012)를 참고하길 바란다.
23) 강환구(2017)는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4) 저성장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하한(zero lower bound)에 직면하여 금리정책이 제약
된다. 따라서 장기채권 보유에 따른 금리 리스크가 축소되어 기간프리미엄이 하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MF의 GFSR (2017.4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25)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가용한 경우 분석 대상 기간과 국가를 최대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
모형마다 분석기간 및 대상 국가의 범위가 다르다. 본 절의 분석대상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
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
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
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등이다.
26) 국채수익률 자료는 Bloomberg, 공공투자는 IMF, 정부부채 및 경상수지는 World Bank 자료를 각각 활
용하였다. 기타 변수의 자료 원천은 본 장의 앞 절들과 동일하다.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             ′ 
 
 

16

(2)

: t기의 i국가의 채권 수익률(3개월, 1년, 3년, 10년 만기),
 
 
   : 고령화 지표(노인부양률, 65세 이상 인구 비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

   : 기타 설명변수(인플레이션율, 경제성장률, 공공투자(GDP대비 %), 정부부채
(GDP대비 %), 경상수지(GDP대비 %))
고령화가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장단기 금리를 구분하
여 각각 추정하였다. 그리고 고령화 지표의 경우 이미 상정한 세 지표 이외에도 기
대수명과 고령화 속도(향후 20년 후 노인부양률과 현재의 차)를 별도로 포함하여 추
정해 보았다. 한편 주요 통제변수는 Rachel and Smith (2015)와 Carvalho et al.
(2016)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인 금리방정식 구성요소27)와 자금의 수요(투자) 및 공
급(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추정 결과(<표 5>), 고령화가 진전되면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28)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노인부양률, 65세 및 75세 이
상 인구비중이 각각 1%p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각각 0.2%p, 0.4%p, 0.5%p가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하거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되면 고령층의 저축 감소폭보다는 중장년층의 노후대비 목적의 저축 증가폭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29)

4.2.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인구 고령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
다.30) 먼저 Mankiw and Weil (1989)은 전후 베이비부머가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하
면 자산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논리에서 비롯된 견해가
고령화에 따른 자산가격 폭락 가설(asset price meltdown hypothesis)이다.31)32) 한

27) 신고전학파의 소비 최적화를 위한 금리 방정식은 가계의 기간 간 소비대체탄력성, 생산성증가율, 가계
의 시간선호도, 인구증가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고령화 지표와, 생산성증가율은 경제성
장률을 설명변수로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이론적인 금리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있고 생산갭이 존재하
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현실 모형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28) 3개월, 1년, 3년 만기의 경우 고령화 지표에 따른 영향이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29) 공공투자 증대는 자금의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의 상승요인이나 추정 결과 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경기부양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30) 자세한 내용은 Bloom et al. (2011)을 참고하길 바란다.
31) Abel (2001), Siegel (2005), Bergantino (1998) 등은 고령화에 따라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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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기국채(10년물) 금리의 결정요인1),2)
종속변수 : 장기국채(10년물)금리
노인부양률

-0.240**
(0.11)
-0.413**
(0.19)

65세이상비중

-0.465**
(0.20)

75세이상비중

-0.193**
(0.09)

기대수명
고령화 속도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공공부문 투자
신규 정부부채
경상수지
장기국채금리
(t-1)

0.252***
(0.05)
-0.025
(0.05)
-0.505*
(0.29)

0.246***
(0.05)
-0.028
(0.06)
-0.488*
(0.28)

0.238***
(0.05)
-0.031
(0.06)
-0.489*
(0.29)

0.234***
(0.05)
-0.028
(0.06)
-0.359
(0.27)

-0.240**
(0.11)
0.252***
(0.05)
-0.025
(0.05)
-0.505*
(0.29)

0.013

0.012

0.008

0.001

0.013

(0.01)

(0.01)

(0.01)

(0.01)

(0.01)

-0.034**

-0.035**

-0.035*

-0.027

-0.034**

(0.01)
0.816***

(0.02)
0.811***

(0.02)
0.842***

(0.02)
0.835***

(0.01)
0.816***

(0.06)

(0.06)

(0.05)

(0.04)

(0.06)

-0.184**

-0.194**

-0.193***

-0.199***

-0.184**

(0.07)

(0.08)

(0.07)

(0.07)

(0.07)

Wald Chi2

2475.7

2802.8

2323.7

3054.1

2475.7

(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관측수

447

447

447

447

447

국가수
Arellano-bond
Test
Order 1
(p값)

32

32

32

32

32

-2.6647

-2.6563

-2.6537

-2.6704

-2.6647

0.0077

0.0079

0.008

0.0076

0.0077

Order 2

-1.072

-1.0604

-1.0485

-1.0339

-1.072

(p값)

0.2837

0.2889

0.2944

0.3012

0.2837

장기국채금리
(t-2)

주: 1) Dynamic Panel 모형으로 추정. (

) 내는 이분산조정 표준오차. 상수항 보고 생략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Roy et al. (2012)를 참고하길 바란다.
32) Takáts (2010)는 22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가 실질 주택가격을 상
당 폭 낮출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자산 가격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금
융자산의 경우 ① 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인 주택자산과 달리 순수 투자재여서 늦은 나이에 늘렸다 이른
나이에 처분되고 ② 주택보다 보유 집중도가 높으며 ③ 해외투자가 가능하여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로
부터의 영향이 큰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 저자는 금융자산 가격이 주택보다 이른 시점에 조
정을 받지만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이유로 주택가격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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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회피 성향
이 높아져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면 고령화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33)
반면 Poterba (2001), Boersch-Supan and Ludwig (2009) 등은 자산가격 폭락
가설은 너무 비관적 전망이며 자산가격에 대한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과대평
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Brooks (2006)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부유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데다 기업도 배당을 늘려 투자자의 주식보유
동기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34)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견해가 공존하는 만큼 연구 방법이나 분석대상
국가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35)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
국가를 자료 확보가 가능한 67개국(1960~2016년, 연간자료)으로 확대하고,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지표(주식 수익률, 주가수익비율)의 결정 방정식을 설정한 후 고정(혹
은 변동)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주식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50% 이상인 국가 그룹(한국 포함
27개국)과 50% 미만인 그룹(40개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              ″ 
 
 

(3)


 
: t기의 i국가의 주식 수익률 혹은 주가수익비율,
 

   : 고령화 지표(노인 부양률, 65세 이상 인구 비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

  : 기타 설명변수
기타 설명변수에는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율, 경제
성장률, 인구증가율을 포함하였다. 금리의 경우 본 분석에 연간 자료가 이용된다는

33) 그런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험회피 성향이 증가한 투자자는 주식보유를 위해 더 큰 리스크 프리
미엄을 요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Bakshi and Chen (1994)은 평균 연령 증가가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명목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인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가 반드시 주가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가 상승률이 동일하여도 명목이자
율이 낮아지거나 배당이 높아지는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Brooks (2006)의 실증분석 결과 주식시장이 발달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의 경우 자
산 축적이 노인 연령대까지 지속되고 있어 인구 고령화 진전에도 실질 금융자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예를 들어 Liu et al. (2014)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주가수익비율(P/E ratio)과 M/O비율(Middle(40
대 인구)/Old(60대 인구) Ratio) 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한국 및 일본은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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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식 수익률 및 P/E ratios 결정 요인1),2)
(GDP대비 시가총액 50% 이상 국가 그룹3))

노인부양률

주식 수익률
65세 이상
인구비중

0.682***
(0.21)

노인부양률

-4.756***
(1.47)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F
(P값)
관측수
국가수
Within-R2
Between-R2
Overall-R2
선택모형
Hausman test
p값

-0.516
(0.55)

0.340
(0.55)
3.713***
(0.32)
1.782
(2.16)
39.7
0.000
805
27
0.195
0.000
0.172
고정

0.255
(0.57)
3.606***
(0.31)
1.105
(2.17)
33.9
0.000
805
27
0.191
0.071
0.181
고정

0.937
(0.66)
0.343
(0.55)
3.717***
(0.32)
1.825
(2.12)
42.5
0.000
805
27
0.196
0.002
0.172
고정

0.0006

0.0004

0.0061

75세이상비중
인플레이션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 Ratios)
65세 이상
75세 이상
노인부양률
인구비중
인구비중

0.956***
(0.32)

65세이상비중

주: 1) (

75세 이상
인구비중

2.012
(3.01)
-2.620
(1.76)
2.532
(5.88)
12.7
0.000
467
27
0.013
0.039
0.000
고정

0.823
(2.38)
-2.764
(2.06)
-7.663
(6.82)
4.6
0.334
467
27
0.002
0.070
0.005
변동

-1.162
(1.19)
0.748
(2.40)
-2.813
(2.07)
-7.846
(6.98)
4.6
0.334
467
27
0.002
0.076
0.006
변동

0.0994

0.1075

0.1484

) 내는 이분산조정 표준오차. 상수항 보고 생략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최근 3년 평균 값 기준
자료: Bloomberg, IMF, World Bank, UN 및 저자시산

점과 정책금리가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36)
분석 결과(<표 6>), 주식시장이 발달한 그룹의 경우 인구 고령화는 주식 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 보유가 고소득 및 부유층에 편
중37)되어 있어 주식을 처분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65세 이후에도 상당기간 주식
36) 주식 수익률은 연평균 자료를 기준으로 시산한 연간 주가 상승률이다. 주식 수익률 및 주가수익비율은
Bloomberg 자료이며, 인구증가율은 UN자료를, GDP대비 시가총액자료는 World Bank 자료를 각각 활
용하였다. 기타 자료의 원천은 앞 절과 동일하다.
37)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2013년)의 가계는 소득 상위 10퍼센타일에서는 45.3%인 반면
하위 20퍼센타일에서는 4.2%에 불과하며, 순자산 상위 10퍼센타일에서는 50.0%인 반면 하위 25퍼센
타일에서는 1.6% 수준에 그쳤다. 유로지역(15개국, 2014년) 가계는 소득 상위 20퍼센타일이 21.4%인
반면 하위 20퍼센타일은 2.7%, 순자산 상위 20퍼센타일은 23.1%인 반면 하위 20퍼센타일은 0.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FRB 소비자금융조사 및 ECB의 가계금융소비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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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축적하거나 보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높은 위험회피
성향으로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고령층의 요구수익률이 주식시장의
가격 결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75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과
주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년 후반에 여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증여 등으로 자산 축소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식시장 발달
이 미흡한 국가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가수익비율 역시 주식시장이 발달한 국가 그룹의 추정 결과에서만 유의한데, 노
인부양률이 높을수록 주가수익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고령화
에 따라 기업 수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
미하며, 고령층의 주식 투자가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 결과는 고령층은 위험회피 성향이 상대적
으로 강해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혹은 주식 수익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Ⅲ.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 전망
본 장에서는 제Ⅱ장의 국제 패널 자료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인구 고령화
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 변화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그러
나 여러 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전망을 우리나라에 그대
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제도, 문화 등에 따라 가계의
자산·부채 관리 행태도 달라지므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인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가계의 저축과 자
산 및 부채 변동을 전망한 후 고령화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평가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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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고령화 지표의 변동(과거 20년 및 향후 20년)
패널 A: 노인부양률 – 과거 20년

패널 B: 노인부양률 - 향후 20년

패널C: 65세 인구비중 – 과거 20년

패널D: 65세 인구비중 – 향후 20년

주: 1) 노인부양률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자료: UN 및 저자 시산

1. 인구 고령화의 진행 상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수준(노인부양률 기준)(<그림 5>)은 2016년 현재 18.7%
로 전세계 193개국 중 53위로 세계 평균인 12.9%보다는 높으나 OECD 평균
(25.3%)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노인부양률 변동)는 과거 20년 동
안은 +10%p로 세계 8위이며, 향후 20년 동안은 +29.0%p로 더욱 빨라져 세계 2위
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6년에는 노인부양률이 47.8%에 달하여 세계 8위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38) 한편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정점(37.6백만명)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38)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6년 13.6%(50위), 2036년 28.1%(10위)이며, 동 비중의 변동은 1996~2016년
+7.4%p(4위), 2016~2036년 +14.5%(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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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우리나라의 연령별 가구주 수 기준 고령화 전망1)
패널 A: 연령별 가구 수

패널 B: 고령화 지표 변동

주: 1) 2028년은 자산 규모가 가장 큰 55~59세 가구주 수가 가장 많은 시점이다.
자료: 통계청, 저자시산

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한 가계의 저축과 자산 및 부채 변동 전망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부채는 물론 소득과 소비 자료까지 포괄하고
있는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2012~16년)39) 자료와 2035년까지의 가구주 연
령별 가구 수 예측 자료(통계청)를 활용하여 향후 고령화 과정에서 가계의 저축률과
자산 및 부채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먼저 가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각 연령대별40) 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 소득 및 소비 수준 등은 일
정하게 두고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만을 고려하여 경제 전체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소득 및 소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Altman
and Copic (2016)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금융심화 및 투자행태 변화, 자산가격의 변동, 경제성장 및 인플레
이션에 따른 소득 및 소비 규모 변동 등 인구구조 변화 이외의 모든 요인을 배제한
후 순수하게 인구구조 변동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미
래의 가계 자산 및 부채 규모에 대한 예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 자산·부채의 변화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39)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고 있으나 2012년 표본가계의 변경으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
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연속성이 확보된 최근 5년(2012~16년)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40)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연령대를 14구간(20~80세 구간 5세 단위, 8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3

BOK 경제연구 제2017-31호

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지표들을 지수화(2016년=100)한 후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령별 가구주 수의 향후 변동(<그림 6>, 패널 A)을 보면 연령별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55~59세 연령대 가구주 수는 2016년 230만 가구에
서 2028년에 252만 가구로 증가하여 정점을 이룬 후 축소될 전망이다. 가구주 연령
을 기준으로 시산한 고령화 지표(<그림 6>, 패널 B)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 수를
20~64세 가구 수로 나눈 비율(가구 수 기준 노인부양률)은 2016년 26.9%에서 2035
년 68.5%로 41.6%p가 증가한다. 65세 이상 가구 수 비중과 75세 이상 가구 수 비중
은 같은 기간 각각 19.5%p(21.2%→40.7%), 9.7%p(8.8%→18.5%)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20여년간의 연령별 가구주 수의 변화만을 반영하여 가계의 거시적 저축
률41), 미시적 저축률42), 소득대비 순자산비율43), 금융자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시
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계의 거시적 저축률(<그림 7>, 패널 A)은 고령층의 저축률이 낮은 점을 반영하
여 점진적으로 하락해 2035년에는 2016년 대비 0.96배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시적 저축률인 순자산 저축률(<그림 7>, 패널 A)은 순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50~60대 가구 수가 2028년까지 증가함에 따라 2035년에는 2016년 대비 1.60배 수
준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비 순자산비율(<그림 7>, 패널 B)도 유
사한 움직임을 보여 2035년에는 2016년 대비 1.34배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총자산(<그림 7>, 패널 C) 및 실물자산(<그림 7>, 패널 D)도 증가 속도는 둔
화되나 203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총부채(<그림 7>, 패
널 C), 금융부채(<그림 7>, 패널 D) 및 금융자산(<그림 7>, 패널 E)은 연령별 가주
주 수의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 향후 9~13년 동안 증가하다가 각각 2029년 및 2025
년, 2028년 고점에 이른 후 축소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실물자산 선
호 현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전망 결과는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되 시간이 흐르더라도 각
연령층의 자산 및 부채와 소득 수준이 일정하다는 매우 강한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예측한 금융자산 규모

41) 가계의 거시적 저축률(%) =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42) 가계의 미시적 저축률 혹은 순자산 저축률 (%) =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의 변동 / 가처분소득
43) 가계의 소득대비 순자산비율(%) =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 / 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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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령별 가구주 수 변동에 따른 가계 저축과 자산 및 부채의 변화1)
패널 A: 거시적 저축률과 미시적 저축률

패널 B: 소득대비 순자산비율

패널 C: 총자산 및 총부채

패널 D: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패널E: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패널F: 시나리오별 금융자산 규모

주: 1)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연령대를 14구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령대별 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 소득 및 소비 수준 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2035년까지의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만을 고려하여 각 변수를 시산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저자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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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8년 고점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0.5%에 불과한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증
가율이 지나치게 낮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2016년 노인부양률(18.7%)과 유사
했던 시점은 1992년(18.4%)이며 이후 자료가 가용한 2014년까지 금융자산 증가율은
연평균 3.9%에 달한다. 1992~2016년 기간 동안 일본의 명목GDP 증가율과 인플레
이션율이 모두 연평균 0.4%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경기부진 속에서도44) 경제규모
확대보다 빠른 속도로 금융자산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자산 축적 속도는 인구구조 변화만을 반영했을 경우보다 높을 것
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자산 규모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7>의 패널 F는
일본의 명목GDP 증가율 및 금융자산 증가율과 유사한 속도로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
자산이 증가할 경우45)와 인구구조 변화만을 반영할 때를 비교한 것이다. 일본의 사
례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규모는 고령화에도 불구
하고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가계의 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1992~2014년) 연평균 0.6% 증
가하여 증가 속도가 금융자산에 비해 매우 완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7>, 패널 E)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고령화에 따른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에 비해 완만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라 가계의 자산 및 부채의 항목별 비중도 변동(<그림 8>)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별로는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상대적 비중도 2016년 33.2%에서 2035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주식, 채권, 펀드도 규모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작을 전망이다. 반면
보험은 규모가 일정기간 증가하다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수
명 연장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보험의 증가
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44) 같은 기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29%였다.
45)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 일본의 경험을 압축하여 겪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으로 일본의 과거 24년간(1992~2016년) 고령화 속도(노인부양률 증가)는 26.1%p인 반면 한국의 향
후 24년간(2016~2040년) 고령화 속도는 35.8%p로 한국이 1.4배가량 빠르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시나리오 1>에서는 고령화가 경제규모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한국의 금융자산 증가율
을 일본의 명목GDP 증가율의 0.63배로 설정하였다. 한편 인구 고령화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가계가
금융자산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과 연계된다는 점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증가율이 일본보다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나, 본 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경우 인구구조 변화는 금융자산 증가세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보수적 관점에서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한국의 금융자산 증가율이 일본 금융자산 증가
율의 0.63배의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시나리오 2>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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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별 가구주 수 변동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및 총부채 항목별 변동 전망1)
패널A: 금융자산별 규모

패널B: 금융자산별 비중 변동

패널C:부채항목별 규모 변동

패널D: 부채 항목별 비중 변동

주: 1) 연령별(5세 단위) 가구주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2012~16년 기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수준으로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연령별 가구주 수 변동만을 반영하여 금융 자산 및 부채
항목별 규모를 시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저자시산

부채의 경우 연령별 부채구조가 역U자형을 나타내므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채규모가 일정기간 증가하다가 결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담보대출은 2028
년까지는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증가하고 그 이후 축소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
만 고령 세대가 낮은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에 대응하여 임대사업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분투자를 늘린다면 제Ⅱ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캐나다나 미국처럼 고령층의 부
채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규
모 확대와 금융심화 등으로 부채규모도 증가할 수 있어 부채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
을 직접 경험하는 시점은 더욱 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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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보유율이 높은 고령층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임차가구의 자산인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임대가구의 부채인 전월세임대보
증금은 고령층이 보유 부동산이 많고 임대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 고령화에 따라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수요와 공급은 사후적으로 일치해야하
기 때문에 실제 전월세보증금의 규모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수급 구조 변화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고령화와 함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
르게 진행될 경우 전월세보증금이 크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고령화가 국내 금융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 전망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계의 저축, 자산 및 부채 변
동에 대한 시산 결과와 제Ⅱ장의 파급경로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급속히 진
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주요 영향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성장
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 축적이 50대 후반까지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동 연령대(55~59세) 가구 주 수가 2028년까지 확
대되는 데 주로 연유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금융산업의 성장세가 인구구조 측면
에서는 둔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현상 등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빨리지는 반면 금융산업 위축이 나타나는 시점은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화에 따라 가계의 거시적 저축률(=[가처분소득-소비]/가처
분소득)은 하락하나 가계의 미시적 저축률 혹은 순자산 저축률(=순자산의 변동/가처
분 소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제Ⅱ장의 분석결과에 따른 예상에도 부합한
다.46) 이는 가계가 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후대비 자산 축적을 지속하고, 거시 저축
률이 하락하더라도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의 자산 스톡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다만 75세 이상의 노년 후반 세대가 증가하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산업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47)

46)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표 3>)은 물론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소득대비 순자산저축률도 고령화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7) 75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 및 인구 비중 지표와 달리 거시적 저축률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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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계의 금융자산 중 연금 및 보험의 비중
패널 A: 연령별 비중 현황1)

패널 B: 우리나라의 비중 추이2)

주: 1) 전체가구 평균 기준. 유로지역(15개국)의 경우 median 값을 이용하여 시산. 연령대의 경우
일본 자료는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및 70세 이상에 각각 해당
2) 자금순환통계 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준
자료: 미국의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ECB의 The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일본 Statistics Bureau의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한국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둘째, 고령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가계는 주로 보험 및 연금을 통해 금융자산을
축적할 것으로 보여 연금 및 보험산업의 자산 및 부채간 만기불일치 완화를 위한 장
기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대비를 위한 가계 금융자산의 축적
과 노후 소비를 위한 자산의 축소는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
험 및 연금은 가계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
라 현 고령층은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현재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그림 9>, 패널 A)이나 중년세대의 경우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연금 및 보험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 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의 비중
(<그림 9>, 패널 B)은 자료(자금순환통계)가 가용한 2008년 24.3%에서 2016년
31.8%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48)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반면 가계의 순자산저축률, 소득대비 순자산비율, 금융자산 증가율에 대한 양
(+)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75세보다 더 높은 연령 세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 동 세대의 짧은 잔여수명 및 작은 상대적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종국에는 음(-)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한 전망 분석으로는 연금 및 보험 비중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에 연금 자산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고 있고, 보험의 경우도 현재 고령
층의 낮은 보험자산 축적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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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계의 금융자산 중 주식 및 펀드 비중1)
패널A: 주식 비중

패널B: 펀드 비중

주: 1) 전체가구 평균 기준. 유로지역(15개국)의 경우 median 값을 이용하여 시산. 연령대의 경우 일본 자료는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및 70세 이상에 각각 해당
자료: 미국의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ECB의 The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일본 Statistics Bureau의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한국 가계금융복지조사

셋째, 고령화가 진전되면 시장금리는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아 금리
수준 하락(수익률 곡선의 하방이동)과 함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수익률 곡선
의 평탄화)가 예상된다. 이는 예대마진과 금융상품의 만기구조의 차에 따른 금리차
를 축소시켜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9) 또한 보
험, 연금, 자산운용업 등의 경우에도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고객의 기대수익률을 충
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50) 특히 기존에 판매한 수익률 보장상품의 비중이 높
은 경우 수익성 악화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은행산업의 경우 비용 절감과 수익원 다원화 차원
에서 인수 ‧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51) 또한, 국내에 고수익 투

49) 일본은행의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6.10월)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유로지역에 비해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으로 은행 수익성 악화가 더 컸는데, 그 이유는 유로지역에 비해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더 높고 저금리 기간도 더 장기간 유지해 온 상황이라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추가 도입되었을
때 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시기에 금리하락
은 부실위험을 낮춰 은행 수익성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
는 상황에서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MF
GFSR (2017.4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50) IMF GFSR (2017.4월)에서는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을 상정하면 기존에 보장수익률이 높았던
생명보험이나 연금의 경우 수익성 악화가 지급불능(insolvency)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추가적인 자
본 투입과 사업모델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51) IMF GFSR (2017.4월)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와 같이 전망하면서 대마불사 등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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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계의 총자산 중 실물 및 금융자산 비중
패널 A: 실물자산 비중 현황1)

패널 B: 우리나라 가계의 비금융 및 금융자산 추이2)

주: 1) 전체가구 평균 기준. 유로지역(15개국)의 경우 median 값을 이용하여 시산. 연령대의 경우 일본 자료는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및 70세 이상에 각각 해당
2)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료 기준
자료: 미국의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 ECB의 The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일본 Statistics Bureau의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한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자산 운용 등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기관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금융
산업의 리스크 축적이 심화될 수 있고,52) 저금리 하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부채
가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 심화 가능성도 있다.
넷째,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저금리 하에서 가계는 주식투자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산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로 인해 노
후 자산의 운용수익률이 하락하면 가계의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Ⅱ장의 분석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노년 초반까지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및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경우 고령
층의 고수익 추구를 위한 금융자산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그림 10>).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현재까지는 보수적인 경향으로 위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향후에는 동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고령화 진전 과정에서 자산운용업의 비중이 늘어나고53) 주식투자 수요가

52) 장기간 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가계가 수익률에 더 민감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이 고객 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가 자산 중 위험자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은행의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6.10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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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보수적 투자 행태로 인해 주가수익비율(PER)은 고령화 지표와 음(-)의 관계가
뚜렷해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고령화 진전 과정에서 국내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가계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큰 상황(<그림 11>, 패널 A)이기54)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면 고령층 비중 증가가 실물자산 편중도 상승으
로 이어진다.(<그림 7>, 패널 D) 다만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심화가 지속되고 고령층
의 자산 축적행태도 변화되는 경우 실물자산 편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자금순환통계)의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자료가 가용한 2008
년 30%에서 2016년 37%로 높아지고 있는(<그림 11>, 패널 B) 점은55) 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2020년대 중반까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부채의 증가속도는 자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의 소득대비 순자산 비율이 전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가계부채 증가가 상환능력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Ⅱ장의 다른 나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예상과도 일치한
다.

53) IMF GFSR (2017.4월)에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low-for-long economy)되는
경우 가계의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모
니터링 및 규제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5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1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4%이며 60세
이상인 경우 82%에 이른다.
5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횡단면 자료 상의 연령별 가구주의 B/S 등이 일정하다
는 제한된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금융심화 현상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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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 제안
인구 고령화는 가계는 물론 기업, 정부 등의 행태변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중 고령화의 핵심 파급경로인 가계를 대상으
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축과 자산 및 부채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의 축적 과정에서 주로 장기 금융자산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56)되므로 장기 금융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하다. 즉 2020년
대 중반 이후까지 가계의 금융자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금융자
산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시장금리가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하여 수익률 곡
선의 하방 이동과 평탄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운영하는 은
행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하는 장기금융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 및 연 ‧ 기금 등
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자산 축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57)되어
있는 데다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가 감소되지 않는 한 실물자산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층의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와 유동성 리
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56)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라 보험 및 연금 등 장기금융상품 가입자가 증가하는 경우, 보험사·연금기관의
만기불일치 완화를 위한 초장기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
령층의 금융자산 축적이 실물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의 비중도 주
요국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금순환통계 상의 가계(비영리단체 포함) 금융자산 중 보
험 및 연금의 비중은 2008년의 24.3%에서 2016년 31.8%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장기금융상
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6년말 부채의 가중평균만기는 23년 수준으로
추정된다.
57)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의 경우 총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82%(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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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부문58)의 정책과제별 대응 방안
2.1. 장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장기 채권 공급 확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 및 장기보험상품의 가입이 확대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만기불일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초장기 채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을
초장기로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신용 기업은 많지 않아59), 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장기 국채60)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위험으로 인해 초장기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여하는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의
회사채 관련 위험을 인수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인
력 확보, 자본확충 등을 통해 유가증권 발행·인수 등에 대한 투자은행의 전문역량
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2. 금융기관의 신규 수익원 창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기관은 저금리와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해외진
출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예대마진 위주61)의 영업에서 벗어나 자문서비스 및 PB영업 확대, 계열사
간 연계영업, 핀테크 및 기술금융 활성화 등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경영효
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62)
보험회사는 고령화로 인해 주요 보장대상이 사망에서 생존으로 변화하는 점을 반
영하여 의료 및 간병 관련 상품 등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보장형 장기계약에 대응하
여 신종자본증권 발행63)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58)‘금융부문’은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59) 2016년 은행채 ‧ 회사채 발행액중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은 각각 6.5%(7.1조원) 및 3.8%(1.7조원)
에 불과하다.
60)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6년 국채발행액중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은 18.4%(25.2조원) 수준이
다. 국채를 초장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인프라 확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금을 안
정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다.
61) 2016년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4.4조원으로 총이익(39.5조원)의 87.1% 수준에 달한다.
62) 정부는 은행의 자문서비스를 통한 수익 기반을 보장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술력 평가체계를 확
충하는 등으로 은행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63) 2021년부터 시행하는 IFRS17 기준서에 따르면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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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 ‧ 자산운용사는 대체투자64) 및 해외투자65) 확대 등으로 자산운용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출시해 고객유형별 맞춤투자66)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영업지점의 효율화와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 및 로보어드바이저67) 활성화 등
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고령가구 보유 실물자산 유동화 등 지원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69.2%를68) 부동산으
로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 편중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주택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
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 유동화가 가능한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주택가격 변
동 및 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
명보험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주택연금｣69) 상품 및 주택시장지수 관련 파생상품70)

64)
65)
66)

67)

68)
69)

70)

므로 과거 보험사가 판매한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보험부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증자,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 외에도 각종 신고 ‧ 공고 ‧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번거롭고,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 남
은 시점부터 매년 발행금액의 20%씩 자본에서 차감되는 단점이 있어, 만기까지 전액이 자본으로 인정
되는 신종자본증권이 자본 확충 수단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영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구채로 본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자본확
충시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래‘적정 유동성 유지’에 한정되어 있던 신종자
본증권의 발행사유를‘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으로까지 확대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다.(2017년 4월 입법예고)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동남아시아 등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엄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대상 및 세재혜택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부록>“주요국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Big Data를 기반으로 심리적 동요 없이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여 고위험 상품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
만 아니라 자문·운용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할 경우 수수료 절감도 가능하다. 그런데 현행법상 자문·
운용 업무는 사람만 할 수 있어 이를 도입하기 위한 규율체계 마련이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9.1%에 달한다.(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역모기지 계약과 동시에 차입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대출기관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
하고 연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도록 하여 예기치 않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대출기관의
손실을 차입자의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1991년 5월 영국 런던선물 ‧ 옵션거래소는 부동산지수선물을 상장한 바가 있으며, 2006년 5월 미국 시
카고상업거래소는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한 선물 ‧ 옵션 거래를 개시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락 위험을 헷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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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연금(공적 역모기지)의 운영으로 축적한 데이터
를 민간 역모기지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
층이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지연금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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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고령화에 대비해 종합적인 투자를 통한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영
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국은 1999.4월 PEP(Personal Equity Plan, 주식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와 TESSA(Tax 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통합
하여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를 도입하였다. ISA는 증권형(stocks
and shares ISA)과 예금형(cash ISA) 두 형태로 운영되며(유형간 상호이전이 가
능),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과세(10%)되나 예금형의 이자소득 및 증권형의 양도
차익·채권이자 등에 비과세된다.
일본은 2014.1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한시적(2014~2023년)으로 시행하였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상장주
식, 공모투자신탁, ETF 등 금융투자상품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N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취득한 주식·펀드 등으로 취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을 부여하였다.
캐나다는 2009년 1월 저축 및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TFSA(Tax Free
Saving Account) 제도를 도입하였다. TFSA는 예금 ‧ 채권 ‧ 주식 ‧ 펀드 ‧ 연금 등에 투
자하며, 이자‧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있다.
<표 A-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
이름
(도입시점)
가입대상
납입한도
투자대상

주요혜택

자료 : 서영미(2015)

영국

일본

캐나다

ISA
(99.4월)
예금형: 16세 이상
증권형: 18세 이상

NISA
(14.1월)

TFSA
(09.1월)

20세 이상

18세 이상

연 15,000 파운드
예금형: 예적금, MMF
증권형: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이자, 양도차익 등 운용소
득 비과세

연 120만 엔

연 5,500 캐나다달러

상장주식, ETF, 공모주식
투자신탁 등 상장 금융투
자상품

예금, 펀드, 주식, 채권, 연
금 등

배당, 양도차익 등 운용소
득에 대해 취득후 5년간
비과세(1회 연장 가능)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
운용소득 비과세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Financial Sector
Kyoungsoo Yoon1), Jae Hoon Cha,2) Sohee Park,3) and Sun Young Kang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channels through which population aging affects
the financial sector. Based on the results, we conjecture possibl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sector due to the aging. Empirical evidence from
international panel data shows that population aging is associated with a higher
growth rate of household net assets and does not suppress household debt growth. In
addition, the insurance, pension and asset management indus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shares in the financial sector. Furthermore, population aging causes
lower longer-term interest rates which leads to a flatter yield curve, while it affects
stock prices positively because of higher asset demand by households. To
complement the international panel data analysis, we also implement a simulation of
household balance sheets based on Korea-specific data,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 and Living Condi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industry is expected to keep
growing until the late 2020s thanks to increasing household financial assets, which
would also contribute to higher long-term financial asset demand. Second,
aging-induced low economic growth and low interest rates together with flattened
yield curves will likely lead to lower profitabil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under low interest rates, households would increase their stock or fund investments
to seek higher yields. Fourth, if elderly-headed households keep their asset
allocations biased towards real assets, population aging could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household assets into real asset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supply of long-term bonds needs to be increased to
meet increased demand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s where households accumulate
their assets. Furthermor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diversify their income sources
and strengthen their risk management to cope with lower profitability. Finally,
authorities need to help households to reduce liquidity and price risk related to real
estate by making reverse mortgages more 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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