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요약)
2017. 9

한 국 은 행

   

  







     



  

   

                 !"

  ! #   $ &%  (')
  *#  + ,-. ,/  32014 8675
           9;:<=,>?(')
  #  
/ @BAC ED  HGF<J1I K
/,L$>
  M# N :   HPO

 
 
 
 
 

Q @R'

S#  Q
\#  Q
i#  Q
m#  Q
"#  Q


               "

' #  VUT?9WX?ZY[
^]  _`?acb?def?agh
'jeP  9'k?9^O< l,>
h   nXo<ap,>?rqO<.Ks,>
vtau  w[

Q

xy

/

 
 
 
 
 

!z#  Q
! !#  Q
!*#  Q
!#  Q
!M#  Q

 

!S#  Q |  w


                \

D{}|? ~  ?aF?9 )
| 
'e?h)?(^?wO
,s}  ;e?9O
R#  w?9? hq?VjW?Tg
gR#  a< l,>?aP

  '

 j

/

             ah?nY?a,?9UK

  ^a `R

¡P ¢ ¤}£ .K¥ ^

 "i



   



      

   "! #   $&% ')( '* +, (-. /
01 2 5436 78:9 ;< ?=>  (@(AB   C
DEH.GF/ILKJMNOP Q(436
"!-. RSTU W=V XY(7 Z[( P  ]\ 
^

`_a:cb36Gd_DBefhgijklj

mpqon trsv6uwxy z{A "!-. v|` } ~> tr|rSy {A
trs|Ssu6ryBu|6 (Eer6sxy<`_t'C7

1]\

b36]\yz{A_?=>#""!-.
trs|S|rrr9:cyBtrrSyurr9P XY(P 
36
&7y# ]y8%G
b36"!# $&3.Y~#}:¢ ¡£
¤# JT¥_8¦§R©«ª¨R©=¬¤®Z&¯°Z
&±=¬ y ²Q³}36Q,´«dµ
¥¶?%·¸T µ ¹$y 8 ,&7}%+(
µºy %»:%b36
"!T  C¼(7'(E½¾¯¿%7ÀEÁP-
y88µE]ÂGÃ}Ä.WJ36Å?=Æ
µÇ¥-É-7È`8   ¤!Ê ZY+Ë
 Ìy

8  Í ¹P  8µ ÎcÂ Z« ÏA GÐ `8y

ÑÒ7ÔÓº¥CÕÐ1b36#"aÖÅ?=8µ]×&
ØÙ%ÛÚ(E?=>%s69yBs6Ü9P ÞÝ|rSßy sà
9%â(áµ%ã(^"! µäæåçIèyBD
é¿ëìêÉíî+Z/Íb36
 ïyB «    ¥ µ¥ C 
ñðZJyB# Ê%òó(µ¹%



Z(ô

C[SõTUã«(EÁ436ßô¼$8 ö÷ ÷ 
øúù# ôZ!û

d_wDü ý2Pþyý

(µÿ½ô$¥¤%(- Āb36E7yB¥ā

Ăõ% ăî(µäæåç §TôĄLDB
ą%(Ć436
µÿ]ć$¥+ĈyĊĉ
GÐ}¥µ¥ CČ
P $<436ĐÅ
%

ċTB¥yz "!#

čTāĂõ%

§(ďĎ`Tò

ċċTyB"!-. ]ö¥

\(ABè¥Ēđy8ē`_+8µ

¥Ĕĕ<Å?=Æy8ē"!T8µy8Ė¨µäæ
åçy 8 8ė
436

Z<  d y  ¸ £ òó<

ċċċTyB# $&Y~#}:¢ ¡£

"!äZ# yGĘ%ęÊP /Ě(Ć436

ċčTyB_

8¦§R©«ªR©=¬®Z&¯°Z&=¬ £OTy
B Q¨ y 8ēT÷µ¥ C

?(43

6
þµÿy: Íü   ¨ ØěÍ½ĚÍ# 
¥Ĝ_ĝ7Ğ%ĄĊ

?òóº¥Cğ8 2ĠÙµ¹ė%

Z(436/yBµÿµĉäZR©®=¬
Ą¶ġµ£:Ģ±ģĄy,+ĥÿĤòĦ]
µ ħ±Ĩ_ßôy 7E1:%P 78(4
36
 µÿ ăîy ¾ òĩ ĥE(Ć436  ô¥ C 7Ī(
ī yĬU L1% :«(ĆP

ċT B% ăî(Ć436 ĭ #

ôè Tè& į Įì İ3Å B µÿ ? ] ¥% Ø!(
·¸Í ôØ!L1%:«(AB

čTāĂõăîy ĥE(Ć

436 # ôè ėĲı äZ# ô& éĳ GZ
J

ċċT¨

ċčTy

ô& J

ċċċTy·¸Í ôØ!C×ĉ(°Zyăîy ĥE

(Ć436 §y  # ôè Ĵĵ R©dô& Ķ7ķĸĵĳa
c ô'è 8Ĺ8a Tô'è
I& Ķ#Öļ#Ľ ¥& ¹:ô

L R©ė ľ#: I& ı°Ŀė

}7ŀéIĽ¥&éŁļYł
Z&ĶĽ I&Ąġ
L )¿°

 ĺÙ]Ļ9

LdµĶĲ¥&R©

`M ¥&  Ńã: I&ĶÐ

L#ľc

ę&Ķņ LôãP ĥE(Ć436



L§TŅń,é

ą§T] ôyĥE(Ć436Ý8ĨĜĶãĜ:BÀ
8ĨĜĶYŇłĜ:Eÿ8ĨĜĴķÛĜ:§<8ĨĜňc
Ĝ:JJĉ«ôãĩ¥ŉ°ôy ÊP ĥE(ĆPö
ýôè µ8ĨèaŊĄĜ:µäæåç ôC:«(
Ć436½ŋy Ō%ōŎ:5ô¤ŏ90yĥ
E§T]¨,`G-ğÿĩGőŐìCĊŒ4
36òĩNœôy²7ECĊŔPŕŖP µÿą
ă¥ Ĝŗ [¬% $Â :« # ôè ĶŘ Tô'è ĶĶ
ļ$ġ L£ýyĥENÓØ_ÿEòřŚXFĢ36
ŕŖP µÿy: Íüy·¸ÍNÓ¦ĄÅÿĩöń
«ŉśńŜ%ōŝ36

trsSw
«# ôè&
Şş

Ⲷ僝√
ᤊ၎

 ۰ Խ  ߟࡁ  ۽˱ ࢂˈق
            ࡊ  ܘଞ˲ࡵଭ ˁࢿࠉ˱ࡕࢠ

본고의 구성 및 요약

서 론 : 본고의 구성 및 요약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기대
수명은 높아지면서 인구구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4.3%인 고령사회에, 2025년에는 이 비중이 20%인 초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인구구조 고령화는 우리경제의
경제성장률, 소비, 경상수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변수와 함께 가계의 대내
외 금융행태를 변화시키고 금융․주택․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복지지출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
화정책 수행여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
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5년 단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
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인구 정책이 그 성과를 내는 데에 최소 한 세대 이상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진한 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지체한다면
미래세대에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은행은 폭넓은 시각에서 인구고령화를 분석하고 대책
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본 연구총서는「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큰 틀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고령화의 영향
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의 고령화대책 사례, 그간의 고령화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평가와 제언 등 총 15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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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부 서론에 이어 제II부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개과정을 조
망하였고 제III부에서는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하는 한편, 제IV부에서는 다양한 경제부문에서의 인구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
제를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V부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른 우리 경제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개과정)
제1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1992~2012년)를 이용하여 출산율 저
하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을 주요국과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
라 출산율 저하는 주로 결혼․양육비용,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노동시장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육수준 및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문화
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양육비용의 대용지표로 이용
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
을 제약하는 노동시장여건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출산율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로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양성이 평등한
근로조건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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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은 역사적, 사회문화적, 인구적 특수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인구구조도 고령화되
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행속도가 빨라 고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 다른 역사적 특수성으로 과거 오랫동안 시행된 출산억제정책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높은 결혼 및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
이 어려운 환경, 남녀 간의 불균등한 가사분담 여건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구적 특수성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어 고령인구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
이 출산율 저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고령화 속도를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완화, 일․가정의 양립과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여건 등 가족복지정책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2장은 주요 OECD 회원국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출산율
도 제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고령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남녀가 평등한 문
화 및 근로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
이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연금수급 연
령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선진국들은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세제혜택제공, 국가보조 등으로 민간연금
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안정
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자영업자‧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셋째, 연금수급 연령 조정과 노동력 부족에 상응하여 각각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을 장려하는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고령층 대상의 구직 및 직업교육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층 대상 실업

- 5 -

제Ⅰ부 서 론

급여 및 실업연금을 확대하는 한편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 도입, 고령층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
산성 저하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정
책을 펴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년층의 숙
련도를 제고하는 직업훈련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일자리 매
칭 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
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전문직 고학력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정책
은 청년층의 실업 문제 및 사회문화적 포용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
는 추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일·가
정 양립정책, 연금개혁, 고용정책, 이민대책 등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수반되어
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일·가정 양립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육아 및 가족관련 수당·휴가 확대, 육아 및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의 인
식 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
의 성공적인 제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거나 도입
할 예정이지만 외국에 비해 그 정책 강도가 낮거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
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연금의 경우 수급연령 조정, 민간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비정
규직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령층의 빈곤 전락을 방지하는 등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공급
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일반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군복무, 직업
능력 수급불일치(skill mismatch)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을 감
안하여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
층 고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 인력을 통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서 이민정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독일 등과 같이 외국
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언
어와 문화적 교육을 통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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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그동안의 정책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이래 세 차례에 걸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1,2,3차 기본계획
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집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고령화 관련 정책 및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령화 정책의 포괄성, 적극성,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우선, 포괄성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고령화 정책은 노후소득보장
체계,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여가와 문화생활 지원, 안전한 고
령자 생활환경 보장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상
이한 정책목표와 추진사업을 사전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적극성 측면에서는 관련 예산, 조직, 제도의 확
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예산은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추진시 15조 9천
억 원,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추진시 40조 8천억 원을 투입하였고, 제3차
기본계획(2016 ~2020)중‘고령사회 대책’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89조 원 이
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도 고령화 정책의 가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령화 정책거버넌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
다고 저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주무 부처와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책 수요 수렴과 정책 대안 조정을 위해서는 예산
과 조직의 지원이 있어야 하나, 현 정책 추진체계는 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결정
권자의 정책의지 부족,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 부재로 실효적인 정책집행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로, 부처 간 협업이 미비하다는 것이
다. 고령화 문제의 특성상 복지, 노동, 산업, 보건, 의료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수이나, 협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협업의 수준은 매우 미약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로, 국가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시장중심 자유주의 대 정부개입 복지국가, 경쟁을 통한
효율 대 연대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이 예상됨에도 뚜렷
한 국가적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화 정책의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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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령화 정책의 주체를
정책결정권과 예산 및 조직의 집행권을 갖춘 기획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
으며, 점차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대부처로 개편하거나 전담 소부
처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담당 내각부 특명장관직을 신설한 후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
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정책의 사안별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핵심과제에 대
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통일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 및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남북한 인구를 추계하고 고령화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주요 가
정으로는 남북한 통일로 인한 인구통합 시점을 2020년으로 설정하고, 평화통일
을 상정하여 통일 과정에서 인구손실이 없다고 보았다. 분석결과, 통일로 인하
여 남북한 인구가 통합될 경우 고령화 수준은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 2065년에 고령인구 비중
이 정점(37.9%)에 이를 전망이나,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는 경우 고령인구 비중
은 31.4~34.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에
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기대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고령화 정도의 경감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북한 통일이 고령화 문제를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통일 이
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통일한국의 인구고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고령화와 거시경제)
제5장에서는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적용하여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과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
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을 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최근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지고,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시나리오(baseline)에서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00∼2015년중 연평균 3.9%에서 2016∼
2025년중 1.9%, 2026∼2035년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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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부정적 효과가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
국의 소득․소비 패턴을 보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법정 은퇴시기를 5
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노동생산
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인구대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 내에는 연평균 2.8%, 20년
내에는 1.6%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 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
로 시행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민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국가의 인구고령화 속
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점에 비추어 이민자 유입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인구고령
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를 완화하고 성장률 하락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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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은 고령층의 소비여건 및 전망을 토대로 향후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2015년 기준 고령층(60세 이상 기준)의 가구당 소득은 3.0천만원, 가구
당 소비는 2.1천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 4.3천만원, 소비 3.1천만원)을 크게 하
회하나 증가세는 다른 연령층을 상회하고 있다. 고령층 가구수 증가, 경제활동
참가 확대, 기초연금제도 확대 개편,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고령층 연금
소득 증가 등은 고령층 소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증대, 저금리 지속과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인한 기대 자산소득 축소, 높은 실물자산 보유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한계 등은 고령층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6~2020년중 고령층의 소득 개선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 가
속, 소비성향 하락폭 완화에 힘입어 고령층의 전체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고령층 소비 비중은 2015년 18.8%에서 2020년 23.4%로 상승하
고, 소비증가 기여율은 2011~2015년 38.5%에서 2016~2020년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층 소비의 영향력 확대 흐름에 대응하여 고령층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제7장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가간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를 초래하여 경
상수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착안하여 1981~2015년 세계 180여 개국의 자료
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경상수지에 선형적으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 부양률이 상승할수록 경상수지에 음
의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점차 작아지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
는 노년 부양률이 증가할수록 경제구조와 경제주체들의 행태, 경제정책 등을
변화시켜 그 영향을 완화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노년 부양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년 부양률 하
락으로 인해 총부양률이 하락하였으나, 향후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
부양률의 급속한 상승과 총부양률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노년 부양률과 경상수지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은퇴연령의 변화, 고령인구의 노동
시장 참여확대, 연금구조 변화, 저축 및 투자행태의 변화 등으로 고령화가 경
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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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정부의 세입·세출의 관계를 각각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세입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가 조세수입에 미칠 영향을 동태확률적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세출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
화가 재정지출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다른 G-7
국가들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체
세입중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모두 G-7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인구구
조 변화로 인해 이들 세입이 향후 상당히 감소될 전망이다. 2065년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각각 2015년 대비 72%, 74% 수준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출측면을 보면 고령인구비중 상승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15세미만 인구비중의 감소는
교육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2016∼2065
년 기간을 전망한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8조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의 경제성
장, GDP대비 재정지출 비중 32%를 가정한 결과이다. 항목별로는 사회보호 및
보건에 매년 5.6조원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교육부문과 일반 공공
서비스 등 기타 부문은 각각 매년 0.5조원, 2.3조원의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
제9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로 제시되는
노동공급 감소 경로, 저축률 경로, 실질임금·생산성 경로, 자산가격 경로, 재
정부담 경로 등을 점검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지만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래의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향후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1990~2060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인구증가율 변화를 외생변수
로 설정하고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고령화는 노
동공급감소 경로와 자산가격 하락 경로 등을 통해 장기 인플레이션을 추세적으로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인플
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p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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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장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고령화 진전
등 사회구조 변화단계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구구조변
화에 대응하여 구조개혁 및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
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와 부문별 정책과제)
제10장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OECD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1980~2015
년)를 이용한 거시패널 모형과 한국노동패널 자료(2004~2015년)를 이용한 미시
패널 모형을 이용하였다.
거시패널 모형에서는 고령화가 가계의 저축률,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구성
비중,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미시패널
모형에서는 코호트(cohort)효과와 연령효과를 분리하여 연령대별로 자산·부채
보유 규모,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코호트효과
란 가계의 연령대별 자산·부채 구조가 출생연도별로 거시경제 환경, 제도 등
의 특이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하며, 연령효과란 출생
시점과 관계없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거시패널 모형 분석결과,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가계의 저축률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생애주기이론 등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경우 하락하는 방
향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시패널 모
형 결과, 코호트효과 감안시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실물자산
규모를 매우 완만하게 축소하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예비적 저축동기, 상속동기 등이 어
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보면, 고령화의 진전은 가계의 저축률 하락, 안전
자산 비중 증대 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 다만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급격한 처분은 나타나지 않아 금융시장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물자산 유동화시장 발전, 안전자산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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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대비한 장기채권시장,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개발, 고령층에 대한 금
융교육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11장에서는 고령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제 패널자료 및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응방
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1960~2016년의 30여개국 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순자산 비율이
상승하였다.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보험 및 연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노년 초기에는 펀드 위주, 후기에는 예금 위주로 변화하는 특
성을 보이는 한편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2~2016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
령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 금융산업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며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고
령화로 인한 저성장·저금리 및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금융기관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성향이 지속될 경우 향후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13 -

제Ⅰ부 서 론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 확대에 대비한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수익
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및 금융상품 수요변화에 대
비한 새로운 영업모델 개발과 리스크 관리강화,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고
령층이 가격변동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실물자산 유동화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제12장은 인구고령화와 가계부문의 대외투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고령화 정도에 따른 자산의 기대수익률 차이
가 국가간 자본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2001~2015년 54개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와 대외투자자산 규모 변화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외
투자자산을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 대외주식투자 등 투자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고령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는 대외투자자산 규모를 줄이며, 투자 성격별로는 대외증권
투자자산보다는 대외직접투자자산에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화 속도도 대외투자자산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그 효과는 고령화 수준보
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적된 해외투자자산이 미래의 외환공급의 원천이
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대외투자자산의 감
소가 궁극적으로 대외신인도를 하락시켜 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투자자산 축적을 통해 소득수지 흑
자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등 대외투자 활성화를 유도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13장에서는 인구고령화 진전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주택수요
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전망하고 있다. 분석결과, 공적연금, 저축 등을 통한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고령가구는 주택을 처분하
거나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여 소득을 보전할 유인이 커지며, 이는 청년
가구 감소와 함께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945~1954년생을 고점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주거면적의 합으로 수량화한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른 총량 측면 중장
기 주택수요는 증가세가 완만한 속도로 둔화될 전망이다.
고령층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 주택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이 커지
면서 이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중소형 주택·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보급률이 2015년 현재 102.3%로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은 상황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세 둔화는 빈집(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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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6.9만호로 전체 주택의 6.5%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를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추구할 유인이 높아진 가운
데 청년가구의 꾸준한 임차수요 등으로 월세로의 임대차시장의 변화 추세도 상
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고령가구의 주택처분
이 단기에 집중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금융·경
제 여건,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주택공급 방식, 거래가 손쉬운 높은 아파트 비
중 등을 감안할 경우 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고령가구의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빈곤 노년층 등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 대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주택연금 활성화, 은퇴가구의 보유주택 임대전환 지원 등 고령층의
주택매도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4장에서는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노동
시장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 지표
를 감안하여 장래의 노동공급규모 변화를 추정하고, 인구고령화의 산업별 노동
수급 전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
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2016년과 같은 성별·연령별 노동공급패턴이 유지된다면 경제활
동인구, 취업자수, 총 노동시간 등으로 측정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공급규
모 감소는 2030년경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이들 노동공급 지표
가 각각 현재 수준의 87%, 88% 및 8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나 은퇴시기 연장의 성공적 안착,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축소, 청년실업 감소
등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2050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는
현재의 92% 수준, 총 노동시간은 87%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로 노동공급 규모가 크게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시장의
수급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할지 현재로서는 단정
짓기 어렵다. 이론적으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동수급에 영향을 줄 기술진보의 영향
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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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인력 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요인은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부
문 및 신규인력 진입 부족으로 고령인력 비중이 높아진 부문에서는 고령인력
의 퇴장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수급 변화의 구체적인 특성
을 고려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래의 노동
시장 수급상황은 경제활동인구, 노동시간, 생산성 등 노동공급 요인의 변화와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와 같은 수요 요인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신축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수급여건은 산업, 직업, 인구집단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부문별,
인력유형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제15장은 인구고령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OECD와 Wolrd
Bank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부가가치, 고용,
생산성, 순수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패널회귀분석의 추정치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
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분석결과,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총부가가치(GDP) 및 고용 측면
에서 제조업 비중은 줄이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전산업 평균 대비 각 업종의 상대적인 생산성 변동을 산출
해 보면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제조업은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상승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각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구고령화와 더불
어 고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의 순수출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서 국내 수요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해외 수
요의 기여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가 효율적으로 개편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기술 제조업 부문은 수요감소가 예상되므
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건·복지업, 부동산·임대·사
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수요 증대에 맞추어 공급능력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국내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외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수요
부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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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미래상과 정책과제)
마지막으로 제V부는 맺음말 성격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 인
플레이션, 재정 등의 거시변수 및 금융, 외환, 노동 등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고령화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 결과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밝지 못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영향만 볼 때 203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
까지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여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저축률 하
락, 대외투자자산의 감소, 장기적 노동인력 감소 등 개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함께 산업구조는 저기술 제조업 비중이 줄고 보건·복지 등의 서비스
업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여년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면서 많은 재
정을 투입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혼․
양육비용,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노동시장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육수준
및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요인 등도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대책 거버넌스 체계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리더쉽 및 추진력 부족, 정책간
모순으로 인한 연관효과 미약, 미흡한 정책조정 체계 등이 한계로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출산율 상승을 통한 인구고령화의 극복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다
긴 정책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유인체계
(incentive mechanism)를 출산율을 제고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조세제도 정
비 및 재정 집행 등을 통해 출산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
계를 만들고 육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간접적으로 출산 및 결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인구구조의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
간극을 매우기 위해 여성 및 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이
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무 여성 등 정
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층의 취
업을 돕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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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에서 적극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저숙련 노동의 이민을 허용하되, 장
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유입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생산성
증대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관련 정책거버넌스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관련 법과 제도가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
안하여 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 주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정책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
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변화에 대응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도 사회·경
제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금리 및 인플레이션 변동 등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과 함께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 및
정책수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
여력 약화 및 재정의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화 기능에의 영향 등에 대한 중장기
적 대응계획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의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고령화 문제
의 근본적 해결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출산율 저하는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
하락과 직결된다. 비록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효과가 당장 나
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산율 제고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가
장 핵심적인 최우선 정책 아젠더라는 확신을 갖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18 -

Ⲷ僞√
ὦ՚՚⁞ӎဧ⹂ῲЊӪ

 ࢿࢠ  ˈԶࢂ ࡕࢉ˕ ઞघ
              ˁୱ ଞ˲ࡵଭ

 ࢿࢠ  ˈԶ߾ оࡻଞ ࢉ˱оॺ 
         2(&'یԷձ ࣸࡳݪԻ
           ̡ऑࢊ ˈԮо  ˁୱ ଞ˲ࡵଭ
 ࢿࢠ  ˈԶ ࢽॺ ʠ؟ς ݛૡɼ
              ফॷࡈ .', ˲ࢿࢽॺоଝࡕ

 ࢿࢠ  ࢊ˕ ˈԶ
              ফएࠒ ଞ˲ࡵଭ

제1장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제1장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가
운데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고령화가 여타
회원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
국별 합계출산율1)2)

고령인구1) 비중2)

주: 1) 연도별 가임기(15-49세) 평균 여성 수
대비 출생아 수의 비율
2) 2014년 기준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주: 1)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 중위추계 기준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통해 고령화의 원인을 출산율 저하
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구분하고 출산율 저하의 결정요인을 중
심으로 분석한 이후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을 주요국과 비교

2. 분석 방법
□ 분석자료는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1992 ~ 2012년)를 이용
□ 출산율 저하의 요인을 국가별 고정효과가 있는 정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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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 설명변수는 소득, 결혼․양육비용(주
택가격상승률), 고용여건(실업률), 남녀의 가사분담여건(여성경제
활동참가율, 남성근로시간비중), 교육 및 남녀 고용여건의 평등

정도(여성대학진학률, 남녀임금격차), 가족복지지출비중, 공적연
금지출비중 등을 고려
□ 기대수명 연장의 요인으로서 보건정책지출, 1인당 소득, 의료
기관, 의료종사자, 출산율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을 주요국(출산율 회복국과 출산율 저
조국)과 비교하여 분석

3. 분석 결과
(1) 출산율 저하 요인
□ OECD회원국들의 경우 주로 노동시장의 여건 및 양성 평등 가
치관의 변화 요인과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근로여건, 결혼․양육
비용 등의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실업률이 1% 늘어날 경우 출산율은 약 0.05% 하락하는 반
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 늘어나면 출산율은 약
0.3~0.4% 상승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 등으로
출산 및 양육 여건이 양호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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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양성 평등적 근로조
건이 악화되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47% 하락, 여
성의 대학진학률이 1%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1% 하락
ㅇ 그 밖에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근로여건, 결혼․양육비용 등도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결혼ㆍ양육비용의 대용지표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기대수명 연장 요인
□ 보건정책 및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종사자의 수 등 의료기술
발달 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3)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
□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행속도가 빠른 만큼 고령화도 매우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그 배경을 역사적, 사회
문화적, 인구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어 살펴봄
ㅇ 역사적 특수성으로 장기화된 출산억제정책 등에 따른 잠재
출산력의 하락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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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

주: 1) 연도별 가임기(15-49세) 평균 여성 수 대비 출생아 수의 비율
2)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population replacement rate), OECD 및 UN 기준 2.1
자료: World Bank, 국가기록원

ㅇ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높은 결혼 및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남녀 간의 불균등한 육아ㆍ가사분담 여
건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높은 양육비용에도 불구하고 보육수당을 포함한 우리나
라의 가족복지지출(GDP 대비 1.4%)은 출산율 회복국(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이 1.5 이상인 국가중 프랑스, 스웨덴, 노르
웨이, 덴마크, 핀란드 평균, GDP대비 3.5%)보다 크게 낮으며

출산율 저조국(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이 1.5 이하인 국가중 독
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
국별 가족복지지출비중1)
패널 A. 출산율 회복국

패널 B. 출산율 저조국

주: 1) GDP 대비 보육수당, 출산휴직급여, 기타 육아 지원금 등 가족복지지출비중, %, 2011년 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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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남녀의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혜자가
매우 적고 특히 남성들의 경우 제도 이용이 매우 적은 편
국별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혜자1)
패널 A. 출산율 회복국

패널 B. 출산율 저조국

주: 1) 2013년 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ㅇ 인구구조적 특수성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
고 있어 고령인구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출산율 저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고령화 속도를 큰 폭
으로 증가시킴
베이비붐 세대의 위치

베이비붐 세대 비중(%)
2004

2009

2014

2019

2024

령(세)

40-49

45-54

50-59

55-64

60-69

생산가능인구1)

23.5

22.4

21.6

21.4

11.9

핵심근로인구2)

39.4

20.8

-

-

-

은퇴연령인구3)

-

-

-

31.9

55.0

-

-

-

-

35.8

연

고

주: 1) 베이비붐 세대의 위치는 진한 표시
자료: 강태헌(2016), OECD

령

층4)

주: 1) 15-64세 2) 25-49세 3) 60세 이상 4) 65세 이상
자료: 강태헌(2016),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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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인구고령화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구조변화의 보편적
인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진행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출산율의 저하를 완화하기 위
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
용의 부담완화, 일-가정의 양립과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여건 등 가족복지정책이 긴요
ㅇ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
해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
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ㅇ 나아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고령층의 빈곤
화 및 은퇴 이후의 연금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전
반적인 지원 대책의 마련이 필요
ㅇ 또한 출산율의 회복과 인구고령화 속도의 완화는 여러 세대
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청소년층의 교육 및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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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
OECD사례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 주요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ㅇ 이에 각국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
보장비용 증가,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등을 최소
화하기 위해 인구대책을 시행
□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이 긴요

2.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사례중심
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ㅇ OECD 회원국의 정책사례를 일 ‧ 가정 양립지원 정책, 연금
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을 중심으로 조사
□ 또한 우리나라가 시행해 온 기존의 저출산 ‧ 고령화 대책과
현황을 점검해보고 주요국과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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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1)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
ㅇ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출
산율도 제고
ㅇ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남녀가 평등한 문화 및 근
로정책을 중시
(2) 연금제도
ㅇ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고령
화에 따른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층의 근로의
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
ㅇ 또한 민간연금과의 연계 및 연금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공
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영업자 ‧ 저소득층
의 소득보전을 지원
(3) 고용정책
ㅇ 고령층 노동력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 변화, 직무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고령층 대상 구직 및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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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층의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

(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노

동시장의 기술 불일치(skill mismatch) 문제를 해소하여 노동공
급 부족에 대응
* 최근 World Bank의 연구(McKenzie, 2017)는 직업훈련, 임금보조, 구
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LMP와 더불어 경직적인 노동법, 금융제도 및 하부구조의 미
비 등 노동시장 외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
다고 지적

(4) 이민정책
ㅇ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인력정책으로 주요국에서는 전문직 고학력의 외국인 인재
들을 적극 유치
ㅇ 다만 청년층의 실업 문제 및 사회문화적 포용 문제를 고려
하여 추진

4.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04년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
정한 이래 3차에 걸친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옴
ㅇ 저출산 ․ 고령화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으나 그 회복과정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보다
긴 정책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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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진국들의 주요 대응정책을 본보기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가운데 사회문화적인 공감대의 형성도 매우 중요
—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을 제
고하는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는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
어야 비로소 효과적일 것임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에 대한
인구대책은 일 ‧ 가정 양립,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
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될 때에만 효과가 실현
ㅇ 특히 남녀 간 임금격차의 완화나 육아 및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각종 육아·가족 관련 수당 및 휴가
확대 등 사회문화적 의식 개선 수반이 필수적 요소
— 또한 정책효과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
업장 근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
ㅇ 연금의 경우 수급연령 조정, 민간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한편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
소하여 고령층의 빈곤 전락을 방지하는 등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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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분업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
— 고령층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활동을 지원
하는 한편 자영업 또는 저임금 근로로 인한 고령층 빈곤
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의 재취업을 지원
— 또한 청년층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ㅇ 나아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
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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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
1. 연구 배경
□ 저출산으로 인한‘인구절벽’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넘는 재정, 노동, 산업, 복지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 대한 고려가 요구
□ 고령화 정책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분석 방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1 ․ 2 ․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집행하였거나 집행 중인
고령화 관련 정책 및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관계자 심층
면담을 진행
ㅇ 고령화 정책체계를 포괄성, 적극성, 효과성 측면에서 다면
적·정성적으로 분석
ㅇ 현 고령화 정책 추진 체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보
다 효과적인 정책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제시

3. 분석 결과
(1) 고령화 정책의 포괄성, 적극성, 효과성
□ 포괄성: 고령화 정책은 노후소득보장체계, 노년의 건강한 생활
을 위한 지원체계, 여가와 문화생활 지원, 안전한 고령자 생활
환경 보장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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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부처 간 상이한 정책목표와 추진사업을 사전 조정하
지 못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저해
□ 적극성: 고령화 관련 예산, 조직, 제도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ㅇ 특히 예산은 1차 기본계획(2006~2010) 추진시 15조 9천억원,
2차 기본계획(2011~2015) 추진시 40조 8천억원, 3차 기본계
획(2016~2020) 중‘고령사회 대책’추진을 위해 5년간 89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재정계획’

□ 효과성: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고령화 정책의 가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
ㅇ 다만, 고령화 정책의 특성 상 정책자원 투입과 정책효과 산
출 간 시차, 사회문화적 수용성과 인식 변화 등 장기시계적
특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분석
□ 주무 부처와 위원회의 한계: 다양한 정책 수요 수렴과 정책
대안 조정을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의 지원이 있어야 하나, 현
정책 추진체계는 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결정권자의 관심
부족,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 부재로 실효적인 정책집행
에 한계를 드러냄 수 있음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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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간 협업 미비: 고령화 문제의 특성 상 복지, 노동, 산업,
보건 의료 등 관련 부처 간 협업(협업적 거버넌스)이 필수이
나, 협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협업의 수준은 매우
미약
□ 국가 비전과 목표 불분명: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시장중심 자
유주의 대 정부개입 복지국가; 경쟁을 통한 효율 대 연대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이 예상됨에도 뚜렷
한 국가적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

4. 시사점
□ 고령화 정책의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
ㅇ 고령화 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권과 예산조직집행권을 갖춘 기획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ㅇ 고령화정책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유사업무를 통합한 대부처 개편 또는 전담 소부처 신
설*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담당 내각부특명장관직을 신설한 후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

□ 고령화 정책을 정책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
정하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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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일과 고령화
1. 연구 배경
□ 남한과 북한은 모두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합계출
산율 또한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로 지칭되며, 인구이동이
없고 사망률이 일정한 경우, 현 수준의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
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2.1명을 의미

ㅇ 통일 이후 북한인구의 고령화는 통일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본 연구는 독일통일의 사례*를 토대로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
역의 출산율 및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
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남북한의 인구변동을 추계하는 동시
에 고령화의 진행 수준을 비교
*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절반으로 하락한 이후 상당기
간에 걸쳐 서독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동서독간 기대여명 격
차도 점진적으로 축소

2. 분석 방법
□ (기본가정) 남북한 통일에 따른 인구통합 시점을 2020년으로
설정하고, 평화통일을 상정하여 통일 과정에서 인구손실이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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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통일 이후 남한지역의 인구변동은 유엔 전망(중위 출
산율·사망률 기준)*을 따르는 것을 전제한 반면, 북한지역
의 출산율과 기대여명은 통일 충격으로 인해 유엔 전망을
이탈하는 것으로 가정
* 유엔의 남한 및 북한인구추계는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지
속되는 것을 가정한 것임

□ (이용자료) 유엔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년 수정판)의 남한 및 북한 인구추계, 연령별 출산율, 연
령별 생존율(기대여명), 출생성비 등의 자료를 활용
□ (추계방법) 출생, 사망, 이동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향후 인구
의 성장과 변동을 추계하는 방법인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여 통일 시점인 2020년부터
2100년까지의 북한인구를 추계
ㅇ 남북한 인구를 4개 그룹(남한여성, 남한남성, 북한여성, 북
한남성)으로 구분하고, 연령별 인구구성은 5세 단위(0세,
1~4세, 5~9세, … , 75~79세, 80세 이상)로 구분

3. 분석 결과
□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 및 기대여명 변화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Baseline 시나리오*와 비교
*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유엔 전망(출산율․사망
률 중위기준)의 남한 및 북한의 인구추계를 단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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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시나리오는 독일통일 사례를 토대로 통일 직후 북한지역
의 출산율 급감하는 상황, 점진적으로 출산율 및 기대여명이
남한지역 수준으로 수렴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음
주요가정1)

Baseline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주: 1)
2)
3)
4)

합계출산율

기대여명

유엔 전망(중위)
(1.94명 → 1.83명)

유엔 전망(중위)
(71.7세 → 85.3세)

급감 → 수렴

유엔 전망(중위)

(1.94명 → 0.97명3)
→ 1.76명)

급감 → 수렴 →증가
(1.94명 → 0.97명3)
→ 1.83명)

유엔 전망(고위)
(1.94명 → 2.29명3)
→ 2.33명)

(71.7세 → 85.3세)

수렴

추계결과(2065년)
고령인구
남한(37.9%) 대비2)
비중
31.9%

6.1%p ↓

33.4%

4.5%p ↓

34.9%

3.0%p ↓

34.4%

3.5%p ↓

31.4%

6.5%p ↓

(71.7세 → 91.9세4)
→ 93.7세)

통일 시점인 2020년부터 2100년까지의 변화를 의미함
남한의 고령화 수준이 정점에 이르는 206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과 비교
통일 직후인 2025년까지 출산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고 가정
2075년에 남한의 기대여명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가정

□ 분석결과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모든 시나리오
(Baseline 시나리오 포함)에서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에 비
해 고령화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완화 효과의 정도
는 북한지역의 출산율 충격 및 기대여명 수렴에 대한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 206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정점
(37.9%)에 이를 전망이나,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는 경우 고령
인구 비중은 31.4~34.9% 수준으로 감소

ㅇ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급감한 이후 남한수준으로 수렴하고,
기대여명이 유엔 전망(중위)을 따를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4.5%p 감소(시나리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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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급감하는 충격과 기대여명 수렴이 모
두 발생하는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3.0~3.5%p 감소하여 통
일로 인한 고령화 완화 효과가 다소 축소됨(시나리오 2, 3)
ㅇ 한편,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더라도, 고령인구 비중이 6.5%p 감소하
여 통일로 인한 고령화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시나
리오 4)

4. 시사점
□ 통일로 인한 남북한 인구통합은 남한의 고령화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 하락
과 기대여명 수렴은 통일한국의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통일로 인하여 남한의 고령화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북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2004년)했고, 인구규
모가 2배 정도 많은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
문임
ㅇ 다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더라도 통일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통일 직후 사회경제적 혼란이 북한지역의 출산율 저하
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지역의 기대
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발생하는 보건·의료·연금
등 통일비용 증가에도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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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령화와 경제성장
1. 연구 배경
□ 인구고령화가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경제주체들의 행태, 제도, 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
는 만큼 그 효과는 앞으로 우리가 인구고령화에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하여 시뮬레이
션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제공

2. 분석 방법
□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회계모
형(growth

accounting)과

동태적

CGE(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추산
(1) 성장회계모형 분석
□ 경제성장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생산
가능인구 비중 변화 및 총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나타내고 통
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추정



         .







     

단,        는 실질GDP,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를 나
타내고 상첨자는 증가율을 의미하며 실질GDP와 인구요인과의 항등식

     




   ×  ×  ×  으로부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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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 가계의 소비, 노동공급 및 교육투자 행태와 기업의 노동수요
및 자본수요 등을 고려한 소규모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적으로 분석

3. 분석 결과
￭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으로 자본, 총요소생산
성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장경로를
잠재성장률 전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또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노동생산성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추세
가 미래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였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
상 64세 이하)은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인구전
망은 통계청의 2016년 인구추계를 반영하였음

(1) 성장회계모형 분석
□ 기본 시나리오(baseline) 하에서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00∼2015년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중
1.9%, 2026∼2035년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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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
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제도, 정책이나 경제주체들의 행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여러 가지 가상의 인구대책 시나리
오를 설정하여 분석
① 은퇴시기 5년 지연 :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향후 10년간 연평균 0.4%p, 그 후 10년간 0.2%p 지연시키는
효과 발생*
* 은퇴시기 연장은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청
년층과 고용층간 직종경합 정도가 미미하고 고용의 대체관계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효과는 감안하지 않았음

②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66.8%) 수준으로 제고 :
경제성장률 하락을 향후 20년에 걸쳐 연평균 0.3∼0.4%p 완
화시키는 효과 발생
* 2015년 현재 57.4%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세계 최고인 아
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p씩 상승시키는 경우 경제성
장률은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0.6∼0.7%p 정도 상승

③ 노동생산성 유지 :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0.4%p, 그 후 10년 동안 연평균 0.8%p
정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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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출
산율을 높이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내에는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인구대책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뮬레이션

(2) CGE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행하였는데 결과는 성장회계 분석과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남
① 은퇴시기 연장 : 은퇴시기를 5년 지연시키는 경우 향후 20
년간 경제성장률은 baseline에 비해 연평균 0.1~0.2%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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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0.5%p씩 점진적으로 OECD 평
균 수준까지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0.25∼0.28%p 상승
③ 총요소생산성 제고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0년간 1.0%p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0.5%∼0.6%p
정도 상승
④ 외국인 노동인력 도입 : 외국인 취업자(2016.5월 현재 96.2
만명, 통계청)를 비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200만명 추가로
유입시킬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p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

4. 시사점
□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인구고령화에 대처할
필요
□ (인구고령화 진행속도 완화 정책)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 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ㅇ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2017년 현재 25∼38
세)에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실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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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사례를 보면 이민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점에 비추어 이민자 유입
확대도 인구고령화 속도 완화에 효과적
ㅇ 다만 이민정책은 최근 일부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사
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립
할 필요
□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 완화 정책) 단기적으로 은퇴시기 연
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
소를 완화하고 성장률 하락을 지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ㅇ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
고할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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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령화와 소비
1. 연구 배경
□ 최근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이 취업 및 소
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고령층의
영향력이 증대
⇒ 고령층 소비여건의 현황 및 전망을 토대로 향후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

2. 분석 방법
(1) 고령층 소비동향
□ 고령층(60세 이상 기준)의 가구당 소득 및 소비는 2015년 기준
각각 3.0천만원, 2.1천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 4.3천만원, 소비
3.1천만원)을 크게 하회

ㅇ 이에 따라 총소득 및 총소비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8%, 19.3%로 가구수 비중인 29.1%를 크게 밑도는
모습
* 총소득 = 가구수×가구당소득
총소비 = 가구수×가구당소비 = 가구수×가구당소득×소비성향

□ 그러나 최근의 소득‧소비 증가세는 다른 연령층을 대체로 상회
ㅇ 2011~2015년중 60대의 가구당 소득 및 소비 증가율은 40대
를 상회하고 있으며, 가구수를 감안한 총소득 및 총소비를
비교하면 세대간 차이가 더욱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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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층 소비여건
(증가 요인)
① (가구수 증가) 고령층(60세 이상) 가구수가 최근 5년간 매년
4.6% 내외 증가(전체 가구수 1.7%)
② (고용률 상승) 노후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이 늘어
남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확대
* 고령층 고용률은 최근 5년간 매년 0.6%p 증가(청년층 0.2%p)

③ (연금소득 증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기초연금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고령층 연금소득이 최근 5년간 연평균 9.3%
증가
(제약 요인)
① (장수리스크) 고령층 기대수명이 최근 5년간 1.46년(65세 기준)
늘어나고 노후자금 수요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의 저축도 함
께 증대
* 장수리스크는 고령층의 2011~2015년 소비성향 하락폭(연평균
1.0%p)중 1/4 정도(0.25%p)를 하락시킨 것으로 시산

② (자산소득 축소) 저금리 지속,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기대 자산소득이 축소
* 고령층의 경우 청장년층과 달리 지난 5년간 순이자소득이 감소

- 48 -

제6장 고령화와 소비

③ (소비유동성 미흡) 고령층 가구는 보유자산중 실물자산 비중
(82%)이 높아 소비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가 제약
* 저소득층(68%)의 절반 정도는 자산유동화를 통한 구매력 보강
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3. 분석 결과
□ 2016~2020년중 고령층의 소득 개선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령
인구 가속, 소비성향 하락폭 완화에 힘입어 고령층의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한층 커질 전망
ㅇ 고령층 가구수는 베이비붐세대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연평
균 증가율이 확대(2011~2015년 4.6% → 2016~2020년 5.3%)
ㅇ 가구당 가처분소득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및 사적 연금
수입 증대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4.4% → 4% 내외)
ㅇ 소비성향은 당분간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연금소득 증대 등
으로 하락폭이 축소(-1.0%p → -0.3%p 내외)

⇒ 고령층 소비 비중은 2015년 16.9%에서 2020년 23.4%로 상승
하고, 소비증가 기여율은 2011~2015년 38.5%에서 2016~2020
년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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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고령층 소비의 영향력 확대 흐름에 대응하여 고령층이 국민경
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
ㅇ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소비성향을 제고하기 위
해 미래 소득흐름의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
① (고령층 적합 일자리 제공) 우선 직무특성, 근로시간 등의 측
면에서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실제 취업에 성
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확충
② (자산유동화 방안의 활성화) 가입 규모가 미미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노후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
③ (자금수급의 불확실성 완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
후대비 연금의 중장기 재정 건선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연
금수급에 대한 불안을 완화
④ (고령층 소비기반 확충)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육성 등 고령층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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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화와 경상수지
1. 연구 배경
□ 한국은 지난 40년간 저출산 및 수명연장으로 인해 유년 부양
률이 급감*한 가운데 노년 부양률**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15세 이하 인구/15세~65세 인구: 65.4%(1975년)→19.2%(2015년)
** 65세 이상 인구/15세~65세 인구: 6.0%(1975년)→18.0%(2015년)

□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간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를 초래하
여 국가간 자본이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2. 분석 방법
□ 세계 180여 개국의 자료(1981년부터 2015년)를 대상으로 분석
ㅇ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5년 평균 비중첩 동태 패널을 구성
ㅇ 경상수지의 설명변수로 유년 부양률, 노년 부양률 및 비선
형성을 고려한 부양률의 제곱항 등을 포함한 가운데, 기타
통제 변수로 순대외자산,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변동성, 통
화량,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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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 유년 및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경상수지에 선형적으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유년 및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투자보다는 저축 감소
를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노년 부양률이 상승할수록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작아지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남
ㅇ 이는 노년 부양률이 증가할수록 경제구조와 경제주체들의
행태, 경제정책 등을 변화시켜 그 영향을 완화시켰을 가능
성을 시사함
□ 한국의 경우 향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상수지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한 음의 관계는 점차 약해
질 가능성이 있음
* 유년부양률: 20.3%(2011-2015년)→22.1%(2036-2040년)
노년부양률: 16.8%(2011-2015년)→54.4%(2036-2040년)

ㅇ 고령화가 일정수준 이상(노년부양률>15%)인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한국의 향후 25년 뒤 GDP대비 경상수지 비중
(%)의 변동폭은 –0.69%p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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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한국의 경우 최근까지 노년 부양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년
부양률 하락으로 인해 총부양률이 하락하였으나,
향후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 부양률의 급속한 상승
과 총부양률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ㅇ 그러나, 노년 부양률과 경상수지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은퇴연령의 변화,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연금구조 변화, 저축 및 투자행태의 변
화 등으로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달라
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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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고령화와 재정
1. 연구 배경
□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특징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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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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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세수입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 세출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지출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ㅇ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
보호 및 보건 지출, 교육지출* 및 여타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은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출
이며, 교육지출은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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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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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입, 세출 추정액의 차이를 재정수지로 보아서
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세입 측면)
□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다른
G-7 국가들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한국의 경우 현재 노동세입과 자본세입 모두 G-7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세입규모는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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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준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조세수입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5년 기준 노동세입과 자
본세입은 각각 119조원과 50조원 수준이었는데, 2065년
경에는 노동세입의 경우 86조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자본세입의 경우 37조원 이하로 추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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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측면)
□ OECD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령인구비중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15세미만 인구비중의 감소는 교육지
출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음
□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우리경제의 2016∼2065년 기간 동안 인
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8조원의 재정지
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ㅇ 항목별로 보면 사회보호 및 보건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5.6
조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은 각각 매년 0.5조원, 2.3조
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4. 시사점
□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정
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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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고령화와 인플레이션
1. 연구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저출산, 고
령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가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 및 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 기존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① 노동공급, ② 저축률, ③ 실질임
금 및 생산성, ④ 자산가격, ⑤ 재정부담 변화 등을 통해 다양
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ㅇ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의 단계 및 형태, 경로별 영향의 방향
과 정도 등이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인구고령화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별 추이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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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물경기순환(real business cycle) 이론에 기반한 통화모형
(monetary model)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장래인구전망
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시

3. 분석 결과
(1) 인구고령화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별 추이
① 노동공급 감소 경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
한 생산둔화는 총수요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나 고령화가 장기 수요침체 현상을 유발하는
경우 장기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
② 저축률 경로: 저축률은 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
으나 고령화 속도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상황
③ 실질임금/생산성 경로: 고령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임금과 생산성은 고령화 진전과 관계없이 2000년
대 이후 낮은 증가율 유지
―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여부는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여부,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 여부, 청년층 실업 해소 여부 등에 의존할
것으로 보임

- 58 -

제9장 고령화와 인플레이션

④ 자산가격 경로: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
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이 추세적인 하락세
를 보이지 않고 있음
⑤ 재정부담 경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어 고령화가 재정
부담 변화를 통해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닌 것
으로 판단
―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세수 확대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음
⇒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나 고령화의 인플
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아직은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2)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1990~2060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인구증
가율 변화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시행
ㅇ 시뮬레이션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는 노동
공급 감소 경로와 자산가격 하락 경로 등을 통해 장기 인플
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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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
기 추세에 반영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p* 내외 하락 예상
* 시뮬레이션 1: 2000~2015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2.7% 기준
2020년대 이후 연평균 인플레이션 0.06%p 하락
시뮬레이션 2: 2012~2015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1.4% 기준
2020년대 이후 연평균 인플레이션 0.02%p 하락

― 외생변수에 인구변화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TFP) 증
가율 자료를 추가한 경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낮아져 생산가능인구 비중 1%p 하락 시 인플레이
션 장기 추세가 0.02~0.05%p 내외 하락
인구구조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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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장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고령화 진전 단계에 따라 인
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인플레
이션 추정을 통해 결정되는 물가안정목표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구구조만
의 변화가 장기 추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
는데 있음

ㅇ 또한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
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
이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
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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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고령화와 가계자산․부채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베
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
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1955~1963년생으로 2015년 기준 약 711만명(전체인구의 14.3%)
에 달함

ㅇ 일부에서는 자산 및 부채 보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베이
비부머가 은퇴하여 실물자산을 급속히 처분할 경우 담보가
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동 상황이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
ㅇ 이에 따라 고령화의 진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
의 자산 및 부채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의 거
시경제 지표를 이용한 거시패널 모형과 한국노동패널 자료
를 이용한 미시패널 모형을 통해 검증

2. 분석 방법
□ 거시패널 모형은 OECD 국가의 거시경제지표 자료(1980~2015
년)를, 미시패널 모형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자료
(2004~2015년)를 각각 이용
ㅇ 거시패널 모형의 경우 고령화가 가계의 저축률, 자산 구성,
부채 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s Model)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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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로는 가계저축률,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비중,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을, 설명변수로는 인구
구조변수(65세 이상 인구비중 및 동 비중의 증감률) 및
거시경제변수(GDP 증가율, 가계소비, 인플레이션율, 교
역조건 등)를 각각 사용
ㅇ 미시패널 모형의 경우 코호트효과*와 연령효과를 분리하여
연령대별로 자산 및 부채 보유 규모,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
채 비율의 변화 등을 분석
* 가계의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구조의 차이는 크게 출생연도별
로 거시경제 환경, 제도 등의 특이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코호트효과)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연령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연령효과)로 구분됨

3. 분석 결과
(1) 거시패널 모형 분석결과*
* OECD 주요국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이므로 국가별 고령화 수준
및 속도, 고령층의 고용시장 구조, 연금·복지제도 발전 정도 등
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국가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저축률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
자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생애주기이론 및 선행연
구 결과와 대체로 부합
ㅇ 가계저축률*은 은퇴 등으로 소득기반이 약화된 고령층이 저
축을 줄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
* 국민계정상의 가계순저축률을 의미하며, 가계순저축(가계처분가
능소득-가계최종소비지출)을 가계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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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보유비중*은 고령층일수록 위험회피
도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비중이 줄고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
진다는 예상과 부합
* 주식 및 펀드를 위험자산으로, 현금, 예금, 보험 및 연금을 안
전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자산 대비 각각의 비중을 보유비중으
로 정의함

ㅇ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부호와 일치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미시패널 분석에서는 고령화 될수록 실물자산을 처분하
여 금융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남

(2) 미시패널 모형 분석결과
□ 코호트효과 감안시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실
물자산 규모를 매우 완만하게 축소하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고령화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많은 실물 및 금융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시대적 영향을 받은 것(양(+)의 코호
트효과)으로 나타남
ㅇ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여 고령층에 진입하더라도 실물자산
을 급격하게 처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고령화 되더라도 예비적 저축동기, 상속동기 등으로 실물
자산을 완만하게 하향 조정하는 경향 등에 주로 기인

― 다만 실물자산 보유규모가 큰 고소득층은 7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실물자산 처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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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고령화에 따른 금융부
채 축소 등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시사점
□ 고령화의 진전은 가계의 저축률 하락, 안전자산 비중 증대 등
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ㅇ 다만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급격한 처분은 나타나지
않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측면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
①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을 급격히 처분할 가능성이 전체적
으로는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일부 고
령층의 실물자산 처분 수요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실물자산에
대한 유동화 시장(역모기지론 등)의 발전이 바람직
② 고령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채
권시장 육성,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개발 등 보험 및 연
금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부동산펀드, 특별자산(선박, 예술품 등)펀드 등

③ 고령화에 걸맞는 금융상품의 제공 외에도 동 상품을 합리적
으로 비교 및 평가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가계에 대한 경제
교육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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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
기 시작하면서 향후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
ㅇ 고령화는 가계의 저축·소비 및 노동공급 행태 변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파급
경로가 복잡하고 금융 업권이나 상품에 따라 영향의 정도도
달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
□ 본 연구는 국제 패널 자료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해 고령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
탕으로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

2. 분석 방법
□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
행태 변화가 금융산업에 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② 금융시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구분
□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순자산 저축률 및 자산·부채가 고령화
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직접경로
를 통한 파급효과를 전망
* 획득 가능한 25∼32개국(1960∼2016년) 패널 자료를 모형 적합도
에 따라 동태적 패널모형 및 고정·변동 효과 모형으로 각각 추정

ㅇ 또한 고령화가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인 금리 및 주가에 대
해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여 간접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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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 순자산 저축률 변화
□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 순
자산* 변동(가계 순자산 저축률)은 상승
* 가계 순자산 = 총자산(실물 및 금융 자산) - 총부채

ㅇ 순자산 저축률의 상승은 가계가 기대 잔여수명이 늘어나면
서 은퇴 시점을 연장하고 자산 축적을 늘린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순자산이 증가한 데 기인
(2) 가계 금융자산 구성 및 부채의 변화
□ 금융자산 구성은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노
년 초기에는 펀드 위주, 후기에는 예금 위주로 변화하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상승
ㅇ 기대 잔여수명이 긴 노년 초기(65∼74세)에는 수익성, 후기
(75세 이상)에는 안정성 위주로 자산을 구성하는 한편, 채무
상환 이력이 쌓인 고령층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
(3) 금융자산 가격 변화
□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장기금리는 하락(수익률곡선
평탄화)하고 주가는 상승
ㅇ 장기금리 하락은 노후대비 장기자산 수요 증대, 저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 하락(기간프리미엄 축소) 등에 주
로 기인하며, 고소득층의 기대 잔여수명 증가로 인한 자산
축적 유인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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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 국제 패널자료 분석만으로는 고령화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
조 변화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내 가계금
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연령대별 가구수 변화
적용)을 통해 다음 결과를 도출
(1) 금융산업 성장세 지속 및 장기금융자산 수요 증가
□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 금융산업 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
ㅇ 보유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0대 후반 가구주 수 증가로
금융자산 규모가 2028년경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일본 사
례 적용 시 그 속도는 더욱 가팔라짐)
가계 금융 자산 및 부채 규모 전망

시나리오별 금융자산 규모 전망1)

주: 1) <기본시나리오> 인구구조변화만 반영, <시나리오1> 일본 명목GDP 증가율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 <시나리오2> 일본 금융자산 증가율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저자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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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간 동안 자금을 축적·처분할 수
있는 보험 및 연금 가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연금 등)의 자산·부채 간 만기불일치 완화를 위한
장기금융자산 수요 증가 예상
* 국내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 비중은 증가(2008년 24.3%
→ 2016년 31.8%) 추세

(2) 금융기관 수익성 하락 및 고수익 상품수요 증대
□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저금리 및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금
융기관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주
식, 펀드 등 고수익 상품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및 보험·연금·자산운영업 등의 운용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한편, 저금리
하에서 국내 고령층의 주식투자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 유로지
역 등은 고령층의 금융자산 투자가 활성화)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

가계 금융자산 중 펀드 비중

자료: FRB, ECB, 일본 통계청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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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물자산 편중현상 심화 가능성
□ 우리나라 고령층의 실물자산 보유성향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국
내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
ㅇ 국내 가계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연령대
가 높을수록 보유 총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2016년 60세 이상
82%)이 높아 금융심화, 가계 투자행태 변화 등이 수반되지 않
을 경우 동 편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총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

가계 실물·금융 자산 규모 전망

자료: FRB, ECB, 일본 통계청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4. 시사점
□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가계의 보험·연금 등 가입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금융자산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장기금융시장
활성화가 긴요
ㅇ 정부는 초장기 국채 등 장기채 공급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이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금융
시장 발전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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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가증권 발행·인수 등에 대한 투자은행의 전문역량 강화
(전문인력 확보, 자본확충 등)를 통해 증권산업의 위험인수
여력을 확대하여 초장기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촉진
□ (금융기관 신규 수익원 창출·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기관은 수
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여 수익 증대
를 위한 새로운 영업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도 강화
할 필요
ㅇ 은행은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자문서비스 및 PB
영업 확대, 계열사간 연계영업, 핀테크 및 기술금융 영업 활
성화 등으로 수익원 다각화 및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
ㅇ 보험사는 고령화와 관련한 의료 및 간병 관련 상품을 확대하
는 한편, 수익보장형 장기계약에 대응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ㅇ 증권·자산운용사는 대체투자(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및 해
외투자(동남아 등) 확대 등으로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펀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간접투자상품
개발로 고객유형별 맞춤투자 기회를 제공
□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 활성화) 국내 고령층 자산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 편중 현상이 향후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주택가격
변동 및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실물자산(부동산) 유동화
제도 활성화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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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 유동화가 가능한 민간 역모기지 상품
은 주택가격 변동 및 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활
성화가 미흡
‒ 생명보험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주택연금」 및 주택시장
지수 관련 파생상품 등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연금(공적 역모기지)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민간 역모기지 상품 개발을 활성화
‒ 아울러, 고령층이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지연금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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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고령화와 대외투자
1. 연구 배경
□ 글로벌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진 국제금융환경 하에서 각국별 고령화 정도의 차이는
금융․실물 자산의 기대수익률 차이를 야기함으로써 국가 간
자본이동을 증폭시킬 수 있음
ㅇ 또한, 이론적으로 Modigliani의 생애순환가설(life cycle hypothesis)*
을 대외부문에 적용하면, 한 국가에서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
소로 인해 소득과 소비 간의 불일치가 생길 경우 대외저축인
대외투자자산을 매각하여 소비를 충당해야 함
* 가계는 근로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여 저축을 하
지만 은퇴 이후에는 소득 규모가 소비 수준을 하회하면서 이미
저축한 자산을 매각하여 소비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함으로써 대외부문에 대한 생애순환가설의 유효성
등 고령화가 우리 대외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한편,
이에 대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ㅇ 고령화와 대외투자 간의 관계를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여
투자 성격별로 분석

- 76 -

제12장 고령화와 대외투자

2. 분석 방법
□ 54개국의 2001년~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 패널분석
(Dynamic Panel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Arellano-Bond 추정법을 활용
                         
   : 종속변수,     : 인구구조 관련 변수,    : 거시경제변수,
 : 국가고정효과,    : 오차항

ㅇ 종속변수는 대외투자(대외직접투자자산과 대외증권투자자산
의 합),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 대외주
식투자 자산의 로그값을 사용
ㅇ 인구구조 관련 변수로는 노년부양률, 유년부양률, 고령화 속
도 및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거시경제변수로는 실질 GDP
수준, 민간신용/GDP, 투자자유도 지수, 인플레이션율 및 금
융위기 더미를 포함

3.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Modigliani의 생애순환가설이 대외부문에서도 유효
하여 한 국가에서 유년기와 노년기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대
외투자가 위축되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대외투자
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우선, 고령화의 진전은 대외투자자산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투자 성격별로는 대외증권투자보다는 대외직
접투자에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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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대외투자자산의 축소는 향후 외환조
달 재원의 원천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지급불능(insolvency) 우려 부
각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
ㅇ 대외직접투자는 대체로 장기 투자임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에서 구조적 변화인 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데 반해,
대외증권투자는 내외금리차 및 기업실적에 민감한 단기성
자금이 주를 이룸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

□ 고령화 속도도 대외투자자산과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고령
화 수준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도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남
ㅇ 고령화가 경제내 펀더멘탈의 개선 정도에 비해 빠르게 현재
화되는 경우 대외투자자산의 고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
을 시사

□ 한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대외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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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고령화의 진전으로 외환부문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고령화에 따른 외환부문의 부정적 영향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둘 필요
ㅇ 고령화에 따른 외환공급 재원의 축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
득수지 흑자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외투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대외자산
구조를 개선
ㅇ 대외투자자산의 감소가 지연될 수 있도록 국민소득을 증대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출산 및 보육
관련 정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증대시키
는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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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고령화와 주택시장
1.. 연구 배경
□ 가구주 연령 등 인구구조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①자가·전
세·월세 등의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②단독·연립·아파트
등의 주택유형 ③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수요
변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
ㅇ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
대(1955∼63년생)가 고령층(65세 이상)에 대거 진입하면서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압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주택처분 및 임차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주거면적을 줄이는 등 주택수요를 감소시켜
주택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1∼2인 가구 증가, 투자수요 등에 따른 주택보유 경향 등을
감안할 경우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상
당수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치된 의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
□ (점유형태) 자가 비중은 2015년 현재 56.8%로 1995년(53.3%)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연령별*로는 고령층일수록 자가 비
중이 높아지는 모습
* 연령대별 자가 비중(%,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30대) 39.2 (40대) 53.8 (50대) 62.6 (60대) 72.4 (70세 이상)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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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젊은 세대일수록 취업난과 자가점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약
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자가 비
중이 하락*
* 고령(45∼50년생) 및 베이비붐(55∼63년생) 세대가 30대였을 당
시의 자가 점유율은 각각 45.1%, 38.4%였던 반면 에코세대(79
∼85년생)는 33.1%로 나타남

ㅇ 주거면적의 경우, 자가 가구는 자녀 성장, 교육 등으로 40대
초반까지 주거면적을 늘린 후 자녀 취업 및 결혼, 은퇴 후
소득 감소 등으로 60대 중반 이후 주거면적을 축소하는 행
태를 보임
연령별1) 점유형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연령별1) · 점유형태별 평균 주거면적
(%)

(m2)

(m2)

100

100

80

80

80

80

60

60

60

60

40

40

40

40

20

20

20

20

0

0

100

0

전세

월세

주택 평균

100

0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주: 1) 가구주 연령 기준
자료: 통계청(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가

주: 1) 가구주 연령 기준
자료: 통계청(2016년 주거실태조사)

□ (주택유형) 아파트 비중이 1975년 1.9%에서 2015년말 60.4%로
높아지며 아파트 위주의 주택 수급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젊
은 세대일수록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는 모습
ㅇ 1∼2인 가구 증가로 중소형 규모 주택에 대한 선호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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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시장) 임차거주(전·월세, 무상 등) 비중은 2015년말 현
재 43.2%로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층일수록 임차거주 비
중이 낮은 편
ㅇ 투자재로서 주택보유 유인중‘자본이득 추구형(전세)’이
약화된

반면

은퇴세대를

중심으로‘현금흐름

추구형(월

세)’이 증가

3. 분석 결과
□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고령화 진전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주택수요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전망
(1) 중장기 주택수요 증가세 둔화
□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고령가구는 소득보전
을 위해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커지며 이는 청년가구의 주택수
요 약화와 함께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노후 생계비 마련, 부채상환 등을 위한 자가 보유 은퇴가구
의 주택처분(주거면적 축소, 주택연금 가입 등 포함) 행태는
정년(60세) 후 완만히 늘어나다가 실질 은퇴연령인 70세를
기점으로 뚜렷해짐
ㅇ 실증분석 결과, 총량 측면의 중장기 주택수요(주거면적 합으
로 수량화) 증가세는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특히 1945~1954년생을 고점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주택수요
가 상대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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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구1)의 소득 및 주택수요행태 추정
(천만원)

(천만원)

6

(%)
100
6100

5.3

5

5 8080

유지
11.5
15.4

4.0

4

16.8

임대
25.6

12.9

2

4

80

1.9

1

4

130
129.1

8.6

60

120

40

110

2

73.1

70.3

20

100

0

90

66.8

0 00

0

107.0

55.5

2020

60~64 65~69 70~74 75~79

주: 1) 만 60~79세 주택 보유가구 기준
자료: 한국은행·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

116.9
연평균 1.5%

1

연평균 1.2%

100.0

연평균 0.8%

0
2015

60~64 65~69 70~74 75~79

3

122.6
연평균 1.7%

4040

1

(%)

연평균 증가율(우축)
주택수요(좌축)

3

2.6
연간 최소생활비:
2.3천만원

35.9

(2015=100)
140

7.6

6060
3

처분 (%)
100

중장기 주택수요 추정1)

2020

2025

2030

2035

주: 1) APC(Age-Period-Cohort) 모형으로 분석
자료: 노동패널, 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12.4월)

(2) 중소형 주택·아파트에 대한 선호 지속, 노후주택 등에서 빈
집 증가 우려
□ 고령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 주택자산 유동화 필요
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중소형 주택, 아파트
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이 2015년 현재 102.3%인
상황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세 둔화는 수요
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빈집*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빈집 규모는 2015년 현재 106.9만호로 전체 주택의
6.5% 수준. 한편 준공 후 30년(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경과하게
되는 주택 수는 2016∼2025년 중 약 450만호로 이 중 아파트가
277만호(61.5%)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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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가구)
200

(만가구)
2000년

2015년

200

2030년

150

x 10000

1∼2인가구 연령별 가구 수 분포 변화 시점별 준공 후 30년 도래 주택 수1)
500

(만호)
449.4
(44.9)

400

81.5

단독

아파트

(만호)

연립다세대 등

500

400

150

300

60대 이상 증가

100

100

276.6

256.2
(51.2)

258.8
(51.8)

28.7

55.5

300
198.1
(39.6)

200
50

50

30~50대 증가

190.1
100
91.4

0

0

0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연령대)

자료: 통계청(장래가구추계, ‘17.4월)

2016-25년

175.8

17.5

200

158.3

100

0

37.3

27.4

22.3

2026-30년

2031-35년

2036-40년

주 : 1) ( ) 내는 연평균 호수
자료: 통계청(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3)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 다주택 보유자, 50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임대를 통해 안정
적 현금흐름을 추구할 유인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가구의 꾸준
한 임차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
추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
ㅇ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 자녀교육·교통편의 등을 위한 전세 수요 등으로 월세
로의 임대차시장 재편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
월세 주택임대 가구1) 추정 규모
(만가구)
200

50세 미만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자가보유 전월세거주가구1) 비중2)

(만가구)
200

5

(%)

(%)

4

150

128.9

134.4

131.5

135.0

32.7

36.0

38.6

42.7

113.7
100

4
3.5

3.3

3

전국 평균 : 2.7%

3

2.8

100

27.7

2

46.2

49.2

45.1

42.9

46.3

49.9

49.3

47.8

49.4

2012

2013

2014

2015

2016

39.7

150

5

50

50

0

0

1.7

1

1

0

0
서울

주: 1) 거주주택 외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
금 부채 및 임대소득이 있는 가구
자료: 한국은행·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

수도권

5대 광역시

지방

주: 1) 거주형태가‘전세’혹은‘월세’이며 가
구주 혹은 가구원 명의로 주택을 보유
2) 지역별 전체 가구 수 대비
자료: 통계청(2016년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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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
□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고령가구의 주택처분이 단기에 집
중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거시
경제 여건, 주택공급 조절, 높은 아파트 비중 등을 감안할 경
우 그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ㅇ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 전환한 1990년 초반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장기 하락세를 보인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공급방식이 변모하고 있
고 아파트 비중이 높아 거래량이 뒷받침*된다는 측면에서
고령화로 인한 주택매입수요 감소 충격이 일본에서처럼 급
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제한적
*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회전율(주택 거래량/재고주택량)은 2016
년 10.4%로 일본의 주택매매 회전율(1988년 0.39%, 2013년
0.32%)을 크게 상회
일본·한국 생산가능인구비중 및 주택가격
<일본>1)
(%)

(%)

(2000=100)
비중(좌축)

75

일본의 주택유형별 비중

<한국>
150 80

(%)

(2015=100)

150

비중(좌축)

주택가격(우축)

주택가격(우축)
120

70

120

75

90

90

단독

100

80

60

연립 및 다세대

아파트

기타

30.5

(%)
100

42.4

6.7
2.5

80

60

70

65

60

60
60

30

55

0
1980

1990

2000

2010

40

40
62.3

65

60
2000

2010

2020

30

20

0

0

주: 1) 일본 223개 도시 주택지가
자료: 통계청, KB부동산, 일본 통계청·부동
산연구소

20

0
1988

2030

54.9

1993

1998

2003

2008

자료: 일본통계청, 일본 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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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인구고령화 진전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 증가세를 완만하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ㅇ 아울러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재편, 지방·노후주택을 중
심으로 한 빈집 증가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야기할
가능성
□ 이와 같은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
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
는 한편
고령가구의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빈곤노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 대책
등을 추진할 필요
*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 중 주거수준이 국토부에서 정한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는 2016년 현재 22.9만가구로 파
악(전체 미달가구는 102.7만가구 주거실태조사)

ㅇ 주택연금 활성화, 은퇴가구의 보유주택 임대 전환 지원 등
고령층의 주택매도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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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고령화와 노동시장
1. 연구 배경
□ 인구고령화 충격으로 노동시장에서 생산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음
ㅇ 인구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①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 노동공급지표를 감안하여 장
래의 노동공급규모 변화를 추정하고, ② 인구고령화의 산업
별 노동수급 전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③ 노동부족문
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

2. 분석 방법
□ 인구고령화가 장래 노동공급규모에 미칠 영향 추정
ㅇ 2016년 현재 성별·연령별 노동공급지표(경제활동참가율, 취
업률, 노동시간 등)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가상적인 노동 공
급량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동공급지표의 장
래추계 분석
ㅇ 장년층 은퇴시기 연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청년 실
업 감소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장래 노동공급
규모의 변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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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고령화의 노동수급사정에 대한 영향 추정
ㅇ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가까운 장래에
고령화로 인해 노동부족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산
업 식별

3. 분석 결과
(1) 인구고령화가 장래 노동공급규모에 미칠 영향
□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감소 정도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률(  ), 노동시간(  ), 노동생산성(  )* 등 노동공급규모
지표에 따라 상이**
* 노동생산성은 성별·연령별로 추정치를 얻기 어려워 수량적인
전망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질적으로
만 논의
 )는 인구(  )를 제외한 다른 공급지
** 실제 노동공급량 추정치(
표들의 성별·연령별 공급패턴이 기준 시점(    년)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기초로 산출

 






        

ㅇ 현재(2016년)와 같은 성별·연령별 노동공급패턴이 유지된
다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총 노동시간 등으로 측정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공급규모 감소는 2030년경부터* 가
시화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각각 현재 수준의 87%, 88%
및 8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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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중반 이후 한 해 출생 규모가 60~70만을 유지하였으
나 2002년부터는 그 규모가 40만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므로
2002년 이후 출생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10~15년까
지는 신규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은퇴시기 연장의 성공적 안착,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축
소, 청년실업 감소 등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2050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는 각각 현재의 92% 수준,
총 노동시간은 8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2) 인구고령화의 노동수급사정에 대한 영향
□ 인구고령화로 노동공급 규모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
제로 노동부족 문제를 초래할 지는 확실하지 않음
ㅇ 이론적으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노동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장기적인 미래의 기술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향후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
측하기는 매우 어려움
ㅇ 다만 기술 및 노동수요 변화가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노동수급사정이 부문별, 노동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노동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잠재요인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
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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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부문 및 신규인력 진입 부족으로 고
령인력 비중이 높아진 산업 및 직업 부문에서는 고령인력의
퇴장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수리업, 보
건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

4. 시사점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수급변화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장래의 노동시장 수급상황은 경제활동인구, 노동시간, 생산
성 등 노동공급 요인의 변화와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와 같
은 수요 요인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신축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ㅇ 노동시장 수급여건은 산업, 직업, 인구집단별로 다를 수 있
으므로 부문별, 인력유형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향후 10~15년 후인 2030년경부터는 노동부족문제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출산·양
육 지원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 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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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배우 여성비율과 유배우 출산
율을 동시에 높여야 하므로 초혼연령을 낮추는 등의 결혼장
려·지원 정책과 더불어 이미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
는 기존의 정책들도 지속할 필요
ㅇ 사회복지지출 규모 확대, 주택 및 전세 가격안정, 육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간접적으로 출산 및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도 면밀히 점검
ㅇ 외국인 노동정책에 있어서 현재 내국인이 기피하는 부문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단기 대책과 미래 성장부문에 고급
인력을 공급하는 장기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
ㅇ 고령인력 고용정책도 기존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의 채취업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고숙련·고학력 고용비
중을 최대한 유지하여 인력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완
화할 필요
ㅇ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
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
해 직장과 가정에서 남녀가 평등한 문화 정착,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 정책의 확대가 시급

- 91 -

제Ⅳ부 고령화와 부문별 정책과제

제15장 고령화와 산업구조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제사회
각 부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인구고령화는 생산뿐만 아니라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
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고령화에
대해 산업별로 차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본 연구는 장래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부가가치, 고용,
생산성, 순수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분석 방법
□ OECD와 Wolrd Bank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
ㅇ 종속변수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상대적 생
산성, 순수출/부가가치 비율 등을 사용하였음
ㅇ 인구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고령인구 비율, 생
산가능인구 비율, 「인구수/국토면적」 비율 등을, 통제변수
로는 일인당 소득, 대학진학률, 교역규모/GDP, 경상수지
/GDP, 실질실효환율, 실질경제성장률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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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회귀분석의 추정치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우
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을 시산하였음
ㅇ 고령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비율, 인구수 등의 변화에 따
라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상대적 생산성, 수
출비중 등을 도출

3. 분석 결과
□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총부가가치(GDP) 및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의 비중
은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
ㅇ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내에서 섬유·가죽업과 저기술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서비스업 중 보
건·복지업과 사업서비스업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전산업 평균 생산성 대비 각 업종의 상대적인 생산성 변동을
산출해 보면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제조업의 상대적 생산성
은 하락하나 서비스업의 상대적 생산성은 상승함
ㅇ 저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생산성
하락은 제품에 대한 수요 및 부가가치가 먼저 감소하고 난
뒤 고용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공공행정업, 금융·보험업 등 다수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생
산성 상승은 수요 및 부가가치 증가가 있은 후 고용이 시차
를 두고 증가한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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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
면,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고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
체의 순수출 비중이 상승
ㅇ 이는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서 국내 수요의 기여도가 하락
하고 해외 수요의 기여도가 높아짐을 나타냄

4. 시사점
□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가 효율적
으로 개편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저기술 제조업 부문은 수요가 감소하므로 원활한 구
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건·복지업, 사업서비스
업 등의 경우 수요 증대에 맞추어 공급능력과 경쟁력을 제
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업종별로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과 그렇
지 않은 부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기 노
동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
ㅇ 고기술 제조업 부문과 공공행정업, 금융·보험업, 운수·보
관업, 사업서비스업 등 상당수 서비스업의 경우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품 수요에 비해 고용이 더디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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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저기술 제조업 등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상품 수요
감소 이후 고용조정이 완만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노동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제조업부문에서 국내 수요가 크
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외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 등
을 통해 국내 수요의 부진을 보완할 필요
* 다만, 향후 인공지능, 핀테크 등의 발달에 따라 산업별 부가가
치 비중 및 고용비중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추가로 감안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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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미래상과 정책과제

맺음말 : 우리경제의 미래상과 정책과제
1. 고령화와 우리경제의 미래상
□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재정 등 거시경제는 물론
금융, 외환 등 개별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우리의 미래상에 대해 밝지 못한 전망을 제시
ㅇ 인구의 영향만 볼 때, 2030년대 중반 이후 우리경제는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까지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여력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대외투자자산의 감소, 주택수요 둔화, 장기적 노동력 감소
등 개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함께 산업구조는 저기
술 제조업 비중이 줄고 보건·복지 등의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2. 정책 제언
□ 지난 10여년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
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ㅇ 결혼․양육비용,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노동시장여건 등 사회
경제적 요인과 교육수준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
한 사회문화적 요인 등도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99 -

제Ⅴ부 맺 음 말

ㅇ 정부의 저출산대책 거버넌스 체계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
— 정책간 모순으로 인한 연관효과 미비, 미흡한 정책조정
체계, 수요대비 전문인력 부족 등이 한계로 작용
□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고령화의 극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되
므로 보다 긴 정책시계에서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ㅇ 사회․경제적 유인체계(incentive mechanism)를 출산율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개편
— 조세 등을 통해 출산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유
인체계를 조정하고, 육아 및 교육여건 등 간접적으로 출
산 및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개선대
책을 꾸준히 시행
□ 출산장려정책이 인구구조의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 간극을 매우기 위해 여성 및 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민정책의 전면적 전환
등도 고려할 필요
ㅇ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무 여성 등 정책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ㅇ 고령층의 취업을 돕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용서
비스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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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극적 이민정책에서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전환을 고려
— 수학․과학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유입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생산성 증대로 보완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인구관련 정책거버
넌스를 개선
ㅇ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과 제도가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의 역
할을 강화
ㅇ 정책의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
ㅇ 고령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를 유도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수단의
발굴 노력도 필요
ㅇ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금리 및 인플레이션 변동 등에 대
한 통화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통화정책의 유효
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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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 및 재정의 경기 자동안정
화 기능약화 등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할 필요

□ 기대수명 연장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의 불가피한 현상인 반
면 출산율 하락은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 하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비록 문제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출산율 제고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는 관점을 견지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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