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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9년이 지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저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저축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경우 국제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시현하게 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초래하게 됩니다. 고령화는
거시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여건과 구조에도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가 야기하게 될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미 진행되어왔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고령화추이를 정리하고 고령화가 통화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대표
적인 국가들과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고령화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여서 향후 관련논의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례연구에서는 자금순환표와 국제투자대조표를 분석
하여 제시함으로써 고령화 및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보고서는 금융개방의 확대와 일련의 외환제도 흐름을 제시하고, 외환수급구조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
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대내외 정책 및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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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환율변동에 대한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환율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제공한
점도 본원의 설립목적에 대한 부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거시경제적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와 같은 경제적 침체
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변화들의 의미를 자세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의 진전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야기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이 이전의 유효성을
상실하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강도를 이전보다 높이거나 재정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고령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대책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공급의 확대방안과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경상수지의 적자전환을 막기 위한 소득수지의 적극적
활용, 연금보조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고령화문제는 이제 시간만 경과하면 발생하게 되어 있는 확정된 사건
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고령화가 야기하게 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의 문제와 가능한 대안들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디서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총괄적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도 이미 고령화의 영향으로 설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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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이 현상 파악과 정책적 대응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룡 박사가 연구책임을 담당했고 고려
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동은 교수가 공동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연구의 성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집필자들의 수고에 진심 어린 치하를
드립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해주신 본원의 김영찬 박사, 중앙대학교 송원호 교수, 기획재정부 황건일
국장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료 수집과 편집 과정에서
도움을 준 김정운 주임연구조원과 서승현 인턴연구원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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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
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
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
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
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
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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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
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
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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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
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
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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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
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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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그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행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9년 후에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진행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
화의 진전은 경제주체들의 소비, 저축, 투자의 행태를 바꾸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거시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고령화사회 도래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별로 거시경제적
변화나 금융분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많으나 각 변화의 상호 연계
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조망과 정책대응을 모색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고령
화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분야의 변화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개별 이슈와 더불어
이슈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연구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고령화사회는 특히 저성장, 저금리,
경상수지의 흑자 현상 및 적자로의 반전 등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거시경제적 특징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제약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러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어서 조속한 대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계속하여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핵심 경제활동인구(25~49세)까지 감소
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역시 감소할 전망이어서 노동력
감소로 인한 저성장현상까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하에서 발생
하게 되는 성장갭과 인플레이션갭을 반영하면 테일러준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균형금리 수준이 점차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수준 하락은 고령인구
들의 금융소득 수준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은 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구조적인 변화 압력을 맞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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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연금규모의 증대와 같은 공급측 요인의 변화와 생계
및 생활비를 확보하려는 수요측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금융시장은 변화가 불가피
하며 이러한 변화는 통화정책 및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의 저축 및 적금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게 되어 연금소득자들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국내 금리 저하로 해외시장의 더 높은 수익상품으로 투자
비중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통투자시장에서
발생하게 될 수익성 제고의 한계는 대체투자시장에서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시장과 새로운 금융상품 및 투자형태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와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가 야기할 거시
및 금융 분야의 다양한 구조적 변화는 정책적 대응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의 기존 고령화국가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방향
을 전망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와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해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고령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의
진전 시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의 변화요인과 그 정책
적 선택지에 대해 패널모형으로 분석하고 고령화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모색
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된 대표적인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적 시사점을 찾는다. 해외사례 분석대상국가로는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었
으면서도 서로 다른 대응을 보이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금융시장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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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미국을 선택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자금순환표와 국제투자대조표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분석하고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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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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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추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최대인구에 도달하고 인구성
장률은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 –1.0% 수준까지 감소
할 전망이다.1) 또한 인구 구성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노년인구의 비중
이 전체 인구의 13% 수준이지만 2060년에는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2017년부터 노년인구의 비중(13.9%)이 유년인구의 비중(13.4%)을 추월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
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8.6
명에서 2060년 80.6명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증가하여, 2017년 104.1
명으로 유소년과 고령자 수가 같아지고, 2030년 193명, 2060년 394명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부양비는 1970~90년대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 22.2명에 이른 후 감소폭이 줄어들어 2030년 20명 수준을
표 2-1. 인구 및 고령화 전망 추이
인구구조
총인구(천 명)

1990

2000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42,869 47,008 49,410 50,617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유년인구 비중(%)

25.6

21.1

16.1

13.9

13.2

12.6

11.2

9.9

10.2

노년인구 비중(%)

5.1

7.2

11.0

13.1

15.7

24.3

32.3

37.4

40.1

유소년부양비(명)

36.9

29.4

22.2

19.0

18.6

20.0

19.8

18.9

20.5

노년부양비(명)

7.4

10.1

15.2

17.9

22.1

38.6

57.2

71.0

80.6

노령화 지수(명)

20.0

34.3

68.4

94.1

119.1

193.0

288.6

376.1

394.0

주: 1) 유년인구 0~14세, 노년인구 65세 이상 기준.
2)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3)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4)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년인구(0~14세) × 100
자료: 통계청(2012), ｢장래인구 추계｣(검색일: 2016. 7. 22).
1) 통계청(2011a), ｢장래인구 추계: 2010-2060｣(검색일: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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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년 및 유소년 부양비
(단위: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주: 2010년까지는 실측치, 2011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통계청(2011a), ｢장래인구 추계: 2010-2060｣(검색일: 2016. 7. 22).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60년 20.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1 참고).
이러한 변화들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고령인구 8명과 유년인구
2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
이와 같은 고령화 추이를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통계청(2011a)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6년동안 고령인구가 인구의 7%에서 20%를 넘어
서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일찍이 1900년대 이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의 경우 [표 2-2]를 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서 14%로 증가하는 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이탈리아는 61년, 독일은 40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화사회가 된 이후로 불과 17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일본(24년)보다 7년이 빠
른 기간이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 진전속도로 인해 2030년경 한국의 노인인구

2) 통계청(2011a), ｢장래인구 추계: 2010-2060｣(검색일: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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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의 진전
도달연도
구 분

소요연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년

12년

독 일

1932

1972

2009

40년

37년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년

20년

미 국

1942

2015

2036

73년

21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15년

39년

한 국

2000

2017

2026

17년

9년

자료: 김경수, 유경원(2014), p 16.

비중은 선진국 평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2 참고).
[그림 2-3]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
든 OECD 회원국에서 고령층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EU 28개국은 1960년
평균 9.58% 수준이었으나 2013년 18.37%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9.22%에서 14.13%로 상승하였다. 일본은 가장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인데 1960년 5.72%에서 2013년 25.06%

그림 2-2.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United Nations(2014), Population Ageing and Development Database(검색일: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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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OECD 국가 고령인구(Elderly population) 비율
(단위: %)

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OECD(2016a), Elderly population(indicator), http://dx.doi.org/10.1787/8d805ea1-en(검색일: 2016. 9. 20).

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2.9%에서 2014년 12.66%까지
상승하였으나,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볼 때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2050년 우리
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70%를 상회하여 일본, 스페인 다음으로 심각한 고령화
그림 2-4. 2014년 OECD 국가 고령인구(Elderly population) 비율과 2050년 전망치
(단위: %)

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OECD(2016a), Elderly population(indicator), http://dx.doi.org/10.1787/8d805ea1-en(검색일: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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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
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3)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으로 급감하였다가 1990년대 초반에 1.7명 수준으로 증가 후 다시 감소
하여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2015년에는 1.24명을 기록하여 그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된다(그림 2-5 참고).
[표 2-3]을 보면 우리나라의 최근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OECD

그림 2-5.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16), ｢인구동향조사｣(검색일: 2016. 7. 21).
3)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임여성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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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요 OECD 국가의 출산율(2014년)
국가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연도)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출산율

1.21

1.47

1.98

1.88

1.42

1.81

1.8

1.86

자료: OECD(2016b), Fertility rates,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검색일: 2016. 7. 29).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가장 높은 이스라엘 3.08명과는 1.87명의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행되었던 국가인 일본의 출산
율 1.42명, 독일 1.47, 미국 1.86, 프랑스 1.98명 등과 비교하여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저하가 빠른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생률 감소에 따라 인구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상승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 인구 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6]은 OECD 국가들의 인구증가율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961년 1.37% 수준이었던 OECD 평균 연간 인구증가율은 2013년
0.55%까지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감소는 보다 더 급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1961년 3.01%였던 인구증가율은 2014년 현재 OECD 평균을
하회하는 0.41%까지 낮아져 있다. 반면 기대수명은 크게 상승하였는데, [그림
그림 2-6.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인구증가율

자료: OECD(OECD Health Statistics 2015),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검색일: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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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OECD 34개국 기대수명
(단위: %)

자료: OECD(OECD Health Statistics 2015),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검색일: 2016. 7. 29).

2-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ECD 평균 기대수명이 1970년 70.1세에서 2013
년 80.5세로 10년 이상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62.1세에서
81.8세까지 거의 20년 상승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구수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
된다. 통계청(2011a)은 2010년 47만 명이었던 출생자 수가 2030년에는 41
그림 2-8. 출생아 및 사망자 수
(단위: 만 명)

주: 2010년까지는 실측치, 2011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통계청(2011a), ｢장래인구 추계: 2010-2060｣(검색일: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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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2060년에는 2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사망률은
2010년 26만 명에서 2030년에는 45만 명으로 2060년에는 75만 명까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2010년도 인구 1,000명당 4.3명이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2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40년에는 –4.9명, 2060년
에는 –10.6명으로 인구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2-8
참고).
그림 2-9. 성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주: 2010년까지는 실측치, 2011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통계청(2011b), ｢인구피라미드｣, http://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검색일: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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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듯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는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기준 2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33.6%, 30~50대는 47.9%, 60대
이상이 18.5%로 중간 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이지만 인구피라미드는 점차 아
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특히 고령)이 넓어지면서 2060년에는 20대 이하가
21.8%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
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ㆍ경제적 안
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6ㆍ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한다. [그림

그림 2-10.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2015년 기준)
(단위: 세)

자료: 통계청(2011a), ｢장래인구 추계: 2010-2060｣, p. 10에서 전재.
4) 통계청(2011a), ｢장래인구 추계: 2010-2060｣(검색일: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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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725만 명으로 총
인구 5,061만 명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급감시키고 피부양인구를 대폭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충격을 야기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2030년 656만 명, 2035년 625만
명, 그리고 2040년에도 526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80대에
들어서도 총인구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5)
이들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격한 경제ㆍ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했던 성장동력의 세대이며 현재는 가계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에는
소홀하였다.6)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2020~30년
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산아
제한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출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중간층이 두터운
종형의 인구구조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7)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의 고령화 추세는 앞서 보았듯이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는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유소년인구의 감소가 순차적
으로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의 감소가
5) 조현승 외(2015), p. 13.
6) 통계청(2010. 5. 7), 보도자료(검색일: 2016. 8. 9).
7) 김경수, 유경원(201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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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2012), ｢장래인구 추계｣(검색일: 2016. 8. 9).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과 노인
부양 부담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8) [그림 2-11]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
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 생산
가능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
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부양인구의 증가로 저축률 하락과 투자여력
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는 총인구 감소, 노인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았듯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거의 모든 OECD 회원국가
에서 인구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고령화
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으로 많은 부담을 발생시킨다. 인구가 고령화함에 따라서 연금수혜인구가 증가
하게 되어 국가 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건강
8) 통계청(2010. 5. 7), 보도자료(검색일: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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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젊은이에 비해 노인이 만성질병에 걸릴 확률
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다. 아울러 노인
복지를 위한 서비스 비용의 상승, 노동인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 막대한 비용
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된다.9)
미시적 차원에서 인구고령화는 노인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보장적인 제도와 복지재정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보호
는 핵가족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가족의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가족 내에서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가족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한 거시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사회영역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사회적인 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젊은이와 노인 세대
간의 가치 갈등을 들 수 있다. 갈등은 두 세대간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기도 하고, 세대간에 다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에 분배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세대간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완화될 수도 있고, 세대간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될 수도 있다.10)
또한 사회영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에 따른
15~64세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에 있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표 2-4]에 제시되었듯이 2000년 71.7%에서 2010년에는 72.8%
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2030년 63.1%로 정점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2060년에는 49.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중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연령층의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58.6%
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9) 김미숙 외(2003), p. 54.
10) 한정란(2002), 재인용: 김미숙 외(2003), p. 68.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 35

표 2-4. 경제활동인구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전체 인구 중 비중

생산가능인구 중 비중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5~24세

25~49세

50~64세

1970

42.5

54.4

3.1

33.3

52.3

14.4

1980

34.0

62.2

3.8

36.3

49.8

13.9

1990

25.6

69.3

5.1

29.6

54.4

16.1

2000

21.1

71.7

7.2

22.8

58.8

18.4

2010

16.1

72.8

11.0

18.6

56.8

24.7

2020

13.2

71.1

15.7

15.5

51.0

33.5

2030

12.6

63.1

24.3

13.7

49.4

37.0

2040

11.2

56.5

32.3

15.2

47.7

37.1

2050

9.9

52.7

37.4

15.7

45.2

39.1

2060

10.2

49.7

40.1

14.6

48.9

36.4

자료: 통계청(2012), ｢장래인구 추계｣(검색일: 2016. 9. 26).

반면 50~64세 고연령층 인구 비율은 37% 이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체의 생산력 감퇴를 가져오고, 이는 노인부양
부담을 가중시킨다. [표 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인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 취업 활성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이 가능한 노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을 통해서 사회적 생산성을 제고
하고 노인에게는 경제적인 자립과 아울러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고독과
소외 및 역할상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비와 연금 재정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의료비의 비중이 9% 정도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4%에서 2014년 7.1%까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11)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서 선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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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9%에 도달하는 일은 그리 머지않은 일로 예상된다.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
층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 노인의료비 증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위기를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아울러 인구고령화는 연금의 재정 수입과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12)
고령화가 진전되면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수는 감소
하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자의 증가가 초래되어 연금재정의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노인을 위한 과도한 복지비를 초래한다. [표 2-5]에서 보면
2015년 노인복지비 예산은 8조 원으로 예산 33조 원의 4%에 해당한다. 2010년
노인복지 예산이 3조 원에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비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며 국가재정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노인
복지 비용뿐 아니라 연금재정의 고갈, 의료비의 급증 등으로 국가재정이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세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세대간의 갈등과 함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13) 이처럼 인구고령화는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표 2-5. 노인복지 예산
(단위: 억 원, 백만 원)

구분

복지부 예산

노인복지 예산

2000

53,100

280,867

2005

92,412

330,095

2010

310,195

3,499,161

2015

336,016

8,808,200

2016

335,247

9,199,000

자료: 보건복지부(2000, 2005, 2010, 2015, 2016),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검색일: 2016. 9. 28).
11) 보건복지부(2014),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검색일: 2016. 9. 28).
12) 이혜훈(2000), p. 310.
13) 박경숙(2003), 재인용: 김미숙 외(2003),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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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던진다. 중요한 유권자 집단을 이루는 노인을 위한 과중한 복지재정
지출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져다주고, 이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복지국가
의 존재에 회의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중한 복지 지출을 초래
하는 고령화사회에서 이러한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도전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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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인구고령화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적 현상이다. 앞장
에서 다룬 것처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 국가의 소비, 저축, 투자
결정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구조를 바꾸어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등의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거시경제
침체가 동시에 발생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일본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인구고령화에서 찾는 연구들이 있다. 전 일본
중앙은행 총재였던 시라카와(Masaaki Shirakawa)는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
션의 원인을 인구고령화로 인한 기대 성장률 감소, 기대 인플레이션 감소에서
찾았다(Shirakawa 2012).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불
러드(James Bullard)는 고령층일수록 인플레이션의 부의 재분배효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低)인플레이션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고령화된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저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Bullard, Garriga and Walker 2012). Anderson, Botman
and Hunt(2014)와 Yoon, Kim, and Lee(2014) 등의 연구에서도 인구 구성
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Carvalho, Ferrero, and Nechio(2016)은 인구고령화가 실질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생애주기 가설을 고려한 동태확률분포 일반
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alibrium)모형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이자율을 낮추는 경로를 설명하였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증가하게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자본･노동 비율이 증가하여
실질이자율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mam(2015)은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 경제를 대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통화정책이 실업률과 인플
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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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통화정책이 자산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고령화의 진행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OECD 25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벡터자기상관모형(Panel VectorAugoregressive model, 이하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1995~2014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고령층 인구 비중이 낮은 경제에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가계지출을 낮추고,
주가를 하락시키며,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유의하지만,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모든 반응의 유의성이 사라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분석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고령층 인구 비중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 미루어볼 때 향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효과와 거시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결과이다.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고령화에 따라 작아지는 결과는 기본
적으로 모디글리아니(Modigliani 1970)의 생애주기 가설에 기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대를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눈다면, 대체로 청년층은 금융채무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소비를 평탄화하고 노년층은 그동안 축적한 저축을 기반
으로 한 소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이자율의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고령화사회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에서는 패널 VAR의 내생변수로 주가와 가계부채
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2절에서는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를
설명하고, 3절에서는 주요 분석방법인 충격･반응 함수의 결과를 설명한 뒤,
4절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패널 VAR 모형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의 동태적 효과를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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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석방법으로, 최근 이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lzetzki and Vёgh(2013)는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그룹
을 나누어 개도국보다 선진국에서,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보다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보다는 낮은 국가에서
재정승수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Pyun and Rhee(2015)에서는 선진국
으로 이루어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동안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선진국에서의 재정승수가 위기 기간 중 더 높았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통화정책
의 효과가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있다. Abrigo
and Love(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장에서 분석에 이용하고 있는
패널 VAR 모형은 [식 3-1]과 같다.

                                 

[식 3-1]

단 하첨자 ∈ {1, 2, ..., 25} 는 25개국 국가그룹을, ∈ {1995, 1996, ... ,
2014}는 1995년부터 2014년 사이의 연도를 나타내고,    는(1Xk)의 내생
변수 벡터,   는(1Xk)의 국가 고정효과 벡터,    는(1Xk)의 오차 벡터를 나타
낸다. 분석과정에서는(kXk) 행렬인          를 추정한다. 오차항은

      ,   ′        ,   ′        단  ≠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다고 가정한다. 분석에서 시차항은 SBC(Schwarz-Bayesian Information
critrion) 기준에 의해 1로 결정하였다. VAR 모형의 특성상 시차 종속변수가
설명변수로 고려되는데, 이 경우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Nickell 1981). 따라서
본 모형의 추정에서는 Abrigo and Love(2015)를 따라 GMM 추정을 한다.
기본모형으로 고려되는 내생변수 벡터    는                   ′
이다.    는 자연로그를 취한 가계의 총지출이고 거시경제의 실물부문을 나타
낸다.    는 소비자물가(CPI) 인플레이션인데,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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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고려되었다.    는 자연로그를 취한 주가지수이고,    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는 단기이자율로 통화정책의 대리
변수로 사용되었다. 모든 자료는 OECD 데이터베이스의 연간 자료이다. 표본
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주요 분석대상인 주가와 가계부채 자료의 사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본을 인구
고령화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는데, 고령인구 비율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표본을 나누어 서브샘플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표본에서 고령인구 비율의
중위값은 15.44이다. 전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 비중이 기준보다 낮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 폴란드, 미국 등이고, 기준보다 높은 국가는 벨
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다. 이외의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등은 일부 구간은 인구고령화 비중이 높은 샘플에, 일부 구간
은 낮은 샘플에 포함되어 있다.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추가하여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인 1995~
2007년으로 표본기간을 제한한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
진국들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단기이자율 자체가 통화정
책의 기조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샘플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
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샘플
을 나누는 기준을 고령층 인구 비중이 아니라 노동가능인구 비중(Working
population ratio)을 사용하여 서브샘플을 나누었다. [그림 3-1]은 선진국
경제의 노동가능인구 비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령인구 비율보다 샘플
기간 내 변화는 작지만 2010년대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노동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중위 노동가능인구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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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노동가능인구 비율
(단위: %)

주: 전체 인구에서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비중.
자료: OECD(2016a), Elderly population(indicator),http://dx.doi.org/10.1787/8d805ea1-en(검색일: 2016. 9. 20).

66.94%이며 이를 기준으로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샘플과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낮은 샘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샘플을 국제연합(UN)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령사회(aged society)의 기준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경제와 이하인 경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분석결과
[그림 3-2]와 [그림 3-3]은 각각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고령화 비중이
15.44%보다 낮은 샘플과 기준보다 높은 샘플에서 이자율 상승 충격이 가계
지출, 주가지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충격반응함수 결과이다. 먼저
[그림 3-2]는 고령화 비중이 낮은 국가의 결과인데, 이자율 상승 충격은 가계의
지출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낮추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예상되는 정상적인 통화정책 경로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계는 저축의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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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 소비를 감소시키며,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의 상대적 수익률이 올라
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림 3-3]은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효과
를 보이고 있는데 가계지출, 주가, 가계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없다. 즉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통화정책이 상정해왔던 금융시장을 통한
실물경제로의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효과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령
화가 진행되면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소비지출을 변동시키거나, 자산시장에
투자액을 조정하거나, 혹은 부채를 조정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
의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샘플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으로 한정
하여 다시 인구고령화 정도에 따라 서브샘플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책금리를 제로(0)수준까지 낮추고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자율만으로는 이러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의 특성이 결과에
미칠 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만 별도로 분석한 것
이다. 결과는 [그림 3-2]와 [그림 3-3]의 결과와 질적으로 동일하다. 고령화 비중
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자율이 가계지출, 주가, 가계부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데 반해,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모든 반응에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그림 3-6]과 [그림 3-7]은 노동가능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노동가능인구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서브샘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주가
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은 양 샘플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반응이 나왔지만,
가계지출과 가계부채는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유의하게 낮아
지다가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 분석결과 역시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 비율이 낮아질 경우 금융시장을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앞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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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결과: 고령화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효과(전체 기간)
이자율 상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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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결과: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효과(전체 기간)
이자율 상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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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결과: 고령화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효과(1995~2007년)
이자율 상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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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결과: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효과(1995~2007년)
이자율 상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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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결과: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효과
이자율 상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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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결과: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효과
이자율 상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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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미만
이자율 상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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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이자율 상승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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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3-8]과 [그림 3-9]는 국제연합(UN)에서 고령사회로 분류
하는 기준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미만인
사회와 이상인 사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8]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미만인 경제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주가와 가계부채 하락에
유의하게 기여하지만, [그림 3-9]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서는 이자율 상승
이 주가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
이상의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이 주가와 가계
부채 등의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5개국의 개별 경제를 대상
으로 실증분석한 Imam(2015)의 결과를 선진국 2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
하여 재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Imam(2015)에서 검증하지
않은 주가와 가계부채의 금융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데도 그 의미가 있다.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절에서는 OECD 25개국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패널 VAR 분석을 통해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
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효과 분석
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적 통화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 각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해당 국
가의 인구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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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비율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해
경기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클 수 있지만, 고령화 비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 경로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었던 선진국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작았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현재의
빠른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수년 안에 통화정책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통화정책의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기능의 효과가 감소할
경우, 통화정책은 금융시장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실물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운용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
이지만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본 절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
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향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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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요인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국내
저축의 감소이다. 고령인구집단은 저축능력이 감소하여 자본의 축적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축의 감소는 거시경제적으로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
성장률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서 다시 저축을 감소시키는 누적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소위 ‘생애주기 가설(Life
Cycle Hypothesis)’이다. 생애주기 가설은 고령화와 저축 간의 관계를 직접적
으로 설명하는 가설로 Modigliani and Brumberg(1954)가 제시한 내용이다.
이 가설은 개인이나 가계는 예상되는 생애주기 전 기간에 걸쳐 소비와 저축의
관계를 달리 선택하며 이는 생애주기별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어려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직장생활 초기 수입이 적은 시기에는 소득이 없거나

그림 4-1. 생애주기설에 따른 저축곡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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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서 저축도 없거나 적다. 그리고 중년시기에는 저축이 증가하다가 고령화
시기에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중년시기에 비해 저축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림 4-1]이다.
생애주기 가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실증적 연구에서도 어린 나이에서 중년층
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저축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저축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저축
감소의 폭이나 규모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저축의 감소현상 자체가 발생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고령화와 저축 간의 관계가 나라마다 달리 나타
나는 이유는 고령화의 진전 정도가 나라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국가의 경제
발전수준, 소득수준, 사회보장제도, 금융시장 발전 정도, 그리고 정책적 대응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수준이 높고 생산성의 진보속도가 계속 상승하거나 개인의 실질
소득수준이 높으면 고령화 이전 시기의 저축규모가 높아서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저축의 감소
가 나타나지 않거나 감소규모가 작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제도나 사회보장장치가 잘 구비되어 노인인구의 의료비나 필수소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은 국가에서는 노령인구들이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더라도
필수생활비 가운데 자기부담이 높지 않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고령화 시기에도 저축의 감소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화
시기에도 노인인구의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대체할 소득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구성원들이 금융소득이나
자산소득을 필수소비를 위한 지출규모보다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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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고령화와 금융시장 간의 연계관계

자료: 저자 작성.

상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고령화로 인한 저축의 감소는 국가마다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 동일하게 검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득 중심으로 변수들을 축약하여 분석하면 생애주기 가설이 일
반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애주기 가설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고령화를 맞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게 될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축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앞에서 논의한 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대비하면 고령화로 인한 저
축 감소나 성장의 저하 등에 대한 문제를 상당 수준 방어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보면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고령화의 진전이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고광수 외
(2005)는 고령화에 따른 연령구조변화와 민간저축률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이용자료에 따라 거시적 방식과 미시적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증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거시적 방식에서는 주로 저축률과 연령구조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별 국가나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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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시계열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을 시행하고 생애주기 가설이 나타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접근법이다.
둘째, 미시적 방식에서는 가계서베이 데이터나 패널 데이터를 주로 이용한다.
표 4-1. 고령화와 저축률 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구분

주요 연구
∙ Modigliani and Brumberg

초기의
이론적 문헌

(1954)

∙ 개인은 일생 동안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 생애주기 동안의 저축은 역 U자의 유형

∙ Bosworth et al.(1991)

미시자료 연구

주요 연구결과

∙ 생애주기 가설을 지지하지 못함.

∙ Hurd(1992)

- 생애주기 저축유형 미약

∙ Cannari(1994)

- 특히 고령세대의 저축이 높은 수준

∙ Poterba(1994)

유지

∙ Deaton and Paxson(1997)
∙ Hildebrand(2001)
∙ Feldstein(1980)
∙ Horioka(1986, 1991)
∙ Koskela and Viren(1989)

∙ 생애주기 가설 지지
- 고령세대의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저축률
추정

∙ Graham(1987)
거시자료 연구

∙ Shibuya(1987)
∙ Weil(1994)
∙ Masson et al.(1995, 1998)

※ Graham(1987)은 예외

∙ Higgins(1998)

※ Bosworth and Keys(2004)는 분석대상

∙ Bosworth and Keys(2004)

국가에 따라 결과가 다름.

∙ Kotlikoff and Summers(1981) ∙ 개인들은 퇴직 이후에도 상속 동기에 의해
저축
미시자료
연구와

동기에
의한 설명

∙ Bernheim(1991), Weil(1994)
∙ Munnell and Sunden(2003)

∙ Caballero(1991), Deaton(1991) ∙ 개인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
∙ Carroll(1997)
∙ Carroll and Samwick(1997)

거시자료
연구의
차이점
설명

저축을 유지

적 저축 동기에 의해 일생 동안 소비를 소득
보다 낮게 유지
∙ 미시자료가 연금기여분을 소득으로 측정하

저축률

∙ Jappelli and Modigliani(1998)

지 않고 연금수급액을 소득으로 측정함에
따라 고령세대의 소득이 과대 추정

측정의
문제점에

∙ 미시자료가 소득이 낮은 노령세대 중 다수를

의한 설명 ∙ Demery and Duck(2001)

가구원으로 예속시킴에 따라 고령가구의 소
득이 과대 추정

자료: 고광수 외(2005),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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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가설의 기반이 되는 가정이 각 개인들의 자원배분에서 일생동안 자신
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저축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 인구의
연령구조와 국가의 저축률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는 것
이다.
상기 두 가지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에서 생애주기가설이
주장하듯 고령화의 진전이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저축률이 얼마나 하락하는 지는 적용한 연구방법이나 데이터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거시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고령화
진전이 저축률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축률의 하락정도가 크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14)
[표 4-1]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주요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으로 생애주기 가설의 기본적 주장은 대다수의 연구가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연령구조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변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동인은 투자자의 위험
회피 행태이다. 개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회피적 성향이 증가하며 이러한
행태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Barsky et al.(1997)에
의해 주장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고령화에 따른 위험회피적 성향의
증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14) 일부 연구들 중에서 생애주기 가설을 지지하지 않거나(Graham 1987), 대상이 되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Bosworth and Keys 2004)도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이나 국가의 특징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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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선호도의 변화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리스크
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
하게 된다. 고령화의 진전은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변화로 금융상품의 가격
을 변화시키게 되고 고령화의 수요가 높은 상품이 개발되며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은 공급이 축소되거나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게 한다.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개인의 위험회피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연구
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위험회피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이론적 배경으로는 Samuelson(1969),
Stiglitz(1969), Arrow(1971) 등의 연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
들은 고령화가 위험선호도의 회피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검증하기보다는 개인의
부가 연령과 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개인의 부, 소득, 혹은 자산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 위험회피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근거로
활용된 이론모형들이 위험선호도와 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Samuelson(1969)은 개인의 고정된 상대적 위험회피도(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를 가정하여 일생 동안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Stiglitz(1969)는 개인의 상대적 위험회피도가 부의 증대와
함께 작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rrow(1971)는 Stiglitz(1969)와는 반대
로 개인의 상대적 위험회피도가 부의 증대와 함께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떤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실증적 연구들은 부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상대적 위험회피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였는데 개인의 부와 연령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를 확인하여 연령구조가 개인의 상대적 위험회피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
으로 추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연령구조가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와 그 방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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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투자자의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커진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가설의 설정근거로는 ‘투자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한계생산성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상정했다. 고령세대의

표 4-2. 고령화가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분

주요 연구

초기의 이론적 문헌

주요 연구결과

∙ Samuelson(1969)

∙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일생 동안 고정

∙ Stiglitz(1969)

∙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부의 증대와 함께 작아짐.
∙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부의 증대와 함께 커짐.

∙ Arrow(1971)

※ 부와 연령구조의 높은 상관관계에 의해 연령구
조와 상대적 위험회피도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 제공

포트폴

∙ Friend and blume(1975)

∙ 상동

리오
부의
변화와
개인의

배분
기준으

∙ Cohn et al.(1975)

∙ 상동

∙ Riley and Chow(1992)

∙ 주택을 안전자산으로 간주하여 부에 포함시킬 경

로 측정 ∙ Siegel and Hoban(1982)
∙ Barsky et al.(1997)

상대적

∙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부의 증대와 함께 작아짐.

우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부의 증대와 함께 커짐.
∙ 개인의 위험회피도를 직접적 서베이로 조사
부의 규모가 가장 작거나 큰 그룹에서 위험회피도

위험
회피도에

직접

대한 문건

측정

가 낮음.
∙ Halek and Eisenhauer
(2001)

∙ 개인의 위험회피도를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로 측
정.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부의 증대와 함께 커지지
만 부의 규모가 440만 달러 이상인 그룹에서는
반대의 경우 발견.

연령의 변화와 개인의
상대적 위험회피도에
대한 문건

∙ Bossons(1973)

∙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 위험회피도가 커짐.

∙ Shorrocks(1975)

∙ 상동

∙ Morin and Suarez(1983)

∙ 상동

∙ Cohn et al.(1975)

∙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 위험회피도가 작아짐.

∙ Bellante and Saba(1986) ∙ 상동
∙ Jianakoplos and Bernasek ∙ 상동
(1998)
∙ Riley and Chow(1992)

∙ 일정한 연령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회피도

∙ Yoo(1994a)

∙ 상동(거시자료를 통해서도 입증)

가 작아지나 그 이후에는 커짐.
자료: 고광수 외(2005),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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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고위험 추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근로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험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실증연구들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각 나라별로 노령인구에 주어진 생활여건이나 제도 등이 차이가 많아서
연령이라는 변수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는
고령화가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연령구조의 변화는 자산과 결합하는 노동력의 변화를 통하여 자산의 수익률
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자산가격을 변화시킨다. 거시경제적으로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성 변화를 통해 자산가격의 수익률 변화를 도출하고
그 결과 자산가격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다.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 투입요소를 가진 생산함수를 가정할 때 베이비붐 세
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의 초기에는 저축률에 비해 노동력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되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지고 자본의 수익률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자산들의 가격도 상승한다.

          

[식 4-1]

노동시장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저축률이 높아
지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증가율은 감소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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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금융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는
단계로 들어서면 다시 저축률의 하락으로 자본의 수익률이 증가하고 금융자산
의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과 노동 간 상대적 증가율과
한계대체율을 추정하기 어려워서 그 방향성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용이치 않다.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단순히 생산요소의 부존도 변화를
가지고 고령화로 인한 자산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15)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고령화가 금융자산의 가격을 어느 방향으로 변화시킬
지를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변화가 개별 국가에서
자산의 수익률 및 가격의 변화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단지 국가별로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워서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로 인해 리스크 선호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자산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게 되며 그로 인해 개별 자산의 수요가
바뀌고 수익률이나 가격도 변화하게 된다.
연령구조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고광수 외(2005)에서는 관련된 연구를 이론 분야와 실증분야로 분류하여 정리
하여 [표4-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연령구조와 자산가격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Yoo(1994), Abel(1999, 2001), Bosworth et al. (2004)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연구들은 연령별 자산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러한 연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소위 자산시장 붕괴가설(asset
market metdown hypothesis)이다. 1990년대 주식가격의 급상승 원인을
베이비붐세대의 주식수요 증가로 설명한 것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연령구조의
변화와 금자산 가격, 그리고 수익률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적극화되었기

15) Davis(2006)는 고령화의 진전 시 청년층의 상대적 비중 축소로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요소
의 한계생산성 변화로 자산가격의 변화를 일치된 방향으로 제시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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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기존의 모형들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분석방식을 도입하여 인구구조변화가 자산수익률 및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자산의 형태별로도 인구구조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주택가격
과 수요를 연령별 자산선호의 차이로 설명한 연구로는 Mankiw and Weil
(1989)가 그 효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택수요가 가장 높아지는 20~40대 인구
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표 4-3. 고령화와 자산가격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구분

주요 연구

주요 연구결과

∙ Cutler et al.(1990)

∙ 생산성 변화를 고려해볼 경우 연령구조의 변화가 자산가격

∙ Yoo(1994a)

∙ 자본재의 공급이 증감할 수 있을 경우 베이비붐이 자산수익

∙ Brooks(2000)

∙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할 시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은 증가함.

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함.

이론적 문헌

률에 미치는 효과는 절반으로 감소함.
∙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할 때 자산가격은 감소하지만 연령구
∙ Abel(1999)

조 이외의 소비자의 효용함수와 자본재의 생산함수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Mankiw and Weil
연령구조
변화와

(1989)

주택가격이 상승함.

∙ Yoo(1994)

∙ 저축이 활발한 세대의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국채의 실질

자산
수익률의 ∙ Erb et al.(1997)
∙ Goyal(1999)
관계
실증
분석
문헌

관계

∙ 퇴직 연령층이 증가하면 기업의 overcash flow가 증가함.
∙ 연령구조가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작음.

∙ Bergantino(1998)

∙ 연령구조 변화가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침.

∙ Brooks(2000)

∙ 14개 OECD 국가 중 11개국에서 40~64세의 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실질주가도 상승함.

∙ Poterba(2001)

∙ 연령구조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수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고령화로 주식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자산가격
수준의

수익률이 낮음.
∙ 20~45세의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의 수익률이 높음.

∙ Poterba(2001)

연령구조
변화와

∙ 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20~40대 인구 비중이 높아질 때

것임.
∙ Davis and Li(2003) ∙ 7개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질분석에 의하면 노동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주식가격은 상승하여 향후
고령화가 자산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자료: 고광수 외(2005),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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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 연구는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령화가 진전된 2000년
대에 들어서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인구구조만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Poterba
(2001)의 연구는 오히려 연령구조가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설명한다.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가격에 비해
크지만 고령화가 주식가격의 폭락을 가져올 정도로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주장
하였다. 이처럼 서로 연구들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인구구조가 자산
수요나 가격에 적건 크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4-3]은 대표적인 실증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금융시장 구조는 경제발전단계와 개별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의해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생애주기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저축
금액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에 한 국가 전체 인구 측면에서 고령화가 진전되면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개인의 저축곡선 변화에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고령화와 금융시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그 결과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시
하는 금융시장 구조의 주요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먼저 증권자산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권의 비중이 주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과정
에서 가계의 부채규모는 총량 면에서 감소하게 된다.
둘째, 증권가격과 고령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다수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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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상수지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령화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게 되고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적자로 반전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OECD 국가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주로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한 저축의 변화가 파생시킨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고령화가 금융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OECD 국가들과 신흥국들
(EMEs)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선진국이나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연구결과들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의 현재가 신흥국들에서 고령화와 경제발전이 진행
된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변화를 야기한다. 고령화는 초기에 주식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40~64세 연령집단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더 커질수록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될수록 리스크를 회피하려
는 성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주식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
“2002 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 따르면 59세까지 주식 보유 성향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감소하게 되며 75세가 될 때까지
보유주식의 25%만 현금화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노령인구들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산형태는 부동산(공적 혹은 사적)과
연금으로 연금수입이 안정적이고 필수지출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리스크 회피
경향이 높지 않으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높고 가격이 안정된 경우 채권에
못지 않은 안정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고령화가 상당 수준
진전된 국가들에서도 연기금수입이 안정적인 경우 리스크 회피경향으로 인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큰 규모로 발생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기관들은 40~64세 집단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 연령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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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개인저축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65세 이상 연령집단이 커질수록 경상수지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연령집단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생산연령집단은
축소되기 때문이다.

다. 정책적 고려사항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과제
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 사회의 경제적 성과나 삶의 환경을 결정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고령화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과제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6)
첫째, 고령화의 진전으로 가계부문의 자산별 수요가 변화하게 되면 자산별
가격이나 자산규모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정 자산가격의 폭락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연기금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공채 발행 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장기채
발행을 늘림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계부문의 초기 부채비율 감소와 나중에 도래할 부채비율 증가가 경제
성장의 정체와 함께 발생하게 될 때 위기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
해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에서 시차를 가지고 발생하는 채권과 주식에 대한
수요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으로 상호 균형을 이루게 될 가능성은?
다섯째, 금융자유화 이후 이자율 하락으로 가계의 저축은 감소하고 부채를
통한 자산매수가 증가하였으며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 및 소득 증가를
16) Davi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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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이러한
패러다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고령화, 대출, 주택가격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금융자유화로 국경간 자본이동이 발생하여 처음에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그리고 후에는 다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본의 흐름이 역전되는
현상과 이로 인해 환율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Davis 2006).
일곱째, 국제간 자본이동이 고령화에 따른 자산 가격이나 구성의 변화를
저지할 수 있을지를 정책수립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기 주제들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금융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제
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고려해야 해당
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대표적 연구
로는 금융부문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는 Beck and Levine(2004), Davis
and Hu(2004)가 있으며 고령화와 성장의 관계를 총요소생산성으로 설명하는
연구에는 Davis(2006) 등이 있다.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1)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환경 변화
일본의 고령화 추세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1994년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14.0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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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일본의 고령 비중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society)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5년에 노령인구가 20.16%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04년부터 세계
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고령인구는 25.05%를 차지하여 인구의 1/4이
노령인구에 속하고 있다.
고령화란 인구 구성 중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원인은 두 가지
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출산율 저하이며, 둘째는 수명 연장이다. 출산율의 저하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들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다.17) 일본의 출산율은 2014년에 1.42명을
기록하여 일본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의 둘째 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장수국가
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평균수명이 83.7세에 달하고 2055년에는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17) 일본의 혼인율은 1970년대 초반의 1,000명당 10건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절반수준인 5건대로
하락하였고 결혼연령도 3년 이상 늦추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총무성(2007); 정후식(2007, p.
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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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일본의 고령화와 주요국 비교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있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 일본의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7.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일본의 고령화와 국민계정상 변화
일본의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분석들에서 제시한 금융부문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는 저축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생애주기설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노후대비를 위해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저축을
늘려가게 되지만 경제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저축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와 더불어 가장 먼저 주목되는 현상은 가계저축의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시작되면 그 정도가 계속
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본에
서는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시현되어 나타났다. 노령인구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기 전에는 가계저축이 먼저 증가하였다. 가계에서 노령
시기를 대비하여 저축을 늘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저축의
증가는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일본에서는 노령 비중이 9%를 넘어선 198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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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일본의 가계저축률 변화
(단위: %)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가계저축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 이후 고령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축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가계저축률은 현재 마이너스권
으로 하락해 있으며 최숙희 외(2007)의 분석에 따르면 노령인구 비중이 1% 상승
할 때 가계저축률은 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는 일본의
가계저축률이 기조적으로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미 마이너스권에 진입
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도 저축률 감소가 지속
될 뿐만 아니라 저축의 총량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계의 누적 저축은 1999년을 정점으로 급속
한 하락세를 보였다가 근래에는 정체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저축률 변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한
저축률로 인해 누적 저축규모를 감소시키는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축의 감소는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는 시기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4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그림 4-6. 일본의 가계저축(누적)

자료: 일본은행, http://www.boj.or.jp(검색일: 2016. 11. 25).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하락세는 2009년부터 약간의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저축률 변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에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한 저축률의 영향도 누적 저축규모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라 저축률의 하락은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고령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저축률 감소의 영향이 누적
저축액에 반영되어 감소기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저축의 변화는 국민계정 전체의 저축을 변화시켜서 저축률과 저축금액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국민계정상 저축은 생산에서 소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Y-C=S

[식 4-2]

노령화 과정에서 초기에는 소비(C)가 감소하여 저축(S)이 증가하게 되지만
소비의 감소는 한계를 맞게 되고 고령화 증가로 인한 생산의 저하로 저축률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저축의 감소는 국민계정상 두 가지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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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일본의 국내총투자율
(단위: %)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연결될 수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투자의 감소는
추가적인 성장률 저하와 저축률의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대외적
으로는 저축(S)의 증가와 감소가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와 감소로 이어진다.
일본의 국내총투자율은 저축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저축률의 감소가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상수지도 감소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의
감소가 경상수지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민계정상 저축의 감소가 대외적인
부문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자산
고령화의 진전은 가계의 금융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
총무성이 2004년도에 실시한 ‘전국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 가계의 금융
자산은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금융
자산을 저축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가계의 금융
자산은 2005년 441조 엔, 2015년 496조 엔, 그리고 2025년에는 518조 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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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일본의 경상수지
(단위: 조 엔)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8)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자 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하여 저축은 상대적으로 많고 부채는 오히려 더 적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이 확대될수록 금융자산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는 저축은 고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
으나 부채는 오히려 많아서 실제 금융자산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가계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대부분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융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30대에는 부채규모가 크고 저축은
적지만 50대가 되면 상황이 전환되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일본 가계는 축적한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유동화하기 쉽고 안전한 자산
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금성 자산 가운데 정기성 예금이나 저축이
2~3배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18) Hidehiko Fujii 외(2007),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제2부 일본의 고령화 추세와 대응과제,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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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일본 가계 금융자산 잔고의 추계
(단위: 조 엔)

자산총액
금융자산

2005

2010

2015

2020

2025

1,671

1,756

1,806

1,824

1,826

441

476

496

508

518

저축

655

687

705

710

710

통화성 예금과 저축

107

112

115

115

115

정기성 예금과 저축

300

317

327

331

332

생명보험 등

159

164

166

165

164

유가증권

76

82

85

87

88

기타

12

12

12

12

11

부채

214

212

209

203

192

부동산용

184

182

179

173

164

자료: 일본 총무성(2007), 전국소비자실태조사; Hidehiko Fujii 외(2007), p. 29에서 발췌 인용.

가계의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더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
[표 4-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안전자산인 예금과 저축의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의 증가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
한 추세도 가계의 위험회피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자산시장에서 노년층의 영향력이
점차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
운 예금 및 저축의 형태로만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수요에 금융시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저축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금융시장에서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어려운 환경을 야기한다. 경제 전반에 장기적 불황이 발생하면서 ‘저성장ㆍ저
물가ㆍ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1990년
대부터 기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더불어 소비위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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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도 하락시켰다. 1980년대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물가상승률은
2000년대 들어 아예 마이너스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ㆍ
물가상승률 둔화와 마이너스권 진입은 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투자를 위축
시킴으로써 자본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본가격인
이자율도 하락해서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장기불황과 자산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파산이 초래되자 정책금리를 0%대로 내리는 조치를
취하였고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여 2000년대 들어 금융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시장구조에서도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가 변화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을 보면 위험자산
비중은 고령화 초기에 증가현상을 보이다가 이후 안전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증권
투자에서도 고객들의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변화는 주식투자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산시장에서 고령자가 보유
한 저축잔고가 계속하여 증가하면서 자산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노령층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금융시장
에서도 급격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9)

4) 일본 가계의 자산운용
일본에서 60대 이상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6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는 한때 부동산자산을 선호하였으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가격이 붕괴한 이후 계속해서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부동산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자산의 구성 면에서는 노후자금과 생활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19) 오창섭(2014), 메리츠 증권 리포트 2014-04,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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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예금
이나 적금이 52%를 차지하고 있고 연금이나 보험을 합하면 70%에 이르는 수준
이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의 14%
가량이다. 증권투자의 목적은 배당금이나 분배금, 혹은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소득은 ‘노후자금 확보’와 ‘장기 자산운용’을 위해
사용된다.20)
펀드투자는 월지급식 펀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율이 높아서
소득대체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자의 65%가 월지급식
펀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기적이고 조속한 수익실현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에서 월지급식 펀드가 도입된 것은 2003년부터이며 2014년 말 기준 펀드시장
총규모는 113조 엔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월지급식 펀드의 규모는 74조 엔 가량
으로 전체의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령층이 선호하는 월지급형 펀드는 매월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부족한 수입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익에 대한
관심 때문에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채권, 하이일드 채권, 고배당 주식,
국내외 주식펀드 등이 자산규모면에서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월지급형 펀드는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으며 주식형의 경우 매월
주당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월배분액이 높아서 대부분 연
10% 이상의 분배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 34.7%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의 특성상 리스크도 높지만 매입하는 주식 수를 조절하여 리스크와 기대
수익을 투자자의 수요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펀드중 자산순위 1위인 Lasalle Global Reit
펀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펀드는 1주당 매월 60엔씩을 배당하고 있으며
3,700엔 가량의 주가수준을 감안하면 연배당률이 15%에 달하는 고수익률을
20) 오재영(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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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일본 내 자산규모 상위 펀드

12개월
분배율
(%)

펀드 유형

12,961.6

Equity

피델리티 미국 리츠 펀드 10,092.0

Equity

Pictet 글로벌 인컴 펀드

9,060.6

Equity

다이와 미국 리츠 펀드

7,721.7

Equity

7,636.7

Equity

6,388.9

Equity

6,186.9

Equity

5,317.7

Equity

4,991.1

Fixed Income

4,861.7

Fixed Income

4,504.4

Fixed Income Global Fixed Income 월지급식

4,249.3

Fixed Income Global Fixed Income 월지급식 2,715 2011-08-11 18.5

4,208.1

Fixed Income Japan Fixed Income 월지급식

펀드명

닛코 라살 글로벌 리츠
펀드

Okasan 아시아 오세아닉
고배당주 펀드
다이와 미국 리츠 펀드
(UH)
MUKAM 글로벌 리츠
Pictet 신흥시장 인컴
펀드
다이와 아시아퍼시픽 채권
펀드
다이와 미국 채권 펀드
닛코 하이일드 선진국
펀드
노무라 템플턴 글로벌
채권펀드
다이와 일본 국채 펀드

투자대상

Real Estate Sector
Equity
Real Estate Sector
Equity
Global Equity
Real Estate Sector
Equity

월지급
여부

자금
유입액
(YTD,
억 엔)

펀드 순자산
(억 엔)

월지급식

설정일

928 2004-03-26 19.5

월지급식 1,279 2003-12-09 20.3
월지급식

165 2005-02-28 12.8

월지급식

129 2004-05-20 20.5

Asia ex-Japan Equity 월지급식 2,883 2005-10-27 28.0
Real Estate Sector
Equity
Real Estate Sector
Equity
Emerging Markets
Equity
Asia Pacific Fixed
Income
US Fixed Income

월지급식

213 2004-07-21 18.4

월지급식

439 2004-07-02 20.0

월지급식

365 2008-01-31 34.7

월지급식 -116 2003-06-13 11.7
월지급식

78

2003-05-20 17.1

254 2003-08-05 10.7

414 2006-06-12

2.4

자료: 오재영(2015), p. 4.

보이고 있다. 만약 투자자가 월 3만 엔 정도의 추가수입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싶으면 이 펀드의 주식 5,000주를 매입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즉 많지 않은
투자로 유사시의 리스크를 줄이고 고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월지급식 펀드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 내 자산에 대한 투자
보다 투자대상이 대부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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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일본 내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국내
투자만으로는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일본정부의 대응
일본정부는 가계의 높은 저축과 예금을 투자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예금을 주식투자로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했다. 주식시장의 부양은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의 부의 효과
(wealth effect)를 가져와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령
세대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어서 생활의 개선과 더불어 소비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03년에는 증권세제
우대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상장주식의 배당금이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20%에서 10%로 대폭 인하되었다. 2014년에는 개인저축계좌제도
(NISA: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했다. 이것은 일종의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로 가계예금을 주식투자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본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25조 엔의 자금을 주식투자로 유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NISA는 영국이 가계의 장기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표 4-6. 일본의 NISA 제도 개요
주 요 내 용
1. 비과세 대상

상장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2. 비과세 투자액

연간 신규투자액 산항 10만 엔

3. 비과세 투자 총액

500만 엔(100만 엔 X 5년간)

4. 비과세 존속기간

최장 10년간

5. 중도매각

제한 없음(단 중도매각 금액만큼 재투자가 인정되지 않음).

6. 개좌개설 수

연간 1인당 1계좌(매년 계좌 개설 금융회사 변경 가능)

주: 2014년까지는 전용계좌 개설이 1인당 1개 금융회사로 제한되나 2016년 여름경 세제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매년
1회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임.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13), 주간금융브리프, 22권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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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의 일본판이다. 도입 당시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 4-6]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첫째, 연간 1,000만 엔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5년간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존속기간은 10년. 셋째, 비과세 투자기간이 종료된 이후 투자금액은 최대
100만 엔까지 1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투자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 제기되었던 여러 염려와는 달리 지금은 성공적인 제도
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말 NISA 잔액은 6조 4,000억 엔에 달했으며 현재
이용자는 1,000만 명에 접근하고 있다. 2016년부터 비과세 범위는 100만 엔
에서 120만 엔으로 확대되며 유입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좌보유자는 6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대는 10% 내외에
그치고 있어서 고령자들의 금융상품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증권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10년 시한부가 아니라 영구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한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1)
일본정부가 다양한 장려책과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계의 금융자산중 주식 및 펀드의 비중이 증가되어 왔다.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5년간 주식 및 펀드의 투자자산 비중은 9.5%에서 14.5%로 5%가 상승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고령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산구조의 변화방향
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증권자산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례는 고령화가 심화
되는 과정에서도 정책적 노력에 의해 시민들의 금융자산 구성이나 금융시장
변화방향을 조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증시부양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확대와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 ｢일본 NISA 1,000만 시대... 저축서 투자로 지형 변화｣ (2016. 3. 21), 아주경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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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1) 독일의 고령화 추세
독일은 세계 2위의 초고령국가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청년들
을 전쟁에서 잃었기 때문에 이미 1950년대에 노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로 출발하였다. 전쟁 직후부터 독일 국민들은 베이비붐을 맞았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전쟁으로 붕괴된 가정을 재건하였고 전쟁통에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가정들이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후 독일의 경제적 복구가 진척을 보이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풍요가 독일의 출산율을
높이는 기제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독일의 베이비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긴 기간인 1946년부터 1965년까지 이어졌으며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하였다.
독일의 노령인구 비중은 전쟁의 영향으로 이미 1950년대부터 10%를 넘었다.
1960년대까지 지속된 베이비붐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노령인구 비중은 이미
1974년에 인구의 14.1%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그후 베이비붐
그림 4-9. 독일의 노령층 비중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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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성장하고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노령층의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1980년부터 1994년까지는 고령화 정도가 오히려 낮아지거나 정체되는 현상
을 보였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다시 고령화 수준이 증가하여 2007년에
20.2%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노령인구 비중
이 21.4%를 보이고 있으며 2060년에는 32.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예산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경제적,
재정적 부담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 고령화를 결정하는 출산율은 1970년대 초에 2명 이하로 떨어져서
1994년에는 1.24명까지 하락하였다. 독일정부는 출산보조금 도입 등의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강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이후 출산
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출산율이 1.47명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 있
으려면 인구대체율 수준인 출산율이 2.1명까지 증가하여야 하나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는 2013년에 8,130만 명에서
2060년이면 7,08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시민들의 기대수명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평균 80.9세인 기대수명이
그림 4-10. 독일의 기대수명과 출산율 변화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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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서 2060년에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85세, 여성의 평균수명은 89세
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8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3.4%를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사회 중에서도 고령화가 깊어진 초고령화 상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독일은 오랫동안 세계 1위의 고령화사회를 지켜오다가
지금은 일본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여전히 세계 2위로 고령화 정도가 높다.
이처럼 높은 고령화 수준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상당 기간
세계 2위의 입지를 고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독일의 가계저축과 자산관리
독일사회에서도 고령화의 진전은 저축률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에
비하여 저축률의 감소 정도가 훨씬 완만할 뿐 아니라 현재 저축률의 절대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가계저축률이 -0.47%
를 기록하여 마이너스권에 진입해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은 여전히 9% 이상이며
그림 4-11. 독일의 가계저축률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86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그림 4-12. 독일의 국내총투자율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2015년에는 9.6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저축률은 2000년도에 9%
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 10.48%까지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9%대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매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총투자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세는 완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0년에 국내총투자율이 26.9%의 수준에서 하락하여 등락을 보이다가
2015년에는 19.6%를 시현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록 총투자율의 감소가
약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저축률의 하락이 크지 않아서 저축률의 감소가 총
투자율의 감소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독일의 가계저축률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락세가
매우 약하고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서 선진국으로서는
매우 높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가계저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일의 높은 사회보장수준이 상당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이나 의료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서
개인이 치러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가운데 저축할 수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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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독일 가계 일인당 금융자산
(단위: 달러)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독일 가계의 높은 저축률 수준은 개별 가계의 자산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림 4-13]은 독일 가계의 일인당 금융자산의 규모
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의 일인당 금융자산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계속하여
증가하여 세계에서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 가계의 금융자산은 증가속도
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에 3만 1,212달러
수준이던 일인당 금융자산 규모는 2006년에 그 갑절수준으로 증가하여 6만
1,523달러에 도달한다. 그리고 2014년에 8만 3,435달러에 도달하고 있어서
1995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0년마다 거의 3만 달러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계 금융자산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축률
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데도 불
구하고 저축률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고령화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사료된다.
독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도 일반적으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금이 58.3%를 차지하여 가계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자산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그 다음이 건축을 위한 적금–보험–주식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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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독일 가계 금융자산 구성
(단위: %)

합계

연령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금융자산
저축

정기예금

종신보험

채권

주식 및 부동산펀드

기타 금융자산

그외

2003

59.1

37.2

58.2

56.4

55.9

68.7

71.0

2005

58.3

44.9

54.4

54.4

51.9

67.7

71.3

2003

22.4

24.2

31.9

27.2

25.9

20.3

7.3

2005

27.7

25.1

37.1

31.2

31.5

27.5

14.4

2003

25.2

16.3

34.1

41.5

35.9

19.6

4.1

2005

25.6

14.9

29.6

35.1

36.9

26.7

7.2

2003

7.1

3.4

5.3

7.9

8.5

9.8

6.4

2005

7.3

3.7

3.5

7.1

8.8

10.7

8.4

2003

14.5

8.4

17.4

19.2

14.7

16.8

9.0

2005

17.8

10.7

20.2

24.5

18.3

16.0

14.2

2003

n/a

n/a

n/a

n/a

n/a

n/a

n/a

2005

2.2

1.3

2.7

2.7

2.2

2.1

2.2

2003

28.6

48.5

27.9

25.8

28.5

20.5

26.4

2005

28.4

38.6

27.5

30.7

30.7

22.2

24.0

7.3

4.7

연금성 저축
기업연금

‘리스터 연금’

민간 연금형저축

그외

2003

9.9

5.6

15.7

14.4

11.7

2005
2003

12.4

6.9

17.4

22.0

16.4

6.8

2.6

4.2

4.3

8.2

7.8

4.3

0.6

0.6

2005

8.5

6.2

19.5

16.4

8.1

1.1

0.0

2003

6.8

6.8

11.7

11.4

8.4

2.2

1.1

2005

9.4

8.8

17.6

14.9

13.5

2.1

0.5

2003

82.1

85.0

71.4

71.1

78.7

90.4

94.7

2005

75.7

81.4

57.3

58.7

69.0

91.2

96.9

자료: Sheldon(2006), p. 79.

펀드–채권–기타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산의 보유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생애주기설에 따른 자산선호현상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금을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 예금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0대가 40대보다 예금의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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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독일의 연령대별 가계 주식투자
(단위: %)

합계

주식 및 부동산펀드

표본 비중

2003

14.5

연령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69
8.4

17.4

19.2

14.7

16.8

70세 이상
9.0

2005

17.8

10.7

20.2

24.5

18.3

16.0

14.2

2003

100.0

14.2

17.7

19.2

14.5

18.0

16.4

2005

100.0

12.4

14.7

20.8

16.3

18.5

17.3

자료: Sheldon(2006), p. 94.

20대부터 70대까지 계속적으로 예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적금의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30대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 및 펀드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연령대는 40대이다. 50대부터는
다시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50대 이전에는 자녀
양육이나 주택구매 등의 다른 지출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나 50대부터는 필수
지출을 대부분 해소하게 되어 약간 더 높은 리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식과 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계의 주식투자는 30대 이하에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30대에는 20% 정도가 주식투자에 참여할
정도로 수익률에 관심도 많고 비교적 투자자금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0대에는 4명 중 1명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서 비교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의 축적이나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0대부터는 급격히 주식투자 참여비율
이 감소하여 10%대로 하락한다. 그리고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시기의
경제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경향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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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독일의 소득수준별 가계 주식투자
(단위: %)

합계

주식 및 부동산펀드

표본 비중

2003

14.5

순 월수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3.1

6.6

10.7

22.3

33.6

2005

17.8

4.7

6.8

17.6

20.6

41.8

2003

100.0

19.1

17.9

23.7

22.9

16.4

2005

100.0

20.4

18.4

20.4

21.9

18.9

자료: Sheldon(2006), p. 96.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에 해당하는 계층은 각기 주식투자에 참여비율이 7%에도
이르지 못한다. 투자자금의 부족과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주식투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위부터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최상위인 5분위 소득집단은 41.8%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서 거의 둘 중 하나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투자에 연계
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주식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게
된 동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투자는 한편으로 투자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거나 투자대상
의 가격수준이나 적어도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식투자에 대한 참여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1/4 이상이 주식투자
에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수준이 그보다 낮은 계층에서는 주식투자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투자대상에 비하여 주식투자는 해당
주식의 펀더멘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거나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지속적
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교육수준이 소득수준과도 연관성
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수준 때문에 주식투자의 참여율이 결정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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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는 교육을 많이
받았던 계층에서 더 용이할 것이므로 직관적으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통계를 수긍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3) 독일의 정책적 대응
독일은 다른 초고령사회들과는 달리 경제적 변화 압력이 거세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시작은 저축과 노동력의 감소에서
시작된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축능력이 감소하고 생산연령층의
인구 비중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은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의 강화와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인 강화로 투자
제고,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우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여성고용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독일은 실업률이 4%대로 하락
하였고 경제성장률은 2%대를 유지하여 거시경제적으로 오히려 성과를 개선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990년에 시행한 독일 통일로 인해 구동
독지역과 서독지역 간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적 선순환을 가져
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분야에서 저축률의 하락이 높지 않고 절대적인 저축수준은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금융분야의
변화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금융자산간의
표 4-10. 독일의 교육수준별 가계 주식투자
(단위: %)

합계

주식 및 부동산

표본 비중

교육
초등교육

직업훈련

중등교육

대학졸업자

2003

14.5

3.4

12.4

18.6

31.5

2005

17.8

4.2

14.5

27.6

35.6

2003

100.0

15.8

55.4

14.7

14.2

2005

100.0

12.5

57.0

20.4

10.0

자료: Sheldon(2006),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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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변화와 그로 인한 금융상품간의 대체현상은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리스크가 작은 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서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기조적으로 위축되는 압력을 받고 있다.
독일은 다른 고령화국가와 달리 저축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축의 감소를
필두로 나타나는 거시경제적인 변화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노동력 감소의
영향을 차단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함으로써 노령인력과 여성노동력의 고용여력을
확대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를 2003년
778만 개에서 2012년 1,039만 개로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금수급
시기를 상향조절하여 노령층의 고용유지기간을 연장하고 연금재정의 부담은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다. 2007년에는 연금개혁을 시행하여 연금수급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늦추었고 그 후 매년 한 달씩 수급시기를 뒤로 미루어서
2029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노동시장 및 연금 개혁
으로 고용률을 제고함으로써 2012년까지 노령자의 고용률은 19.5%p, 여성고용
률은 11.2%p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외에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력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총인구 가운데 이민자가 13%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노령인력 비중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R&D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R&D 투자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연평균 2.3%씩 증가하였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1%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R&D 투자를 연평균
2.7% 증가시켰으며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0.4%씩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의 고령사회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부정적 요인을 원천
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 공급 확대, 생산성
제고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우려되는 현상을 역진시켰다. 경제적으로는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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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저축률 유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에서 발생하는 거시경제 및 금융 분야의 문제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1) 미국의 고령화 추세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2013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긴 했지만 노령층의 비중이 2014년에 14.5%에
불과하여 아직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지
는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매우 느린 것도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작은 이유이다. 미국은 2013년에 갓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에 노령층
비중이 1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이 되어서야 노령층 비중이 20%
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령화 속도가 완만한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출산율이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출산율은 1973년 이후 2명보다
그림 4-14. 미국의 노령인구 비중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94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그림 4-15. 미국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987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9년도에
2명 이상을 기록한 후 2009년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3년 정도만
2명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을 뿐 전반적으로 2명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
해왔다. 2010년대 들어 출산율이 2명 아래로 하락하여 2014년에 1.86명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타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대수명도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78.8세를 기록
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은 1989년에 이 수준에 도달했고 2013년에는 기대수명
83.4세에 도달하여 미국보다 수명이 4.6세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도
2013년에 기대수명이 80.9세이므로 미국인들이 독일인들에 비하여 2.1년
가량 더 수명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더 높은 출산율과 더 짧은 기대수명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우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는 경우 경제주체들
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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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도 갑작스럽게 큰 충격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부담을 흡수하거나 재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예상되는 문제들
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국의 가계저축과 금융자산 관리
미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긴 하였지만 미국의 가계저축률은 큰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지는 않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률을 보
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지금은 6%에 달하는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도 아직은 하락기조로 전환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변동성
이 높고 오히려 최근 수년간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노령층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인구
학적 특성 때문에 아직 가계저축이 감소할 만큼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노령층의 비중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가계
저축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축률에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6. 미국 가계저축률
(단위: %)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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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미국의 가계 금융자산
(단위: 달러)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미국의 가계 금융자산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저축률이
5% 이상을 보이고 있어서 가계 금융자산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고령화가 매우 점진
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고령화의 심화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아직 금융시장에서 향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령화는 아직 저축률이나 금융자산의 변화에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terba(2004)의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금융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구조도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Poterba(2004)가 전망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의 가격이나

표 4-11. 미국 가계의 자산 구성
(단위: %)

1987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비금융자산

40.5

39.8

34.5

33.3

38.8

32.1

31.7

31.5

금융자산

59.5

60.2

65.6

66.7

61.2

67.9

68.3

68.5

주: 2012년은 3분기 말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2013, p.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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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미국 S&P 500지수 변화

자료: Investing(검색일: 2016. 11. 25).

수요구조의 변화가 고령화가 상당 수준 진척된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나타
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우량주식 가격을 대변하는 S&P 500지수는 미국의 IT 버블이
꺼지던 2000년대 초반과 글로벌 금융위기시기의 하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 고령화의 영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붕괴(asset market meltdown)현상은 미국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시장에서는 아직 금융자산들간의 수익률 변화도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 채권, 장기 정부채권, 일반 주식 등의
금융상품들 가운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먼저 하락하게 되고 자산 구성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아직 미국시장에서 분명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분석이나 이론의 오류
라기보다는 미국의 고령화 수준이 높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에서 유출입되는
인구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평균연령은 미국의 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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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젊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노령층의 비중이 때로는 이민정책에 따라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의 금융시장
에서는 아직 고령화의 영향이 크지 않고 금융자산의 운용 면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변화가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3) 미국의 정책대응
미국의 금융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시장답게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대중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상품은 401(K)이라 불리우는 상품이다. 1980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이 상품은
401(K)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근로자가 전적으로 기금에 적립하며 59.5세
부터 펀드의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자신이 적립하고 있는 금액
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혹은 결합한 상품들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기금 적립을 대신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가
감면되며 기금의 수익도 지급 이전까지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가계의 401(K)
계정 중간값을 기준으로 볼 때 401(K)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소득의 1/4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4-12.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단위: %)

연말

현금ㆍ예금

1987

금융투자상품

보험ㆍ연금

기타

50.3

23.9

3.0

6.1

51.4

25.2

3.1

7.9

55.1

28.9

2.6

7.3

10.8

57.4

29.6

2.7

37.8

9.1

10.3

57.3

28.0

3.0

31.7

11.0

11.6

54.2

28.7

3.3

14.9

32.2

9.5

11.4

53.2

28.5

3.4

14.3

32.9

8.7

12.3

53.9

28.5

3.3

주식

채권

펀드

소계

22.8

35.5

9.0

5.8

1990

20.3

34.4

10.9

1995

13.4

36.7

10.4

2000

10.4

39.3

2005

11.8

2010

13.8

2011
2012. 30

자료: 금융투자협회(2013, p.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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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연금소득
은 필요소득의 40% 수준에 불과하므로 401(K) 상품으로 부족한 생활의 필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여와 수급 금액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공적 적립금으로는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401(K)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령층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 가운데 주요국
(일본, 독일, 미국)을 선정하여 자금순환표의 자산부채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그림 4-19. 주요국 고령화 추이
(단위: %)

주: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만 65세 이상)인구의 비율.
자료: OECD(2016a), Elderly population(indicator), http://dx.doi.org/10.1787/8d805ea1-en(검색일: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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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국가별 가계자산 구성(2015년)
(단위: %)

주: 1) 일본은 2004년 자료, 2) 대출금 및 기타 제외.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령화의 진행은 가계의
자산선호도를 바꾸고 그 결과 자산 및 부채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초래할 것
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2.67%로 고령화사회로
분류되고 있으나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 및 초고령 사회로의 진행이 오히려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 있는 일부 국가들보다 더 먼저 일어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더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가운데 2013년 기준 일본, 독일의 노령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상회하고 있어서 초고령사회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의
노령인구 비율은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어 이 국가들을 주요
비교국가로 선정하였다. 독일은 이미 1960년대 후반,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후반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도 12% 후반의 고령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고령사회적 특징
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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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자료들을 근거로 국가별 가계의 자산
보유 현황을 통해서 고령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리스크 회피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규칙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 네 나라가 모두 공통적으로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이 가계자산에서 25~37%를 차지하며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국가들에 사는 가계들이 이미 노후대비를
위하여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이 36.9%로 비교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25.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교대상 자산의 구성항목 전체가 절대금액 면에서는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3. 국가별 가계자산 구성(2015년)
(단위: %)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현금 및 예금

13.6

39.0

52.1

43.1

채권

6.4

3.2

2.3

5.4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45.6

20.3

16.0

19.4

보험 및 연금 준비금

33.0

36.9

25.3

31.1

파생상품

0.0

0.0

0.0

0.0

기타

0.0

0.6

4.1

1.0

대출금

1.4

0.0

0.1

0.0

주: 1) 일본은 2014년 자료, 2) 대출금 및 기타 제외.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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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가계의 거래형태별 금융자산(한국)
(단위: 조 원)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2008년 1,701조 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3,176조 원으로 1,475조 원이 증가하여 금융자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15년 한국의 금융자산 증가율은 평균 9.38%로 일본
(2009~14년 평균 2.54%), 독일(2008~15년 평균 2.82%), 미국(2008~15년
평균 4.09%)에 비해 2~3배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그림 4-22.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금액 변화(한국)
(단위: 조 원)

주: 2008년대비 2015년의 증감액.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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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의 변화(한국)
(단위: %, %p)

2008년(A)

2015년(B)

B-A

금과 SDRs

0.0

0.0

0.0

현금 및 예금

48.9

43.1

-5.9

채권

4.4

5.4

1.0

대출금

0.0

0.0

0.0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21.2

19.4

-1.8

보험 및 연금 준비금

24.6

31.1

6.5

파생상품

0.1

0.0

-0.1

기타

0.7

1.0

0.3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험 및 연금 준비금, 현금 및 예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순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대비 2015년 증감액
을 보면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은 570조 원, 현금 및 예금이 535조 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254조 원 증가하는 등 절대금액 면에서는 주요 자산분야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중의 변화로 살펴보는 경우, 보험 및 연금 준비금과 채권은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현금 및 예금과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이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금액 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채권도 금액이나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도 고령화사회에서 안정된 수익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48.9%에서 43.1%로 5.8%가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총자산의 40%가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금과 예금
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화사회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이며, 특히
저금리기조하에서 기회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지분
증권 및 투자펀드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다분히 위험회피적 성향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고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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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될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자연스럽게
자산 구성에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금융자산 잔액의 절대규모와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모두 증가한
부문은 보험 및 연금 준비금 항목과 채권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
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직 고령사회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증가가
정체되었으나 2012년 이후 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이전에 비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산의 평균성장률을 보면 2009~11년 기간에는 평균
1.16% 성장에 그쳤지만 2012~14년 기간에는 평균 4.53%가 성장하여 가계의
자산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 금융자산의 급속한 신장
으로 가계 금융자산이 2008년에는 1,513조 엔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1,758조 엔으로 245조 엔이 증가하였다.
그림 4-23. 가계의 거래형태별 금융자산(일본)
(단위: 조 엔)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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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의 변화(일본)
(단위: %, %p)

2008년(A)

2014년(B)

B-A

금과 SDRs

0.0

0.0

0.0

현금 및 예금

53.7

52.1

-1.6

채권

4.3

2.3

-1.9

대출금

0.1

0.1

0.0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9.5

16.0

6.5

보험 및 연금 준비금

28.3

25.3

-3.0

기타

4.1

4.1

0.0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가계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에서는 지분증권 및 투자가 6.5%p로 크게 증가
하고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이 -3%p 감소하였으며 현금 및 예금은 –1.6%p 감소
하였고 채권도 –1.9%p가 감소하여 이 감소된 부분이 모두 자본증권 및 투자
펀드가 확대되는 과정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금융자산이 최근 들어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정형화된 사실들

그림 4-24.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금액 변화(일본)
(단위: 조 엔)

주: 2008년 대비 2014년의 증감액.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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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율(일본)
(단위: %)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과는 차이를 보인다.22)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일본 NISA 제도의 영향으로 사료
된다. 세제혜택과 수요자 중심의 선택이 가능한 펀드의 출현 등이 새로운 소득원
으로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적ㆍ질적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으로 기존의 다른 금융자산으로부터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만든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정점을 거치며 1990년대
와 2000년대에 금융자산 구조의 충분한 조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 일정 수준 이미 균형상태에 도달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가능성에 의해 금융자산의 구조가 증권투자로 기울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정형화된 대표적인 사실로는 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의 증가 ② 위험회피적 인구(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자산인 지분증권 및 투자펀
드가 감소하며 ③ 안전자산인 채권의 감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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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 변화(독일)
(단위: %, %p)

2007년(A)

2015년(B)

B-A

금과 SDRs

0.0

0.0

0.0

현금 및 예금

35.5

39.0

3.5

채권

6.7

3.2

-3.6

대출금

0.0

0.0

0.0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24.2

20.3

-3.9

보험 및 연금 준비금

32.6

36.9

4.3

파생상품

0.0

0.0

0.0

기타

1.0

0.6

-0.3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독일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 금융자산은 2008년을 제외하면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독일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국가
들에 비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의 증가도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26. 가계의 거래형태별 금융자산(독일)
(단위: 조 유로)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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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금액 변화(독일)
(단위: 조 유로)

주: 2007년대비 2015년의 증감액.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보유자산의 구조도 고령화의 진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이 증가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정황이 나타났고 지분 및 펀드 투자가 감소
하여 리스크 회피적인 경향이 자산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및 예금의 증가는 고령사회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독일의 금융자산은 전반적으로 고령화 경향의 심화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채권투자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령사회의 특징상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적 특징보다 유럽지역의 경제침체로 지속
되고 있는 양적완화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양적완화로 인해 제로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지나치게 낮아진 것이
채권투자를 줄인 원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가계 금융자산은 양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가계 자산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장도 낮지만 안정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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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가계의 거래형태별 금융자산(미국)
(단위: 조 달러)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미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금융자산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이 고르게 증
가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자산이 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7.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 변화(미국)
(단위: %, %p)

2007년(A)

2015년(B)

B-A

금과 SDRs

0.0

0.0

0.0

현금 및 예금

11.8

13.6

1.8

채권

7.7

6.4

-1.3

대출금

2.1

1.4

-0.8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46.4

45.6

-0.8

보험 및 연금 준비금

31.9

33.0

1.1

파생상품

0.0

0.0

0.0

기타

0.0

0.0

0.0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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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금액 변화(미국)
(단위: 조 달러)

주: 2007년대비 2015년의 증감액.
자료: OECD(2016c), http://data.oecd.org(검색일: 2016. 7. 15).

가계 금융자산의 증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국
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자산의 구성내역 면에서는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고령화사회의 자산 구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현금 및 예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 일본, 독일과 달리 지분
증권 및 투자펀드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 전체 자산 가운데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가계
의 자산관리에 매우 친숙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이 30% 초반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서 자산관리와 노후에 대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산 구성의 변화는 매우 완만하여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금 및 예금의 증가나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의 축소, 보험 및 연금 준비
금의 증가 등은 고령화사회의 특징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감소도
노후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고령화와 연관지을 수는 있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계가 전반적으로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반영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 보유가 적은 비율이지만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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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현상의 영향을 지닌 것으로 단기적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적으로 미국의 가계 금융자산은 그 규모의 증가추이나 자산 구성의 변화
방향 면에서 고령화사회의 특징과 부합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에서 지분증권과 펀
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많다는 점에서는
아직 고령화 추세가 가계 금융자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23)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한국의 국제금융거래는 OECD 가입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거함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금융거래 면에서 오랜 기간 순대외채무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였
으나 2014년에 들어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를 앞서면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23)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준비자산
으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3,680억 달러 규모로
전체 대외자산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준비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경상수지
23)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비거
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통계표를
의미한다. 순국제투자(Net IIP) = 대외금융지산- 대외금융부채. 이 표는 1990년대 이후 국제자본이
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IMF가 회원국들의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의 포지션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증대하여 개발하였다. 이후 회원국들에 작성ㆍ공포토록 권고한 이후 국제적으로 작성되고 있
다. 이 표는 IMF에서 제시한 거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며 해당 경제주체의 활동에 따른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에 따라 거주지가 구분된다. 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거주자, 국내기업의 해외자
회사: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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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경제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은 제한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해외자본 유출에 대응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험
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비롯하여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
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외자산 가운데 준비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97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61%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의 대외자산이 정부 중심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유외환을 확대한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이후 준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32%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부문의 대외자산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여
한국의 대외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8.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동향
(단위: 십억 달러)

항목

1995

2000

2005

2010

2015

대외금융자산

99.8

182.7

370.2

697.1

1,134.9

직접투자

13.3

21.5

38.7

144.0

278.4

증권투자

7.3

5.5

52.1

112.2

235.9

파생금융상품

0.0

0.0

1.0

27.6

29.5

기타 투자

49.8

59.4

68.0

121.7

223.2

준비자산

29.4

96.2

210.4

291.6

368.0

대외금융부채

146.0

219.2

514.1

828.2

939.6

직접투자

18.2

43.7

104.9

135.5

174.6

증권투자

47.9

80.3

310.5

489.1

551.9

파생금융상품

0.0

0.0

1.3

27.4

37.8

기타 투자

79.8

95.1

97.4

176.2

175.3

-46.2

-36.5

-143.9

-131.1

195.3

순대외금융자산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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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이 대외자산을 확대하여 필요시 스스로 대외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자산은 향후 고령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국내저축이 감소하여 일본에서처럼 마이너스
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상품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어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준비자산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준비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외거래가 증가하면 준비자산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교적 임금이 낮은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와 시장 개척이나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 투자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총생산성의 하락으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해외직접투자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2,784억 달러에
달하며 총대외자산의 24.5%에 이른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대외자산을 증
가시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국내
그림 4-30.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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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한국의 대외금융자산별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6. 11. 25).

고용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외증권투자이다.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한국의 해외투자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고령화로 한국의
투자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도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하는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면 증권투자의 수익률
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향후 고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의 해외
증권투자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8]에 따르면 이미 2005년
이후 5년마다 해외증권투자는 10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해외투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수익률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와 국가간 협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외금융부채도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대외금융자산보다 작은 규모로까지 감소했다. 외국인투자의 감소는
일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추세적인 현상인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령화 추세가 심화될 경우 한국기업들의 생산성 하락으로 외국인투자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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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구성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6. 11. 25).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경제에 고령화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고령화가 진전된 것이 아니므로 우선은 단기적 투자감소현상
으로 사료되나 향후 동향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속히 진단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3.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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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구성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6. 11. 25).

대외금융부채는 해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시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시기를 제외하면 증권투자는 항상 대외
금융부채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해왔다. 2013년에는 62%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 말에는 대외금융부채 총액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대외
부채가 감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외국인들의 증권투자 감소
이다. 증권투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도 절대금액 면에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으로 전체 대외금융부채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도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투자나 기타 투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
단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
성 저하, 임금상승, 성장률 저하 등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매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 비중이 시가총액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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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유출은 주가하락만이 아니
라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매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세계적으로 진행된 자본시장의 글로벌 라이제이션의 진행과 함께 일본의
대외투자도 급속하게 확대되어왔다. 일본의 대외금융자산은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외금융자산규모을 축적해왔으며 여전히 높
은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2015년 대외금융자산의 규모는 7조 9,266억
달러이며 일본 GDP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들어 대외금융자산의
증가속도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난 5년간 1조 달러에 가까운 자산의
증가를 시현했다. 일본의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제외한 순대외
표 4-19. 일본의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동향
(단위: 십억 달러)

항목

1996

2000

2005

2010

2015

대외금융자산

2610.43

2972.32

4294.86

6893.16

7926.64

직접투자

263.54

281.17

390.60

846.22

1271.98

증권투자

958.32

1306.48

2114.89

3305.18

3558.85

파생금융상품

3.97

3.31

26.31

52.63

373.32

기타 투자

1167.00

1020.36

920.10

1592.39

1489.68

준비자산

217.60

360.99

842.96

1096.74

1232.80

대외금융부채

1719.40

1814.39

2763.12

3751.28

5038.09

직접투자

34.87

53.05

104.91

230.02

193.10

증권투자

569.63

884.32

1542.42

1866.81

2648.57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순대외금융자산

2.72

3.19

33.23

64.66

377.83

1112.18

873.82

1082.55

1589.78

1818.58

891.02

1157.93

1531.74

3141.88

2888.55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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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일본의 순대외금융자산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5).

금융자산은 2조 8,888억 달러로 25년간 세계 제1위의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
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외
증권투자로 2015년의 경우 대외금융자산 총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그림 4-36. 일본의 대외금융자산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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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일본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활용하여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연도별로 수백억 달러씩 증권투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투자자들이 매우 적극적
으로 해외증권투자에 임하고 있으며 리스크나 투자여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타 투자를 제외하면 일본의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해온
것은 준비자산이다. 일본의 엔화는 완전한 국제적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지만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준비
자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오랫동안 세계 2위의
지위를 유지해왔고 아직도 세계 3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규모
의 준비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5년 말 일본의 준비자산
규모는 1조 2,328억 달러로 GDP의 1/4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준비자
산을 더 늘려갈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사시 일본의 다른 대외자산
들도 일본 통화의 가치를 안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단 준비

그림 4-37. 일본의 대외금융자산 구성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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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일본의 대외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5).

자산규모가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외자산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항목은 해외직접투자
이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고령화 진전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림 4-39. 일본의 대외금융부채 구성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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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될 만큼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일본의 해외직접
투자는 2015년 기준 대외금융자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금액 면에
서나 비중 면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향후에도 일본의 대외직접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의 저하
를 막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왔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보다는 제조
업을 비롯한 일본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주로 집중해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일부산업분야를 제외한 여타의 분야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임금수준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서 표준
화된 산업들이나 상품들의 생산기지는 임금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직접투자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일본 내에서의 일자리를
감소시켜왔으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최근에는 구인난이 발생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수록 해외직접투자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외금융부채는 해외투자자의 일본 내 투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증권투자이다. 2015년 외국투자자들의 일본 투자자산 중 증권투자는
53%를 차지하였고 파생금융상품이 7%를 차지하였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도 5% 수준에서 4%로 감소하여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의 매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증권
투자의 매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유인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투자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독일의 대외금융자산은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유지해오다가 201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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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독일의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동향
(단위: 십억 달러)

항목

1995

2000

2005

2010

2015

대외금융자산

1663.8

2722.3

5015.5

8739.4

8604.8

직접투자

234.1

549.7

996.7

1634.9

1971.9

증권투자

385.4

995.9

1817.9

2555.7

2905.6

파생금융상품

0.0

0.0

0.0

1047.8

728.9

기타 투자

959.7

1089.4

2099.2

3284.4

2824.7

준비자산

84.6

87.3

101.7

216.6

173.7

대외금융부채

1534.7

2690.7

4654.8

7851.6

6984.6

직접투자

101.5

525.5

813.2

1210.5

1360.1

증권투자

636.9

1043.2

2114.0

3015.5

2803.8

파생금융상품

0.0

0.0

0.0

1050.8

741.8

기타 투자

796.3

1121.9

1727.6

2574.7

2078.9

순대외금융자산

129.2

31.6

360.7

887.8

1620.2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5).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 이후 독일의 대외투자자산은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2012년 9조 6,305억 달러에 달하던 대외금융
자산이 2015년에는 8조 6,048억 달러로 감소하여 1조 달러가 넘는 자산규모
의 축소가 발생했다. 기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증권투자와 해외직접
투자는 2014년부터 감소했고 파생상품투자, 기타 투자, 준비자산 등은 2013년
부터 감소했다. 독일의 대외금융자산 규모의 감소는 유럽지역의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고 양적완화가 시행되면서 증권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의 대외금융부채는 독일의 대외금융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독일
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5년 독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1조 6,202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의 대외투자도 감소하고 독일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독일 내로 유입되는 투자규모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지역의 경제침체로 인한 경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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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독일의 순대외금융자산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비록 독일이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과 생산성 제고노력으로
아직까지 고령화의 부작용을 성공적으로 제어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의 압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독일의
순대외금융자산 증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림 4-41. 독일의 대외금융자산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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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생산성 하락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이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독일은 최근 들어 오히려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아직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변화라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가 있지만 주로 유럽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럽의 경제적 침체로 인해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여러 개혁정책에도 불구
하고 고령화의 압력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금융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일에서도 증권투자이다.
해외 증권투자는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성장세가 높은
해외지역에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독일에서도 해외증권투자가 201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지역의 특수성
이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고령화의 부담이 존재하므로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준비자산도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42. 독일의 대외금융자산 구성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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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독일의 대외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독일은 자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중앙
은행이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은 독자적으로도 준비자산을
보유해왔다. 이는 자국의 국공채 발행을 위한 보증이나 안전장치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고령화로 인해 자국의 대외거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준비자산을 일정 수준 보유하는 것은 거시건전성
그림 4-44. 독일의 대외금융부채 구성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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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대외금융부채도 2012년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부터 감소하고 있다. 독일의 금융부채 증가추세는 독일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자들이 고령화로 인하여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독일의 고령화 대책과 개혁정책들이 경제운용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해외투자의 유입이 직접투자, 증권투자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것은 경기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독일 국제투자대조표의 분석은 자산 면에서는 2012년까지는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외금융자산의 감소,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의 감소, 그리고 준비자산 축소 등의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시대에 예상되는 변화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
이고 있어서 아직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채
면에서는 기존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어 고령화가 발생한 국가
들의 특징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추세적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변화를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독일의 대외금융자산은 고령화의 특징이 아직 현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미국의 대외금융자산은 2015년 말에 23조 2,083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채는 이보다 더 많은 30조 5,651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따라서 순대외금융자산은 마이너스가 되어 7조 3,568억 달러의 순채무
국가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금융자산은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되어왔으며 2015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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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미국의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동향
(단위: 십억 달러)

항목

1995

2000

2005

2010

2015

대외금융자산

4094.4

7641.8

13357.0

21767.8

23208.3

직접투자

1493.6

2934.6

4047.2

5486.4

6907.9

증권투자

1278.7

2556.2

4629.0

7160.4

9534.5

파생금융상품

0.0

0.0

1190.0

3652.3

2397.7

기타 투자

1146.0

2022.6

3302.8

4980.1

3984.7

준비자산

176.1

128.4

188.0

488.7

383.6

대외금융부채

4371.9

9178.6

15214.9

24279.6

30565.1

직접투자

1135.5

3023.8

3227.1

4099.1

6513.1

증권투자

1901.0

4008.5

7337.8

11869.3

16666.2

파생금융상품

0.0

0.0

1132.1

3541.9

2340.6

기타 투자

1335.5

2146.3

3517.8

4769.3

5045.3

순대외금융자산

-277.6

-1536.8

-1857.9

-2511.8

-7356.8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금융자산 증가는 오랫동안 추세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해외투자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외금융 부채는 자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왔고 대외금융자산보다 7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미국의 금융시장에 고령화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사실상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금융자산의 거래동향이
일반적인 국가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30조 달러를 상회하는 것은 미국의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이 경제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대외금융자산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외증권
투자로 전체 대외금융자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9조 5,000억
달러가 넘고 있으며 다른 투자에 비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그 다음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로 금액으로는 6조 9,000억 달러
를 상회하고 비중은 30%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색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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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미국의 순대외금융자산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특징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규모가 높은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은 다른 나라
에서는 매우 작은 규모로만 존재하지만 미국에서는 파생상품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에는 대외금융자산의 10%에 그치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31%를 차지하여 증권투자나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높은 비중
을 차지했다. 2011년에도 21%의 비중을 차지하여 해외직접투자와 비슷한 규모
그림 4-46. 미국의 대외금융자산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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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미국의 대외금융자산 구성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미국 대외금융자산의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금융산업이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영향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금융부채는 미국 금융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다. 부채 면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증권투자이다. 해외투자
그림 4-48. 미국의 대외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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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미국의 대외금융부채 구성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검색일: 2016. 11. 26).

자의 수요가 높은 상품들에는 미국기업의 주식만이 아니라 재무성 채권과 같은
국공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의 통화당국이 미국의 국공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달러화 및 상품과 관련된 주요 파생상품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해외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해외자금의 파생상품투자가 직접투자의 2배에 달했고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앞지르는 비중을 보였다. 미국 대외
금융부채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일반적인 한 국가의 시장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특징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문제
가 미국의 금융시장에 발현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미국의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미국의 고령화 경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미국의 고령화 정도가 높지 않은 탓도 있지만 미국의 금융
시장이 개별 국가의 특징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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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국의 경상수지
고령화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는 금융지표 중 하나는 경상수지이다. 고령화
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 국민계정 항등식을 기준으로 볼 때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더 경과되어
생산(Y)이 더 위축되고 노령층의 증가로 소비(C)가 더 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 무역수지(X)도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무역수지가 경상수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경제에서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은 경상수지
의 적자전환을 초래하게 된다.
국민계정 항등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식 4-3]과 같다.

Y=C+I+X

[식 4-3]

→ X=Y–C-I
(Y: 총생산, C: 소비, I: 투자, X: 순수출 혹은 무역수지)

국민계정 항등식은 고령화의 진전 시 두 가지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다. 노령층의 증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의 증가를 가져와서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소비의 감소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투자도 감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식 4-3]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무역수지의 증가를 가져오고 경상
수지를 흑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생산잠재력의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저하이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잠재력이 하락
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침체를 가져오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식
4-3]의 관계에서 총생산(Y)이 감소하면 무역수지(X)가 감소하여 결국 경상수지
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점차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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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상수지의 증가와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국내의 수요
변화와 생산잠재력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 변화동인은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경상
수지 흑자가 필요한 신흥국들에는 고령화가 야기하는 경상수지의 변동에 적절
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주요국의 경상수지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IMF에서 제공한 IFS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이후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8년 동안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흑자폭이 점차 더 증가
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로 주요 교역상대국들과는 갈등이 야기되고도
있다.24) 그러나 한국의 경상수지는 한국의 국내 수요와 투자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의 감소가 그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소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국제적인 갈등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한시적 현상이라고 간주할 때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향후 경상수지가 기조적으로 적자를 시현하는 경우이다. 한국은 소국 개방경제
로서 지금까지 통화의 호환성이 제한되어 있다. 자국통화를 발행하여 국제거래
에 활용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환이 부족한 경우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미 외환위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래할
24) 미국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환율의 평가절상이 일어나지 않는 점을 들어
2016년 한국을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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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BOPs(검색일: 2016. 11. 23).

수 있는 경상수지의 적자가능성에도 지금부터 사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은 [식 4-4]와 같다.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이전소득

[식 4-4]

한국은 [그림 4-5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상품수지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그 외의 항목에서는 적자를 시현해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해외
투자가 증가하여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비중
이 차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여서 상품수지의 적자를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들이 경제발전기간 동안 해외투자를 위한 자본이 축적되어 있고 고령화
의 진전과 산업고도화로 제조업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의 변화가 한국에도 도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향후 소득수지가 경상수지의 위축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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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한국의 본원소득수지 구성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BOPs(검색일: 2016. 11. 23).

한국의 본원소득수지 내역을 보면 기타 소득의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직접투자에 의한 소득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기에는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의 급료 및 임금이 소득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국내 해외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이 항목은 적자로 반전되었다. 증권
투자에서는 아직껏 한번도 흑자를 시현한 적이 없으며 적자폭은 시기에 따라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소득수지는 아직 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타 소득은 다양한 수입원이 모여 있어서 그 비중이 축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령화 심화를 고려할 때 소득수지
의 중장기적 확대를 위한 대외투자의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고령화로 인한 경상수지의 변화가 이론에서 전망한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경우이다. 일본의 경상수지 규모는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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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BOPs(검색일: 2016. 11. 23).

지속하다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경상수지의 구성을 보면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1990년대까지 상품수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후 점차 상품수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2011년부터는 적자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소득수지는 2000년대

그림 4-53. 일본의 본원소득수지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BOPs(검색일: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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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상품수지의 감소를 보전하고도 남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상품수지의 적자상황에서도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일본의 본원소득수지 내역을 보면 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주된 소득원이다.
증권투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현재 일본의 소득수지
가운데 평균적으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투자도 2000년대 이후 계속
하여 증가해왔고 그 규모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상수지 규모나 구성내역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적자반전을 방지하고 흑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수지를 적절하게 확대한 것은 성공적인 정책대응의 결과로 보인다.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미국은 전통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다.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적
자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 4-54.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BOPs(검색일: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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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미국의 본원소득수지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BOPs(검색일: 2016. 11. 23).

요인은 상품수지 적자이다. 상품수지 적자가 9,000억 달러까지 발생하여 경상
수지를 악화시켰다가 상품수지 적자가 감소하면서 경상수지의 적자폭도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본원소득수지 구성내역을 보면 흑자는 대부분 직접투자에서 발생
하고 있다. 미국의 직접투자 소득이 높은 것은 일찍부터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거쳤고 해외의 생산기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심화 시 직접투자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고령화가 직접투자 확대를 유발했는지의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증권투자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적자폭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가 근래에 축소되고 있지
만 증권투자는 여전히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투자가들
이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앞의
국제투자대조표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은 순대외금융자산이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증권투자가 적자를 시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의 달러화가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한
증권투자는 적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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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BOPs(검색일: 2016. 11. 23).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할 때 미국이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거나 적자를
축소하는 방안은 상품수지의 적자를 축소하고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상품수지의 적자도 미국의 직접투자에 따른 수입수요의 발생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감축은 일정 한도 이하로 끌어내리기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독일은 전통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이었다가 동서독 통일 이후 적자국으로 떨어
졌다. 그러나 통일 후 10년이 지나자 다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복귀함으로써
경쟁력을 확인시켰다. 그 후 독일의 경상수지는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3,000억
달러 가까운 높은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독일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증가
하여 유럽연합 내에서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처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품수지의 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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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상수지는 2000년에 흑자로 전환되어 글로벌 금융위기시기를 제외
하면 지금까지 그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도
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독일의 투자
수지도 2004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그 흑자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로, 특히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독일이 유로화를 사용하면
서 실질수출가격의 하락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사안
중 하나이다. 독일의 소득수지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경상수지의 20% 안팎에 그치고 있지만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본원소득수지 내역을 들여다보면 직접투자의 증가가 소득수지를
개선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투자와 증권투자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아직 경상수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상수지규모나 변동방향은 고령화와는 관련 없는 경제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림 4-57. 독일의 본원소득수지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BOPs(검색일: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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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의 증가, 해외 금융투자의 확대 등 고령화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상수지를 주도하고 있는 상품수지
흑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고령화가 야기하는
상품수지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7. 소결
본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택
한 일본과 독일은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국가들로 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
들을 이미 대부분 겪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그 효과가 이미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고령국가로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이
지만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여서 금융 관련 정책에서 시사점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선택하였다.
이 3개국 사례는 모두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경제 전체가 그대로 겪었다. 지난 20년간 경제적 침체를 겪었고 인구고령화도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
화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경기적 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금융시장에서는 고령화가 예견한 문제를 그대로 노정하였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적자전환까지
교과서적인 형태로 그대로 노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들도 존재한다. 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수지의 흑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을 방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이다. 일본 엔화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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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경상수지가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으로 평가된다. 일본이 국민들의 증권투자를 확대하도록 NISA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공적이었다. 일정 금액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다양한 펀드들이 주식별 투자를 가능하도록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 고령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일본의 대외투자와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국내투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수익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 제고를 가져오고 국가적으로는 소비증가와 경상
수지 흑자 확대의 성과를 가져왔다.
독일은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독일은 고령화 문제를 인구와 노동시장 중심
으로 푸는 방법을 선택했다. 연금수급연령을 늦추고 ‘하르츠 개혁’을 통해 미니
잡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노령층에도 자신의 건강수준에 맞게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였다. 이 미니잡은 가정주부나 투잡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일
자리를 제공하여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던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기제를 제공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통해 하락하던 출산율을
1.2대에서 1.4대로 반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인구대체율 수준인 2.1
을 회복하기에는 멀었지만 출산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고령화
문제에 희망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외노동력,
특히 고급노동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통해 고령화의 진전을 둔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R&D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
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10%대에 가까운 가계저축률을 유지하고 있고
경상수지의 흑자폭도 오히려 증가하게 만들고 있다. 독일 금융시장에서는 고령
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도 없었다.
미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예외국가이다. 고령화 수준도 낮은 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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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거시경제적으로나 금융상품, 경상수지
면에서 모두 일반적인 여타 국가와는 차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고령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입인력이 상대적으로 젊고 생산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령화의 특징이 아직 경제 전반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금융자산이나 국제투자대조표상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현금이나 예금
보다 증권투자상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은 노령층의 소득 제고 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사료된다. 또한 401(K)로 불리우는 연금펀드를 개발하여
세제혜택 등 근로자나 고용주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한 것은 금융
이 발달한 나라다운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금융상품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상품으로 미국시민들의 노후 연금소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국가들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금융분야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국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성과도 국가마다 분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현재의 정책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일본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사회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장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인구문제이므로 독일처럼 노동시장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한다면 우선은 소득수지를 높이기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은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리고 노후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연금을 보조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기적으로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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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중은 12.6%이다. 아직은 고령화국가에 속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령화의
진전은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 수준이어서 고령화가 심화되면 그 사회경제적 충격은
일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소득수준, 경제발전수준, 생산성 및
기술 수준, 인프라 등에서 아직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급적 빨리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
법은 고령화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을 당장에 제고할 수도
없거니와 출산율이 높아져도 고령화를 늦출 수 있으려면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학적 대책 외에도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

그림 5-1. 한국의 노령인구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2016), ｢인구동향조사｣ (검색일: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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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융 시장의 부정적 변화에 대하여 사안별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경험적 연구결과와 사례연구로부터 한국
이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가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이지만 금융시장의 구조변화가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전반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책적 대안의 모색도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차원의 대책이 시행되어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어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분야에
서도 새로운 주제에 속하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
되는 조건이나 환경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험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시행된 통화정책은 일본의 자산버블이 붕괴되고 디플레이션 구간에
들어서면서 그 효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25) 경제주체들의 디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낮아져 실질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고령화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조성되는 경우
더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거나 디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정책적 기대효과를 유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5) 정유신(2015).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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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방식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에는 경기적 대응으로 경제침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경기둔화와 더불어 부실채권이 양산되어
재정정책의 경기부양효과를 상쇄하므로 재정정책의 유효성도 감소한다는 분석
이 나오고 있다.26) 고령화의 진전으로 성장의 장기적 하락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 경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구조적 대응을 선택했다. 고령화가 경제에 충격을 야기하는
것은 노동인력의 감소에서 시작되므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
전환을 시행하고 노동력을 확대공급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다.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 이러한 정책대응의 긍정적 효과도 한계를 맞게 되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고령화의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경기적 대응을 하였다. 미국의 고령화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고령화의 영향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만 미국의 확대금융정책은 초기부터 유래없는 정도라고 할 만큼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표 5-1. 각국의 고령화 관련 정책대응
정책대응 주제

일본

독일

미국

통화정책

경기 대응적

경기 대응적

경기 대응적

경제침체

경기적 대응

인구정책

해외근로자 제한적 활용
NISA

금융시장정책

펀드상품 개발

구조적 대응:
노동시장 개혁
출산대책,
이민정책(고급인력 우대)

적극적 경기 대응
개방적 이민정책

연금개혁

연금상품 개발

생산성 개선

전략분야 R&D 강화

교육 및 R&D 투자 강화

R&D 강화

경상수지

소득수지 중심 흑자

무역수지 중심 흑자

무역수지 중심 적자

참고: 고령화 수준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주: 저자 정리.
26) 정유신(201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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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경제침체에 대응 시 구조적 대응을 하거나 충분한 경기 수준의
강력한 경기적 대응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구조적 대응과 경기적
대응을 함께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방식이 될 수 있다.
셋째, 인구정책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각국은
서로 고령화의 배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동일하다. 저출
산과 수명 연장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국내의 출산율 회복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민정책, 혹은 선별적 이민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노동인력을 특정 기간 동안 유치하여
활용하는 가스트아르바이터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등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민정책보다는 한시적 활용방안을 선택하였고 독일은 선별적 이
민정책을 선택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전도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민은 사회적인
문제들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개별국에 맞는 인구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금융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급격히 저하되는 자산가치와 수익률을
방어하여 고령층의 소득과 부를 최대한 보전하는 한편 소비위축을 방지하는 것
이 목표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층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상품을 개발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증권부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연금
개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요율의 인상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연령을 뒤로 미루는 정책을 선택했다. 미국은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금융시장 정책은 개별 국가가
처해 있는 금융시장 및 경제적, 제도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금융시장
정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섯째, 생산성 제고 대책의 수립은 고령화 과정에서 하락하는 생산성을 개선
하기 위해 각국이 고민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각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이다. 단지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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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특징은 R&D 투자만이
아니라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R&D 투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지만 교육은 노동력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좀 더 직접적인 정책대응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적정 경상수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다. 경상수지 관련 정책
대응은 모든 국가에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만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 단지
개별 국가가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경상수지를 적어도
흑자기조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독일은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경상수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일본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것이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기축
통화국이 아닌 경우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기조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정책적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물론 고령화의 진척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령화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림 5-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직은 고령화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이지만 빠른 고령화 진전속도를 감안할 때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유
효성이 급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버블화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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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자산가격의 하락 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통화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는 다음
과 같은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첫째, 재정정책의 활용이다.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수단이나 거시경제적 안정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수준을 잘 관리하고, 필요시에 적절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역량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본에서처럼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화정책의 시행방식도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의 유효
성이 약화될 경우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보다 더 빠르고 더 폭넓은
단기이자율 조정의 유효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방식의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선제적 통화정책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처럼 디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고 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변화될 경우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구
조적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적절한
시행시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경제에 대한 충격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당국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을 위한 사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시행방식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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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시장적 접근
금융문제라 할지라도 고령화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출발한다. 노동력의 노화와 공급 감소가 고령화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문제의 가장 전통적인 해결책은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 노동시장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은 출산율
제고, 적극적인 이민수용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이다.
일차적으로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출산율 제고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제고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출산과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비용을 사회화하여 개인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여성의 경력단절문제까지 포괄해 사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부담을 함께 분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인근로자 활용에서도 분명하고 적극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한시적
으로 저생산성 근로자를 활용하는 정책에서 고급인력을 이민정책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
들에 비하여 오히려 평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산업
구조가 개선되기보다는 퇴출되어야 할 산업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편입될 경우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같이 고급노동력을 수용
하는 방향으로 하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이민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생산성 저하를 막고 장기적인 경제
활동인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의 개혁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개혁은
고용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에
서는 노동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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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늘어나야 한다. 독일의 미니잡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사례가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정책적
인 지원도 필요하다. 미니잡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노령층을 위한 미니잡의 확대도입정책이 최대한 빨리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금융시장적 접근
고령화사회에서 금융시장으로부터 기대하는 일차적 역할은 노령층의 소득
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령인구의 생존생계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소비가 지나치게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경기침체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은 증권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령층의
리스크 회피성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령층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이러한 성향은 증가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연금성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상품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401(K)과 같이 한국에서도 수령 이전까지는
비과세로 불입하고 고용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노령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연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여 미래
소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머무르는 자금이 장기화될수록 금융시장의 안정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연금형 금융상품은 수급시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가급적 이른 도입과 시행이 요구된다. 고령화가 상당 정도 진행된 이후
에는 이미 참여대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NISA 제도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투자이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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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민들의 호응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목표가 금융시장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대책이 될 수 있으려면
노령층의 소득보전에 정책의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나 금융상품 혹은 펀드의 조건이 노령층이 비교적 작은 리스크로 기본적
으로 필요소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디자인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일본의 해외펀드를 이용한 펀드주식형 상품의 판매도 노령층을 위한 바람직한
사례이다. 필요에 따라 월 5만 원, 30만 원, 혹은 200만 원의 소득을 목표로 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리스크와 수익의 조합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선택이 가능한 펀드상품이 제공되어 일본 노령층의 소득보전
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해외투자와 여러 가지
상품의 조합 등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일본의 무역수지가 지금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
이 높은 무역수지를 누리던 시기에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소득수지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고령화 관련 이론이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적자로 반전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흑자는 대부분 무역수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경우 함께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원화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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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가 흑자와 적자를 오가던 시기에는 경상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도 마찬가지로 경상수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더구나 외환위기의 경험을 고려할 때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경상수지의 안정적 흑자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상수지의 흑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사례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득수지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만이 아니라 해외투자를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 고령층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이 해외투자펀드이며 상당수가 해외부동산투자와 같은
대체투자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5-2]는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해외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린 것이다. 최근 들어 해외투자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수익
률을 보이고 있다.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이윤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고령화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수지의 흑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그림 5-2. 해외투자 수익률 국제비교
(단위: %)

자료: IMF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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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다양하게 상품화하여 국내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서도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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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
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
장치에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와 같은 거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를 제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
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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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의 정책방향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
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단지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내용적으로 이론적 고찰
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이 국가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 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
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
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탓으로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
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의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
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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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이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
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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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Impact of Population Ageing on Financial Market
Struc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YOON Deok Ryong, RHEE Dong-Eun

Korea is aging at a rapid pace, causing concern about the resulting
socio-economic impacts. This study analyzes the expected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s resulting from aging and seeks possible policy
measures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aging stemming from these
changes.
Chapter 2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aging process. Even
though the country remains yet at the stage of an aging society, it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in 2017 and then a super-aged
society in 2026, a mere nine years later. The aging of the Korean
population is proceeding at an unprecedented pace.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fast pace of aging is the rapid drop in birth rate and
growing life expectancy. However, Korea’s socio-economic systems
are not well prepared to absorb the shocks for aged people. More and
more aged people are facing poverty and the rate of suicide is highest
among the elderly. Rent beneficiaries occupy just a part of the old
populati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does not guarantee a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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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ihood for old people. This problem will become more serious in
the near future because the baby boom generation has started to retire
recently. The aging problem will lead to low growth, low inflation and
low investment throughout the whole Korean economy, making
structural changes inevitable in the financial market.
Chapter 3 undertake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monetary policies can maintain their effectiveness even after aging has
proceeded further. We performed a panel-VAR analysis using the OECD
data for 25 member countries for 20 years, from 1995 to 2014.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monetary policies lose their
effectiveness considerably in an aged society. This result implies a
possible change in the effectiveness of Korea’s monetary policies,
especially if the aging of Korea’s population proceeds further. As of
yet aging has not progressed significantly in Korea. However, the Bank
of Korea should restructure its monetary policies in the long term,
considering the change of policy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aging. The government may utilize fiscal policies to a more
intensive extent to respond to cyclical depression while it sets monetary
policies to manage the financial market and inflation pressure. For
instance, if the government employs monetary policies to control
cyclical changes, they would have to apply greater and faster interest
rate changes than before to achieve the same effect.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monetary policy has only begun to be
discussed recently. However, it may become one of the main research
topics in the near future due to its importance. Further and more
detailed studies will be needed to allow adjustment of monetary policies
in an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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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reviews the theorie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the financial market and undertakes case studies with Japan,
Germany and the U.S. In addition to a theoretical review, the countries’
money flow char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tables were
analyzed to discover the impacts of aging on the financial market. Japan
has shown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hanges very close to
theoretical

predictions.

However,

Germany

is

not

showing

considerable changes in its financial market due to active labor market
reforms. The U.S. as well does not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an aged
society because aging in the U.S. is still at an initial stage and the
financial market functions as a global market rather than a domestic
market. Even though the countries show different levels of change, they
all have introduced some policy measures focused on aging. Examples
of successful policies include the Japanese current account policies and
NISA, German labor market reform and competition policies, and the
U.S.’ introduction of annuities such as its 401(k) plan.
Chapter 5 draw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es above. The
recommended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explore new roles for
monetary policies, use labor market approaches and financial market
approaches to respond to aging, and employ strategies using the
income account to maintain current account balance, etc.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fast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egativ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mpacts of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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