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하가 인 투자 

융시장에 미치는 향

김기호*․유경원**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

는 무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02-759-5424, kihokim@bok.or.kr)

** 한국은행 융경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담반 과장(02-759-5429, kwyoo@bok.or.kr)



< 차    례 >

Ⅰ. 서 론 ·········································································································1

Ⅱ. 기존연구의 검토 ····················································································2

 1. 인구구조의 변화가 총 축에 미치는 향 ····················································3

 2.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향 ················································6

Ⅲ. 출산율 하와 인 투자  융시장 ·············································8

 1. 출산율과 교육투자간의 계 ············································································9

 2. 인 자본 축  효율성과 융시장 ································································14

Ⅳ. 결론  시사 ·····················································································23

<참고문헌> ·································································································25

<부 록> ········································································································32



출산율 하가 인 투자 

융시장에 미치는 향

  그간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향에 해 

상당한 연구가 축 되었으나 기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하라는 고령화

의 두 가지 요인  자에만 심의 이 맞춰진 감이 없지 않다. 우

리나라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출산율의 속한 하가 고령화의 주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진 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으로 한 기존 분석결과를 그 로 수용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고령화의 요인  출산율의 하가 

래하는 경제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본고에서는 ⅰ) 출산율 하

락이 가계의 교육투자, 인 자본에 한 투자 확 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계패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후, ⅱ) 거시 으로 인 자본의 투

자가 비효율 으로 이루어질 경우 고령화가 융시장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가계패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수 감소가 교육비지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본 결과 자녀수와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질간에 상충 계 즉, 교

육의 양․질간 상충 계(quantity-quality trade-off)가 존재함을 발견하

다. 이는 최근의 가계 축률 하락과 가계의 융자산에 한 투자부진 등

이 교육비 부담의 증 와 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미시  분석 결과를 토 로 교육에 한 질  투자가 증

함에 따라서 인 자본 축 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인

구고령화가 실질 리, 축률, 자산수요 등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실질 리는 인 자본 축 의 효율성 향상에 의해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률은 더 높은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망되었다. 각 자산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 자본 축 의 효율성

이 높은 경우 그 지 못한 경우에 비해 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자산별 

상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망되었다. 동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속

한 출산율 하로 인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인 자

본에 한 투자가 융시장 등 자산시장에도 상이한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출산율, 양․질간 상충 계, 융시장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32, E37, E62, 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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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향에 해 그간 상당히 많은 연구

가 축 되었다.1) 부분의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축률 하, 자

본수익률 하락, 그리고 융시장 활성화 등이 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한 기존 연구결과도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기본 으로 생애주기가설에 토 를 두고 있는데, 負

의 축, 고령자의 높은 험회피 성향 등과 같은 고령자의 특성이 경제  

체 인 성과에도 향을 미치는 등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고령인구 계층이 

핵심계층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논리를 개하고 있다.2) 그러나 이들 연구

는 고령자 비 이 상승하는 동태 인 인구구조변화에 있어 주요한 두 가지 

요소 즉 기 수명 연장과 출산율 하라는 고령화과정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출산율의 격한 하락이 인

구고령화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상

으로 완만하고 고령화의 주요인이 기 수명 증 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 

한 부분의 기존 분석 결과의 시사 은 제한 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출산율 변화가 가져오

는 교육투자, 축  자산형성에 한 향에 을 맞추어, ⅰ) 출산율 

하락이 가계의 교육투자, 인 자본에 한 투자 확 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계 패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후, ⅱ) 거시 으로 인 자본의 투자

가 비효율 으로 이루어질 경우 고령화가 가져오는 융시장에 한 함의

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실증분석결과의 시사 을 거시모형인 첩세  연산가능 

1) OECD, World Bank,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인구고령화에 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데 최근의 G-20(2006) 자료는 이에 해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연구기

들에서 인구고령화에 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한 논의는 한국개

발연구원을 심으로 종합되어 인문․사회 연구기  총서로 발간되고 있다. 

2) 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체인구가운데 고령인구 비 이 늘어나서 고령자 계층의 자산선호와 연령

계층별 융행태의 변화가 요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연령 별 자산수요  축에 한 기

조사를 논의의 출발 으로 삼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2006), 김재칠 외(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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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CGE)에 연계하여 출산․고령화가 

융시장  거시변수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이를 

해 속한 출산 상으로 교육의 量․質간 상충 계(QuantityQuality 

Trade- off)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에 한 질  투자가 확 되어 인 자본 

축 의 효율성이 증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융시장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융시장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추어 인구구조 변화에 한 기존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

다. 제Ⅲ장에서는 그 동안 상 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속한 출산율 하

가 교육투자에 미치는 향에 해 미시 인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 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 에 기반하여 첩세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융시장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의 융시장에 한 효과가 인 자본 

축  크기  효율성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해 살펴보고 이로

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련된 시사 을 도출하 다. 끝으로 제

Ⅴ장에서는 미시․거시  시사 을 종합하여 간략히 제시해 보았다.

Ⅱ.  기 존 연 구 의  검토

고령화에 한 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가 경제개방 정도에 

따라 축에 상이한 향을 미치며 자산수요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선진국가의 경험에서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퇴 비 

축의 증 로 인해 축률이 상승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 이같은 민간

축의 상승추세는 負의 축을 시 하는 은퇴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 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한편 고령화의 진 으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의 확

(공  연 과 의료보험 지출)와 그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민간

축이 어드는 시기 즈음에 공 축마  감소할 것이라는 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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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한 고령화의 진 으로 인해 노동 증가률 하락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신규투자수요가 감소하는 등 부분의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 인 결과를 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범 한 인구고령화 련 연구  인구고령화와 

융시장 간 계와 련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총 축에 미치는 향과 

자산가격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추어 이론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1 .  인구 구 조 의  변 화 가 총 축 에 미치는 향

본 소 에서는 일생주기 축에 한 실증연구들을 정리하고 인구구조 

변화 분석을 한 주요 이론모형에 해 살펴보았다. 

가.  고 령 화 와  소 비 이 론

개인 는 가구주 연령이 축에 미치는 향에 한 부분의 연구는  

Modigliani and Brumberg(1954)의 생애주기가설을 토 로 하고 있다. 생애

주기가설에 따르면 생애효용의 극 화를 추구하는 개인은 소득의 발생과 

소비 시 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처하기 하여 축과 차입을 

히 이용하게 된다. 이같은 연령과 축간의 계를 인구 체 으로 확

장하여 용하면 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 이 커짐에 따라 

사회 체의 총 축률이 하락하는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련 소비자이론3)은 축의 총량뿐만 아니라 구성측면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험에 하여 보수 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

을 보인다고 하 다. 이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하여 험회피 성향이 강한 

노인인구의 비 이 상승할수록 사회 체 으로 안 자산의 상  비 이 

상승하고 자산간 상  수익률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이같은 생애주기모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Browning and Lusardi(1996)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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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추가 으로 미래 소득  수명에 한 불확실성, 유동성 제약, 유증동

기 등을 반 하는 경우 축에 한 고령화의 향이 감소하거나 심지어 

역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연구로는 Carroll(2001, 1997), Kotlikoff and Summers(1981), 

Munnell and Sunden(2003), Hurd(1989), Bernheim(1991)등이 있는데, 이들

의 연구결과는 유증동기로 인해 은퇴 후의 富와 소비에 있어 발생하는 시

간패턴들이 보다 평활(Smooth)하게 나타나 생애주기가설에 의한 상보다

는 負의 축이 완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축에 한 부분의 이론 인 모형은 축률이 일생주기에 걸쳐 

U자의 낙타등(hump-shaped) 형태를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이

론  측은 기본 인 생애주기모형에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성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  고 령 화 와  소 비 에 한  실 증 분 석

인구구조와 축률에 한 실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은 

축에 한 측정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와 축에 

한 실증연구의 정리에 앞서 축이나 자산 측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상이한 축개념이 인구구조에 의해 어떻게 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해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축은 두 가지 방식 즉 유량(flow) 근법과 량(stock) 근

법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 유량 근법에 의하면 축은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로 정의되며 이 경우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에 한 재평가를 제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량 근법을 따

르면 축은 純富의 가치변화로 정의되고 순부의 축 은 인 이션 조정

된 자본의 이득과 손실을 포함하며 개인들의 경제  복지의 변화를 측정하

는 목 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변화를 축개념으로 사용하

기 해서는 자본의 생산성 변화가 반 되어야 하지만 부분의 경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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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자본스톡 재평가는 생산성의 변화와 무 하게 이루어진다는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축과 인구고령화의 계에 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축  富가  

① 일정시 에서 조사된 횡단면 자료 ② 시간에 걸쳐 일정 개인을 추 하

여 작성되는 패 자료 ③ 거시경제 인 시계열자료 등을 이용한 분석으로 

나  수 있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횡단면 자료가 연령효과와 cohort 효과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자료 획득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상이한 시기의 반복된 횡단면 자료를 유사

(pseudo)패 자료 형태로 환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Browning, Deaton, 

and Irish, 1985). 반면 패 조사 자료는 연구자들이 cohort의 평균 인 가

치보다 오히려 시간에 따라 동일 개인을 지속 으로 측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미시자료의 가장 이상 인 형태로 간주되지만 동 자료를 이용

하는 분석은 인구고령화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장기 패 자료를 구하기 어

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미시자료를 이용한 축  富에 한 실증연구는 축을 소득-지

출    는 富의 변화∆로 측정되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가 축의 직 인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계 축의 추정치와 국민계정을 통해 얻어진 가계 축의 

추정치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계조사 자

료에 응답한 가구가 소득과 소비지출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정

확하게 답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 

한편 축률과 련된 기존 실증연구들은 생애주기가설에 해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컨  Poterba(1994)와 Deaton and 

Paxson(1997)은 인구구조변화가 축률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

력이 작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 Demery and Duck(2001)은 생애주기가설의 

4) Bosworth, Bryant, and Burtless(2004)는 미국 소비지출조사(CEX) 상의 소비액과 국민계정상의 집

계 소비지출액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반 으로 CEX는 국민계정상의 소비지출의 60% 정도만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 6 -

측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와 달리 富의 변화에 을 

맞춘 연구들은 축률에 있어 어느 정도 일생주기 패턴을 발견한 것으로 

단된다(Hurd, 1992; Hilderbrand, 2001; Weil, 1994; Masson, Bayoumi, 

and Samiei, 1995, 1998; Bosworth, 1993; Higgins, 1998; Bosworth and 

Keys, 2004 등).

상기한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축률은 연령과 인구의 연

령 로 일에 의해 향을 받으며, 이같은 결론은 생애주기모형의 일반  

측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러나 미시 인 가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부터 도출되는 시사 과 거시 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비록 상당수의 미시

연구에서는 축률이 연령별 그룹에 따라 상이하다는 근거가 발견되었지만 

부분 실증 결과는 인구구조의 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향후에

도 상 으로 작을 것이라는 을 시사한다.5) 반면 거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종종 인구구조 변화가 총 축에 해 더 큰 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  인구 구 조 의  변 화 가 자산가격 에 미치는 향

개인들이 연령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연령과 련있는 

투자선호도가 시간에 걸쳐 일정하다고 한다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 수요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자산수요의 이 (transition) 상이 자산가격과 상 인 자산

수익률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인구고령화와 자산수요 간의 

계분석에 있어 기본 인 제가 된다.        

일반 으로 고령화와 자산수요간의 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5) Bosworth, Burtless, and Sabelhaus(1991)는 결혼한 커 들, 년층 등의 고 축자들과 은퇴자, 

은 계층 등의 축자들의 구성비 변화가 축률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과 가까운 장래에 베이비붐세 가 년세 가 됨에 따라 축률이 필연 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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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연령별 그룹별로 자산수요구성에 한 미시

자료를 추정하고 이를 토 로 시뮬 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인구구조의 변

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향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가격이나 수익률에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를 

직 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6) 두 가지 근방법은 모두 상이한 연령

의 개인들이 상이한 포트폴리오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제로 한

다.7) 

인구고령화와 자산수요에 한 기존의 이론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의 진 은 축 된 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소비에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하는 인구의 비 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산에 한 수요를 감소시키

고 자산가격의 반  하락을 래한다. 한 고령화의 진 은 험회피 성

향이 상 으로 강한 노인인구 비 을 상승시켜 험자산에 한 수요를 

축시켜 험자산 수익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논의의 

실 타당성은 실증분석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한 연구를 포함하는 상당수의 연구에서 인구의 연령구조가 

주식가격과 각종 자산의 수익에 향을 미친다는 실증근거는 존재하지만 

이들 결과 간의 일 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Mankiw and 

Weil(1989), Shieber and Shoven(1997), Poterba(2001), Yoo(1994), 

Brooks(1998), Davis and Li(2003), 박창균(2003), 최공필․남재 (2005), 한

국증권연구원(2006) 등). 이는 인구구조의 자산가격  수익에 한 향이 

상이한 다른 요인에 비해 상 으로 더 큰 지 여부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인구구조의 추정된 효과들도 종종 분석된 기간과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컨  Poterba(2001)에서는 추정된 인구구조

의 효과가 때로는 인구구조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 있어 반 결과(미국 

vs. 캐나다)를 나타낸 바 있고 Davis and Li(2003)의 경우는 국가별로 상이

6) 이에 한 요약은 Poterba(2001)와 Davis and Li(2003)를 참고하기 바란다.

7) 통상 으로 이와 같은 가정은 직 으로는 설득력을 지니지만 자산배분의 이론모형과는 다른 것

이라 할 수 있다. Canner et al.(1997)은 모든 투자자들이 험자산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며 단지 험과 수익간의 균형을 해 무 험 자산 보유분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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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가 나타나는 상에 해 어느 정도 논거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

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  근거는 취약하다.

Ⅲ.  출산률  하와  인 투자  융시장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진 인 고령화를 경험하 던 선진국의 사례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출산율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교

육비 부담은 꾸 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진 인 선진국의 고

령화 사례를 반 한 모형과 실증분석이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하게 용될 

것으로 기 하기 어려우며, 결과 으로 자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령화 상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감안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보다 엄 하게 분석하기 해 가계자료

를 이용하여 출산율과 련이 있는 자녀수의 횡단면 인 변화가 교육비 지

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았다.  

1 .  출산율과  교 육 투자간 의  계

인구고령화를 분석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결과에 심을 두었

을 뿐 출산율변화와 같은 고령화의 과정에 을 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출산율 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융시장 등 자산시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출산율과 융시장간의 계 분석은 

가계의 자산구성이론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즉 출산율은 자녀수와 계

를 가지며 이는 결과 으로 인 자본, 융자산  실물자산에 한 투자 

변화와 연 된다. 통상 으로 출산율의 하로 인한 자녀수의 변화는 가구

의 교육비 지출변화를 래하고 이러한 교육비 부담 변화는 결과 으로 

축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자녀수와 교육비 그리고 축간

8) 통계청 ‘가계수지동향’(2007.5)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체 소비지출  교육비 비 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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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에 있어 핵심은 자녀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 자본에 한 투

자가 증 할 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융자산에 한 투자가 감소

하게 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투자가 가계의 지출항목 에서 큰 비 을 차지해 

왔으며 최근의 가계 축률 하락과 가계의 융자산에 한 투자 부진도 교

육비 지출 부담의 증가와 련이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9) 그러나 교

육투자와 가계 축 는 인 자본과 융자산간의 체 계에 해 명시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10) 이와 련하여 유경원(2007)은 교육

투자와 축간의 계를 2변량 토빗(Bivariate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실

증분석하 는데, 분석 결과는 가계의 교육투자 확 는 축감소를 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계가 융 축의 감소를 통해 인 자산을 축

하고 있음을 시사하 다. 

한편 이와 같은 인 자본과 융자산 간의 체 계에 한 원인 분석을 

해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교육의 量과 質간에 나타나는 상충 계(quantity 

-quality trade-off)에 한 실증분석이 필수 이라 할 것이다. 본 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구의 자녀수와 교육

비지출간의 계를 엄 히 분석함으로써 출산율 하에 따라 자녀수가 감

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 부담이 확 되고 있는 상의 원인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가계 패 자료11)를 이용하여 자녀수 감소가 교육비 

교육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비 비  통계가 작성된 197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꾸 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하 경(2006)은 교육비지출이 융자산에 한 투자를 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동 지출은 인 자

본과 련된 융제약으로 인해 융시장의 발 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동 연

구는 특히 가계의 교육비지출 확 로 나타나는 인 자본에 한 투자확 가 융자산에 한 투자

를 체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있다.

10) 하 경(2006)은 가계 축률이 출산율, 사망률, 교육의 수익률 등 인 자본 부문의 근본변수들에 의

해 향을 받으며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출산율, 사망률 등 인  요인의 요성이 매우 크다는 

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총량자료를 이용한 기 인 시계열자료 분석에 따

른 것으로 실질 인 가계의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11) 본 에서 사용한 패 자료에 한 기 통계량은 <부록 2>의 <부표 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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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해 보았다.12) 통상 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구구성원의 변화와 별개의 상이 아니므로 가구차원에서 보면 결국 자

녀수 감소와 구성원들의 기 수명 증가를 반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출산

율, 사망률과 같은 인 자본의 기 변수들은 가구의 자녀 수  구성원들의 

기 수명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변수들은 결과 으로 가구의 인

자산, 융자산, 실물자산 등 자산 구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아래에서는 출산율과 같은 근본 인(fundamental) 인구변수들이 가구의 

교육비지출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해 보았다.  

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은 자산시장에 한 인구경로에 있어 핵심

은 자녀수와 자녀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質간에 상충 계가 존재하는가 여

부라 할 수 있다.13) 만약 이와 같은 상충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녀수 

감소의 효과는 교육비지출 감소와 아울러 축여력의 증 를 가져올 것이

다.14)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상충 계가 존재한다면 최근의 가계 축률 하

락과 가계의 융자산에 한 투자부진이 교육비 부담의 증 와 련이 있

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15)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가구패 자료를 이용하

여 교육의 量과 質간의 상충 계를 분석하 다. 이를 해 먼  기존의 연

구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상정하 다.16) 

12) 출산율 하가 축에 미치는 효과를 직 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어 합한 자료의 형태는 

가계자료보다는 국가별 패 자료 내지는 장기 시계열자료인 것으로 단된다. 이와 련하여 

자녀수에 한 분석시 가계자료를 이용하는 분석은 횡단면 인 분석이므로 교육물가의 시간

에 따른 상승효과를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13) 자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지출이 지속 으로 확 되었음을 감안할 때 인

투자와 축간의 체 계를 검정하는 것이 요한데 이에 한 엄 한 분석은 유경원(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한국개발연구원(2006)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률 락으로 학령자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망됨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 은 지속 으로 확 될 가능성(200

5～20020년 기간  1.5～2.1%p 증가하는 것으로 망)이 있다고 지 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인구학  요인에 의한 교육비 비 의 감소분에 비해 소득효과로 인한 교육비 지출의 확 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5) 유경원(2007)은 교육비지출과 축간의 발생하는 동시성(Simultaneity)을 감안한 2변량 토빗

(Bivariate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투자와 융 축간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체 계가 존재함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16) 보다 자세한 논의는 Rosenzweig and Wolpin(1980), Rosenzweig and Schultz(1987), 그리고 

Lee(200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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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가구의 월별 교육비 지출액을 나타내고, 는 가구의 

자녀수를 엔 설명변수로 가구주와 배우자의 교육수   직종, 결혼상

태, 융자산 보유액, 그리고 가구 소득, 연도더미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비는 자녀의 연령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

기 해 Browning(1992)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구내 자녀들의 평균 연령과 

이에 한 제곱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하 다. 

한편 교육의 양․질간 상충 계에 한 검정은 자녀수와 교육의 質간의 

추정된 탄력도()의 부호와 수치를 토 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련

하여 탄력도 계수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교육비지출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 ×

여기서 는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평균 인 질  수 을, 는 이에 한 

단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 이때 추정모형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이와 같은 계식을 토 로 추정된 과 자녀수에 한 표본 평균값을 이용

하면 자녀수와 교육의 質간의 탄력도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으로 자녀수는 교육비지출의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을 감

안하여 외생 인 변수로 가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OLS 

추정치는 편의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편의문제를 해소하기 해 정한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2단계 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추가 으

로 고려하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정기법이 바람직한 통계  특성을 나타

내려면 무엇보다도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피설명변수(자녀수)와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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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갖는 반면 최종 인 2단계 피설명변수(교육비)와는 어느 정도 무 한 

계를 지녀야 한다. 의 추정식에서 도구변수로는 첫 번째 자녀가 딸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D)를 사용하 다.17)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

다면 첫 번째 자녀가 딸일 경우 우리나라의 높은 남아선호 성향을 감안할 

때 자녀를 추가 으로 가질 확률이 높아 자녀수와 어느 정도 상 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상되는 반면 첫 번째 자녀가 딸인 것은 교육비지출

과는 큰 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18)  

 아래의 식은 2단계 추정기법에서 사용된 첫 번째 단계의 추정식을 나타

낸다.19)

       

여기에서 는 도구변수로 활용될 변수로 j가구의 첫 번째 자녀가 딸일 경

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OLS 의 추정치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그 값은 0.19 정도로서 탄력도가 -0.78로 계산되었다. 이는 출산율

과 자녀당 교육투자간에는 負의 체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

녀수의 감소에 따라 가구는 자녀에 한 질  투자를 보다 확 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자녀수 변수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2단계 추정기법을 이

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도 역시 자녀수에 한 계수값이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추정결과 첫 자녀가 딸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유의수  1% 내외로 유의하 으며 가구의 자녀수 결정의 4.1%

를, 1단계 추정식의 체   에서 27.6%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자녀수와 교육의 질의 계를 나타내는 탄력도 추정치는 OLS 

추정치보다는 약간 작은 -0.67로 나타나 자녀수와 교육투자간에는 상충

17) 첫 자녀가 딸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이외에 추가 으로 가구주의 첫번째 손주가 딸인 경우

도 분석해 보았으나, 분석결과 추가 인 설명력은 존재하지 않는 나타났다.

18) 가구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 자녀가 딸인 경우와 자녀수간의 상 계는 0.3 정

도로 나타났다. 

19) 1단계 추정결과는 <부록>의 <부표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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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여 히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부표 3> 참

조). 즉 우리나라 가계는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교육에 한 질  투자를 

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비 지출의 확 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 축률 하와 융자산 축 의 부진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미시 인 분석결과를 토 로 하여 다음 에서는 출산으

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축률  자산수요, 자본수익률 는 실질 리 

등에 미치는 거시  향을 분석해 보았다.

2 .  인 자본  축  효 율성 과  융시장

본 에서는 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거시  효과를 분석하기 

해 김기호(2005)20)의 모형에 연 부문을 추가하여 확장된 모형을 이용하

는데,21) 동 모형을 이용하여 융시장 특히 자본수익률 는 실질 리, 

축률, 가계의 ․ , 주식, 채권 등의 자산구성 등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어떠한 향을 받는지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해 교육의 量․質

간 상충 계 가설이 우리나라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 앞서의 결과와 

련하여 교육에 한 질  투자가 증 함에 따라서 융시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특히 교육에 한 질  투자 증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 인 자본 축 의 효율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상정하여 

실질 리, 축률, 자산수요 등에 미치는 향에 하여 비교․분석하 다.

먼  융시장에 한 망은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자료를 제로 하되 

인 자본 축 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기본 망

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 망 결과를 교육의 양․질 상충 계를 감

안하여 인 자본 축 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모수를 변경해 보는 방식으로 

20) 김기호(2005)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에 

논의의 을 맞추었다.

21) 본 에서 사용한 CGE모형에 해서는 김기호(2005)와 본 논문의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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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본의 축  효율성 변화가 융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보았

다. 인 자본의 축  효율성을 나타내는 모수는 김기호(2005)의 인데 기

망의 경우에는 0.615를 이용하 으며 0.05가 증가한 경우를 효율성이 증

된 값으로 설정하 다.22)

한편 본 모형에는 연 기 부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가 은퇴후 수령하게 될 연 수령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소득 체율이 

연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으로 용된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 체율을 각각 60%와 30%인 경우를 상정하여 소득 체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의실험 기간  

인구구조는 통계청이 발표한 2050년까지의 망을 제로 하고, 2050년 이

후에는 2045～2050년간의 세 별 인구 변동률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

는 것으로 가정하 다.

가.  기 본 망

인구구조 망은 통계청(2006)을 제로 하 는데, 이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 즉, 기 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자본수익률은 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하락하게 될 것으로 망23)된 바 있지만 본 

연구의 시뮬 이션 결과에서는 반 으로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2022년경까지는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이후 하락 추세로, 다시 

2040년경을 지나면서 상승 추세로 환되는 등 기간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

을 보이면서 반 으로 2.5～3.5% 수  내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망되었

22) 인 자본 축 방정식은              와 같이 설정하 다. 여기서 는 

외생 으로 주어지는 인 자본스톡에 한 감가상각율, 는 규모 조정요소(scaling factor), 

는 인 자본투자의 효율성, 는 노동의 자본장비율(









) 즉, 물 자본을 각각 나타내며, 

   ,      ,     이다.

     이와 같이 설정된 인 자본 축 방정식은 과거에 축 된 인 자본과 교육 투자 등에 의해 결

정된다는 Rebelo(1991)을 따르는 것이다.

23) Cutler et al.(1990), Hurd(1993), Lee, Mason, and Miller(2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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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자본수익률이 특정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고 장기 으로 상

승․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하는 것은 산출량과 물 자본스톡의 크기에 의

해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기본 으로 리는 연립방정식

의 해로서 계산되기 때문에 경제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는 하지만 특히 부분균형 하에서 자본수익률 는 리수 을 결정하는 1

계 조건을 나타내는 아래와 같은 식의 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된다.24) 즉, 

  
                           

여기서 는 산출량, 는 자본량, 는 감가상각률을 나타낸다.

의 식에 의하면 자본수익률 는 실질수익률은 산출량을 자본스톡으로 

나 어  값에 의해 결정 으로 향을 받는다. 산출량 수 을 나타내는 

GDP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1>과 물 자본으로 축 되는 총자산을 보여

주는 <그림 3>을 살펴보면, 자본수익률의 상승기인 2020년  반까지 

GDP는 상승하는 추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             GDP 망(2010～2050년)

         (log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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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외에도 융시장의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식에 의해서도 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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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자산의 경우는 2020년  이후 기간에 비하여 2020년  반까지

의 증가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물 자본 비 산출량의 

상  크기가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후

반～2040년  반까지는 이와 반 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40년  

후반부터는 자산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산 비 산출량의 

상  크기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 으로 자본수익률은 

2020년까지는 지속 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  후반～2040

년에는 상승추세가 하락추세로 반 하여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2040년  후

반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자본수익률 망(2010～20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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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자본수익률 는 실질

리는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상과는 달리 하

락과 상승을 반복할 것으로 망된다. 한편 총자산은 민간의 자산을 사회

으로 총합함으로써 산출되는데 <그림 3>과 같이 완만하게 지속 으로 상

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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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총자산 망(2010～2050년)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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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인 자본 축  효율성과 소득 체율 변화가 융시장에 미치는 향

앞의 기 망 결과에 의하면 실질 리는 반 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2～3% 수 에서 등락하며 민간의 총자산은 지속 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소 에서는 미시분석 결과 즉 교육의 양․질 상

충 계가 인 자본의 축  효율성에 향을 미쳐 인 자본 축 이 보다 활

발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해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그림 4>를 보면 자본수익률 는 실질 리는 인 자본 축 의 효

율성 향상에 의해 거의 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자

본 축  효율성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가계의 축도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소

득 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지는 경우 자본수익률은 반 으로 기

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 체율이 30%인 경우 동 비율이 

60%인 경우에 비해 은퇴 후 수령하게 될 연 수령액이 상 으로 감소하

게 되므로 노후에 비하기 해 가계부문이 축을 상 으로 더 늘이려

는 속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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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자본수익률 비교(2010～20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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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계자산 축 이 상 으로 증가하면 융시장의 균형조건에 의해 

자본축 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생산성은 향을 받지 않아 소득증가가 상

으로 크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본수익률이 낮은 수 을 유지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시분석에 따르면 노동의 양․질 상충 계에 의해 축률은 하락

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인 자본의 축 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우 

축률은 기  망에 비하여 높은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망되었다. 이는 

활발한 인 자본 축 으로 상 으로 높은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서 경제 

체 으로 축 여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체율

이 30%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기 망에 비해 축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 체율이 30%인 경우 동 비율이 60%인 경우에 비해 

은퇴 후 수령하게 될 연 수령액이 상 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노후에 

비하기 해 가계부문이 축을 상 으로 더 늘이려는 속성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5> 참조).25)

25) 다만 모수의 값이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변화하 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 자본 축  효율성이 

향상된 경우보다 소득 체율이 하락한 경우에서 축률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에 

해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득 체율이 30%인 경우를 기 으로 

하 을 때 인 자본 축  효율성이 향상되는 경우의 축률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기 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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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축률 비교(2010～2050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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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화가 진행되어 여유자 을 지니고 있는 고령세 가 증가하면서 

리스크가 낮은 안 자산, 컨  채권의 보유 비 이 높아지는 등 자산별 

보유 는 수요도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융시

장에서 자산별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해서는 민간의 자산수요를 ․ , 주식, 채권 등으로 구분해 볼 때 각 

자산별 구성비 이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자

산별 구성비 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 (cohort)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

능성이 높다. 실 으로 이를 반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을 감안하여 

본 모형에서는 2000년의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5세 연령별로 산

출한 자산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자산의 구성비 을 계산하고 동 비 이 시

간이 흐르더라도 그 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방식을 용하는 방식으로 

자산별로 수요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산출해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 자산의 거의 부분이  는 의 형태로 구성되

어 있고, 주식은 5～10% 내외, 채권은 1% 미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망되

었다. 기 망에 의해 도출된 개인별 총자산액에 사후 으로 와 같은 자

산구성을 용하여 체 자산에 한 ․ , 주식, 채권의 비 이 각각 

인 자본 축  효율성이 향상되는 경우와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20 -

어떻게 변하는지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자산별 비 (기 망) 변화(2010～205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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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 의하면 ․ 의 비 은 총자산의 부분인 80～95% 정

도를 차지하고 총자산의 나머지 5～20% 정도의 비 을 주식  채권이 

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의 융자산 

보유 패턴을 분석한 김재칠 외(2006)의 결과와 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여

기서 특기할만한 은 주식의 비 이 10% 이상에서 차 하락하는 반면 

채권의 비 은 3% 로부터 크게 상승하여 2030년경을 후로 하여 주식과 

채권의 비 이 서로 뒤바 는 것으로 망되었다는 이다. 한편 이러한 양

상은 소득 체율을 30% 수 으로 하향 조정해 본 시뮬 이션 결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의 비 이 역 되는 

시기에서 2030년경을 심으로 2～3년의 차이를 보 을 뿐이다. 이같은 결

과는 노년세 가 안 성을 시하여 안 자산에 보다 많이 투자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주식보다 안 성이 높은 채권에 한 수요가 증 하여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더 확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록 제

한 인 상황에서 도출되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도 채권시장의 

육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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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자산별 상 규모는 각 자산별로 차이가 나

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인 자본의 축 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 못한 경우에 비해 반 으로 더 큰 것으로 망되었다(<그림 7> 참

조). 이는 인 자본의 축 으로 인하여 노동의 효율성이 증 되어 임 이 

기 망에 비하여 상 으로 높아 노동소득이 증 되기 때문이다. 자산별 

상 규모는 소득 체율이 30%일 때 반에는 인 자본 축 의 효율성이 

증 하는 경우와 유사한 모습을 보 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인 자본 

축  효율성 증 시의 효과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먼  총자산과 

․ 의 경우에는 인 자본의 축 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유

사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주식  채권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 망의 규모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체율이 낮을수록 가계가 노후 비에 

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면서 보다 안 한 자산을 더 선호하려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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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자산별 규모 추이(2010～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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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의 격한 하락으로 인한 고령화 추세가 가속될 

경우 가계는 보유자산 구성에 있어서 다른 자산 보다 인 자본을 더욱 

요시할 것으로 상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우리보다 일  고령화를 경험해 

오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발  기에는 물 자본에 한 투자가 

요하나 갈수록 인 자본에 한 투자가 요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

어 있다.26) 

우리나라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 로 인구구조 변화와 융시장 특

히, 축과 융자산 수요 측면에 있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시사 이 제

기된다. 첫째, 인구구조변화가 융시장에 미치는 향은 단순히 경제주체

의 연령상승(aging)만이 아닌  다른 인구구조 변화경로 즉, 출산율의 변

화 등으로 인해 향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둘째, 가계 패 자료를 이

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인 자본에 한 투

자가 확 되고 융자산간의 체 상이 발생함에 따라 융자산의 축 은 

상 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인 자본의 요성이 보다 더 강조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 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출산․고령화

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 비에 한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킴에 따

라 성장탄력의 진  하를 통해 성장기조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속한 출산율 

하로 인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무엇보다도 교육에 

한 투자와 미래를 비한 축이 인 자본의 효율 인 운용과 다양한 

융자산 운용을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

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화에 한 비는 무엇

보다도 교육투자의 효율 인 운용  인 자본 축 에 있으며 인구 고령화

가 주는 부정 인 시사 도 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6) 하 경(2006), Galor and Moav(2004)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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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거 시 분 석 에 이 용 된  C G E 모 형  개 요

본 연구에서 거시분석을 해 사용한 CGE모형은 기본 으로 김기호

(2005)에 기 하고 있으므로 추가된 연 부문에 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

다. 편의상 경제는 가계, 인 자본형성, 기업, 연 기구( 는 의의 정부) 

등의 4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계부문은 효용극 화를 해 소비, 교육투자 

 노동공 , 유산상속 등을 최 화하고27) 기업부문은 이윤극 화를 해 

가계부문이 선택한 단순노동  교육투자로부터 산출되는 유효노동 등의 

인 투입요소와 물 자산 즉, 자본 등을 수요하고 동 요소들을 이용하여 생

산 활동을 한다. 인 자본형성부문은 가계부문이 선택한 교육투자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사회 인 인 자본을 축 하게 된다. 한편 연 기

구는 근로세 로부터 연 보험료를 징수하여 은퇴한 노년세 에게 연 보

험을 지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 기구는 은퇴하지 않은 근로세 로부터 

연 보험료를 징수하여 은퇴한 노년세 에 노령 연 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이다. 먼  근로세 로부터 징수되는 총 연 보험료는 각 시

에서의 근로세  개인에 한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갹출한 액에 동 세

의 인구수를 곱하여 식 (1)과 같이 산출된다. 

27) 연 부문이 도입됨에 따라서 가계부문의 산제약식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여기서  ≡ 
 



  
는 미래의 경상가치를 재가치로 환하기 해 용하는 

할인인자(discount factor), 는 은퇴하기 까지 연 부문 즉 의의 정부에 납부하는 근로소득

의 일정비율 즉, 연 보험료율, 는 실질임 , 는 인 자본,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서  는 부모 세 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상속액,  는 은퇴후 정부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연

수령액, 는 후 에 물려  유산상속액을 각각 나타낸다. 상기 식은 결국 평생소비, 연 부문

으로부터 수령하는 연 액, 후세 에게 물려  유산상속액 등의 재가치 합 즉 우변합이 연

보험료를 제외한 유효노동소득의 재가치  부모세 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상속액의 합계 즉 

좌변합과 궁극 으로 일치해야 만 한다는 동태  산제약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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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여기서 는 개인들의 국민연  보험료를 총합한 값이다. 

개인들의 연 수령액  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

후 은퇴하기 까지의 총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즉 소득 체율(replacement 

rate) 에 해당하는 액을 은퇴후 사망하기 까지 균등하게 수령하게 된

다. 따라서 국민연  수령액은 식(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2)

여기서 는 은퇴연령을 나타낸다. 

경제 체 인 연 수령액은 개인들의 연 수령액의 총합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A3)

연 부문의 경우에도 산제약식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장기 으로 연 부문의 자 이 고갈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연 부문의 산제약식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4)

여기서 는 기에서의 연 잔액(reserve of the public pension)이다. 이때 

국민연  보험요율은 식 (4)에 제시된 제약식이 만족되도록 내생 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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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도록 하 다.

본 연구에는 2개의 시장 즉, 재화시장과 융시장이 존재하는데, 두 시장 

모두 완 경쟁 이라고 가정하 다. 재화시장의 경우는 매 기마다 총공 과 

총수요가 일치한다는 조건을, 자산시장에는 물 자본이 사  부의 총합과 

일치한다는 조건을 각각 부과하 다. 이와 같은 균형조건은 식 (A5)  식 

(A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5)

  
                                (A6)

본 연구의 모형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수  연 과 련된 모수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 부문 즉 의의 정부부문의 경우 국민연  보험료율은 행 

제도를 반 하여 근로소득의 9% 수 으로 설정하 으며, 소득 체율은 실

제로 개인의 가입 기간별로 상이하게 용되고 있지만 본 장에서는 최  

수 인 60%를 용하되, 보험료율이 연 가입연도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이 30%인 경우도 고려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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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부   표

   <부표 1>              가계자료의 기 통계량 

구분 평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월 축액(만원) 33.84 33.32 24.14 27.77 33.01 40.01 38.71 41.72 

 월교육비(만원) 22.14 17.83 20.23 22.03 26.29 24.88 

 공교육비(만원) 10.29 9.41 10.03 10.23 11.29 10.63 

 사교육비(만원) 11.84 8.43 10.20 11.79 15.00 14.25 

 자녀수(명) 1.19 1.47 1.30 1.18 1.13 1.08 1.08 1.06 

 가구주연령(세) 50.05 46.84 48.28 49.44 50.46 51.46 52.14 53.02 

 자녀평균연령(세) 17.17 15.32 16.01 16.67 17.29 18.01 18.56 19.21 

 가구주 교육수 4.76 4.84 4.78 4.73 4.71 4.71 4.76 4.78 

 가구주 성별(여자=2) 1.15 1.14 1.15 1.15 1.15 1.15 1.16 1.17 

 결혼상태 2.36 2.29 2.36 2.38 2.12 2.43 2.46 2.49 

 가구주 직업 1.40 1.40 1.40 1.40 1.40 1.40 1.40 

 배우자 직업 1.46 1.49 1.49 1.47 1.44 1.44 1.44 

 배우자 교육수 4.48 4.51 4.48 4.45 4.43 4.43 4.49 4.53 

 ln( 융자산) 6.75 6.61 6.70 6.68 6.85 6.86 6.86 

 ln(소득) 7.35 7.20 7.20 7.24 7.28 7.46 7.53 7.5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 (KLIPS) 1차∼7차년도 자료

               <부표 2> 교육비 지출과 자녀수와의 계

                                 (1단계 분석) 

구분
IV-1

계수 t-값

자녀수(첫딸더미)     0.267*** 0.018

자녀평균 연령     0.070*** 0.004

(자녀평균 연령)2    -0.002*** 0.000

가구주 교육수    -0.005 0.011

가구주 성별    -0.126* 0.070

결혼상태    -0.062 0.042

가구주 직업     0.108*** 0.022

배우자 직업    -0.028 0.022

배우자 교육수    -0.081*** 0.013

ln( 융자산)    -0.003 0.007

ln(소득)     0.136*** 0.021

상수항     0.943*** 0.176
                    주: 1) *는 10%, **는 5%, ***는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안은 heterosc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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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3>     교육비 지출과 자녀수와의 계

                               (2단계 분석)

구  분       OLS FE IV

자녀수
0.187

*** 0.187*** 0.280*** 

(0.022) (0.020) (0.100)

자녀평균 연령
0.083

*** 0.087*** 0.076*** 

(0.008) (0.007) (0.011)

(자녀평균 연령)2 -0.001*** -0.002*** -0.001*** 

(0.000) (0.000) (0.000)

가구주 교육수
0.088

*** 0.102*** 0.089*** 

(0.014) (0.014) (0.015)

가구주 성별
0.004 -0.004 0.011 

(0.103) (0.123) (0.104)

결혼상태
-0.120

*** -0.175*** -0.117*** 

(0.019) (0.022) (0.020)

가구주 직업
0.044 -0.008 0.034 

(0.031) (0.028) (0.033)

배우자 직업
0.080

*** 0.111*** 0.081*** 

(0.031) (0.028) (0.031)

배우자 교육수
0.082

*** 0.076*** 0.088*** 

(0.017) (0.017) (0.018)

ln( 융자산)
0.047

*** 0.075*** 0.047*** 

(0.010) (0.025) (0.010)

ln(소득)
0.307

*** 0.554*** 0.297*** 

(0.031) (0.049) (0.032)

상수항
-1.157

*** 1.446*** -1.390*** 

(0.249) (0.171) (0.264)
            주 : 1) *는 10%, **는 5%, ***는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안은 heterosc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