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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비가 실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화가 융

부문 특히 은행에 미치는 향을 은행의 차 조표를 심으로 살펴

보았다. 구체 으로 OECD국가를 상으로 Bankscope data를 이용하

여 인구고령화가 상업은행의 출, , 만기구조별 자산부채갭, 해외

자산 비  등에 미치는 향에 하여 panel 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은행의 행태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차 조표 근방법을 통해 

고령화로 래되는 차 조표상의 험요인을 악한 결과 우리나라

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자산운용면에서 만기  화폐불일치등의 상당

한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과도한 자산편입과정에서 버

블과 자본유출의 부작용을 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융

부문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고령화로 수반되는 부담을 완화하려면 세

간 이 지출의 형평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장기채시장을 육성하고 국제

 차원의 포트폴리오 비와 직결된 연기 제도의 개편노력과 더불어 

과도한 실물자산 선호를 시정하기 한 모기지, 역모기지제도 등의 부

동산 련 융제도를 발 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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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특징

   출생률과 사망률의 진 인 변화에 따라 사회․정치․기술․환경․경제 

등의 다방면에 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소비․ 축․투자 등의 실물경제  가

계의 융자산 수요, 공 연  등의 정부 축 그리고 융산업의 반 인 

구조변화를 유발한다. 고령화가 융시장에 미치는 향은 경제주체 선호의 

변화, 연 정책, 국제자본 이동의 정도 등 고령화 진행과정에서 구체 인 

응 양태와 주변 국가의 환경에 따라 그 크기와 방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진 이 융시장에 미치는 향을 차 조표 

근방법(balance sheet approach)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에 한 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산력 감소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노령 인구는 

증가하는 등 연령계층별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상된다. 통계청에 의하

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04년 재 0.49%로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

되다가 2020년에 4,996만명으로 정 에 도달하고 이후부터 마이 스 성장률

을 보일 망이다. 우리나라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

는 비 이 2000년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 다. 통계청

의 추계에 의하면 이 비율은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 20.8%

로 고령사회에 도달할 망이다.1)  

    시 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 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은 아니다. 

체 인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 이 9.1%로 비록 세계 평균 7.3% 

보다는 높지만 선진국 15.3% 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 이며, 14세 이하인 유년 

인구의 비 도 2005년 재 19.1%로 선진국 17%에 비하여 높은 수 이다. 그

러나 격한 인구 고령화의 진 으로 25년 후인 2030년에는 고령인구 비 이 

24.1%로 선진국 22.7%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되며 유년 인구의 비 은 

11.2%로 선진국 15.5%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망된다. 이 게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의 진 은 우리의 응여하에 따라 경제 으로도 상당한 주름살을 가져

다  수 있다. 

  

1)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 기 에 따르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 이 7% 

이상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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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국가 인구구조  부양비

(단 : %)

인구구조 총부양비2)

2005 2030
2005 2030유년

(0～14세)

생산가능

(15～64세)

고령

(65세이상)

유년

(0～14세)

생산가능

(15～64세)

고령

(65세이상)

 세 계 28.3 64.4 7.3 23.2 65.0 11.8 55 54

선 진 국 17.0 67.7 15.3 15.5 61.8 22.7 48 62

개 도 국 30.9 63.6 5.5 24.5 65.7 9.8 57 52

한    국 19.1 71.8 9.1 11.2 64.7 24.1 39 55

일    본 14.0 66.3 19.7 11.9 57.7 30.4 51 73

미    국 21.3 66.4 12.3 19.4 61.4 20.2 50 63

이탈리아 13.9 78.8 19.6 11.7 75.2 28.2 50 67

 랑 스 18.4 65.3 16.3 16.4 60.0 23.6 53 67

    국 21.8 70.7 7.5 17.1 66.9 16.0 42 50

인    도 32.0 62.7 5.3 23.0 67.6 9.4 59 4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2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인구통계자료집」, 2003

<표 2>         인구통계  의존 비율 추이(Dependency Ratio)

연도 유년부양비(%) 노인부양비(%)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노인 1명당 

부양자수 (명)

1960 77.3 5.3 82.6 6.9 18.9

1970 78.2 5.7 83.9 7.2 17.7

1980 54.6 6.1 60.7 11.2 16.3

1990 36.9 7.4 44.3 20.0 13.5

1995 33.0 8.3 41.4 25.2 12.0

2000 29.4 10.1 39.5 34.3 9.9

2010 22.3 14.9 37.3 66.8 6.7

2020 17.6 21.8 39.4 124.2 4.6

2030 17.4 37.3 54.7 214.8 2.7

2040 17.4 55.2 72.6 316.6 1.8

2050 16.7 69.4 86.1 415.7 1.4

주: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0~14세 인구수)×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2)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인부양비 = (0~14세 인구수/15~64세 경제활동인구수)×100 + (65

세 이상 인구수/15~64세 경제활동인구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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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15세에서 64세의 생

산가능인구 수 비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수 비율인 유년부양비는 계속 감

소하고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 수 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 비

율인 노인 부양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년인구수 비 고령인

구수 비율인 고령화지수는 2000년 34.3%에서 2020년에는  4배에 가까운 

124.2%로 증가할 망이며 노인 1명당 부양자 수 역시 2000년 9.9명에서 

2010년 6.7명, 그리고 2020년에는 반에도 못 미치는 4.6명으로 감소할 것으

로 상되고 있다. 

<그림 1>               자립율 추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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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고령화가 소비에 미치는 향은 유효 근로인구가 유효소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으로 정의되는 자립율(support ratio)로 나타낼 수 있는데 유효인구의 정

의 방법에 따라 자립율(support ratio)과 조정자립율(earnings-needs weighted 

support ratio)로 구분됨.

    2) 자립율은 개인의 소비수요와 근로가능계층의 생산성이 연령에 계없이 동

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 지수는 단순히 근로계

층인구의 총인구에 한 비 임.

    3) 조정자립율은 각 연령별로 상이한 필요 소비수 과 연령별 생산성 수 을 

고려하여 도출된 유효인구를 용함.

    4) 연령별 소비수 과 생산성 계산에는 2003년 도시가계연보의 연령별 소비와 

근로 소득을 사용함.

   우선 이러한 인구구조상의 변화는 소비인구 비 근로인구의 감소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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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지출 증가를 의미하며 결국 자립율과 조정자립율의 지속 인 하로 

표 될 수 있다. 자립율(support ratio)이란 총인구 비 근로계층인구의 비

을 나타내며, 조정자립율(earnings-needs weighted support ratio)이란 각 

연령별로 상이한 연령별 생산성과 연령별 필요 소비수 을 고려하여 도출된 

유효근로인구와 유효소비인구의 비 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립율의 경우 202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나 조정자립율의 경우에

는 10년 인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고령화로 

래되는 생산성 등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경제  부담은 단순한 인구구조

의 변화가 시사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 기본 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비용측면의 부담이 단기간에 집 될 수 있는 구도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 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지는 않으나 향후 최단기간에 고령사회와 고령사회 진입이 상되는 특

징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는 8년에 불과하다. 한 고령화 기

여건이 1인당 소득 10,000불 수 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산축 이 지극히 

미흡하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 비율과 연 지출에 한 세 간 부담 측면에

서 미래 세 의 부담이 격히 증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그림 2>             인구 고령화속도의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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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우려되는 은 베이비 붐 세 의 은퇴 시 이 의 부채 과

정(leveraging)과 은퇴시  이후의 후고령화 폭풍(post deleverag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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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고령화가 세계 인 동반 고령화 추세 하에서 찰되고 있으나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령화의 정 인 2020년 이후 상되는 후고령화 

폭풍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이 축 되는 기간 에는 그런 로 

립 의  등을 통해 충격을 흡수해 나갈 수 있으나 이후의 조정과정에

서는 충격흡수 이 얇아지기 때문에(자산처분의 가속화와 자산축 의 지연) 

상당한 충격이 상된다. 한 이는 재의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베이비 붐 

세 의 은퇴시 을 후로 자산가격의 격한 변화를 수반한 상당한 경제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차 조표상의 변화는 이러한 잠재  

험에 한 분석을 가능 하여 충격완화에 필요한 응을 진시키게 된다. 

Ⅱ. 차 조표 근방법을 통한 고령화의 향 분석 

   차 조표 근방법(balance sheet approach)은 flow variable 신 stock 

variable을 상으로 다양한 충격에 한 취약성, 즉, 반응도를 악하기 

한 분석의 틀로서 기존의 연구 분석이 간과하기 쉬운 여러 험을 악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방법은 주로 IMF 등에서 아시아

와 남미의 외환 기 사례를 이용하여 국가간 자산과 부채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기 가능성을 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활용되고 있다(Allen, 

Rosenberg, Keller, Setser, Roubini 2002). 이러한 개념을 원용하여 본 연구에

서는 고령화의 진 에 따른 융부문의 취약성 등을 차 조표 상의 변화

(만기구조, 자산  부채구성의 변화, 갭, 환율 변동성 등)를 통하여 악하고

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잠재  험 리 차원에서 매우 요한 노력이라고 

단된다. 특히 로벌 기 의 정착으로 건 성과 수익성이 획일 으로 강조

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고령화 충격을 추가로 흡수하고 응하려면 고령화 

충격에 따른 차 조표상의 변화를 사 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재

정부문은 부담이 커지면서 기타부문으로 충격을 시킬 우려가 크므로 부

문별 차 조표 분석을 통해 고령화의 충격이 부문간에 어떻게 달되는지

를 사  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은행부문 차 조표의 상태는 일종의 스톡개념으로서 내외 충격에 

한 응능력을 실질 으로 결정하게 된다. 고령화로 안 자산 주의 장기 자

산운용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부문은 과거와 다른 종류의 험에 노출되

게 된다. 은행 차 조표의 상태와 고령화의 속도  profile간의 계를 

악은 자산부채의 구성과 련된 험 리 략수립의 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융부문의 험 악을 한 surveillance 는 감독차원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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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채와 자산의 보유정도와 은행건 성간의 계를 고령화와 연 된 다양

한 충격에 한 노출정도로 포착할 필요가 제기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산과 부채 구성면의 변화로서 은행의 

출과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 으로는 국가 내 체 

융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 변화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

나 은행부문의 경우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얻기가 용이하고, 가장 표 인 

융기 이므로 이를 분석 상으로 선택하 다. 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  

가장 핵심 이고 요한 부분이 출과 이므로 이를 심으로 분석하기

로 한다. 둘째로, 만기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만기불일치의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이 요하다. 구체 으로 은행 출과 을 1년 미만과 이상으로 나

어 단기와 장기의 출과 이 고령화에 따라 어떻게 향을 받는지를 분

석한다. 셋째로, 환율변동성과 련하여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국내자산과 해

외자산, 국내부채와 해외부채로 각각 나 어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고령화와 은행의 자산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고령화지수와 

은행의 자산 비 출의 비 , 부채 비 의 비  그리고 율의 계

를 살펴보았다. 이를 하여 OECD 30개국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슬

로바키아와 터키를 제외한 28개국을 상으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6개

년에 걸친 패 데이터를 사용하 다. 설명변수로는 인구 연령구성 련변수, 

소득 련 변수, 이자율 련 변수 그리고 외자본이동 련 변수 등을 선택

하 다. 구체 으로 인구 연령 구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5세 이

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인구로 나  비율인 고령화지수를 사용하 다. 경기

변동 등에 한 효과를 통제하기 한 소득 련 변수도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이용하여 실질 GDP성장률을 사용하 으며, 

이자율로는 OECD data를 토 로 실질 단기이자율(3개월 money market 수

익률－CPI 상승률)을 계산하여 사용하 다. 한 국가간 자본이동에 의하여 

고령화의 향이 폐쇄경제모형에서 측하는 바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 

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IPS 자료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각국의 국가

간 자본이동 용이성 지수를 해외자본시장 근성 변수로 활용하 다. 

   실증 분석결과 이후의 <표 3, 4, 5>는 이러한 변수의 28개국의 6개년에 

걸친 패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fixed effect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

낸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련 변수를 고령화지수 신 고령인구 비 이

나 노인부양비를 사용하여도 별 차이가 없는(robus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Hausman test를 통하여 각국의 heterogeniety term과 error term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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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 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5% 신뢰구간에서 기각할 수 있었으므로 

random effect보다는 fixed effect가 올바른 모형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령화와 은행 자산  출 비 의 경우 고령화의 

진 에 따라 각국의 은행들은 자신의 자산 에서 출의 비 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독립변수를 바꾸어 보더라도 5%의 유의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들은 고령화의 진 에 따라 노후 보장을 해 실물 는 

융자산 등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의 재원을 마련하기 

해 필요한 만큼 추가 인 출 수요가 존재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고령화가 은행산업 출에 미치는 향3)

독립변수
추정 계수

Ⅰ Ⅱ Ⅲ Ⅳ Ⅴ

고령화지수
0.098

(2.436)**

0.097

(2.396)**

0.090

(2.180)**

0.092

(2.267)**

0.088

(2.072)**

GDP성장률
-0.007

(-0.038)

-0.003

(-0.015)

단기이자율
-0.137

(-0.734)

-0.108

(-0.550)

해외자본시장 근성
0.561

(0.743)

0.443

(0.561)

Adjusted R
2

0.898 0.898 0.898 0.898 0.897

주:  구체 인 추정식으로 를 들어 식 V의 경우 (은행 출/은행자산)it =   + 1고령화

지수it + 2GDP성장률it + 3단기이자율it + 4해외자본시장 근성it + it를 이용함.

   한편 고령화의 진 은 은행 부채 에서 이 차지하는 비 을 유의하

게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의 경우 고령화의 진 에 따라 노

후생활 비를 해서 낮은 이자의 은행 장기 보다는 다른 실물 는 

융자산에 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은행 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 이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기 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확보하려

는 목 이므로 낮은 은행 수신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이며 오히려 경기가 좋을 경우 여유 자 을 다른 곳에 투자하기 하여 잠시 

보유하는 기 자 들 때문에 단기 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결

국 고령화는 은행들이 자  조달을  이외의 다른 수단 즉 CD, CP와 같

3) 이하 ( )안은 t값이고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하며 해외자본시장 접근성으

로 IPS의 Survey자료를 기초로 한 각국의 국가간 자본이동 용이성 지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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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oney Market이나 융채 등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비 을 늘리게 

됨을 의미한다.

<표 4>         고령화가 은행산업 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추정 계수

Ⅰ Ⅱ Ⅲ Ⅳ Ⅴ

고령화지수
-0.093

(-2.573)**

-0.078

(-2.192)**

-0.081

(-2.186)**

-0.086

(-2.337)**

-0.064

(-1.728)*

GDP성장률
0.454

(2.865)***

0.449

(2.832)***

단기이자율
0.219

(1.297)

0.179

(1.045)

해외자본시장 근성
-0.790

(-1.160)

-0.537

(-0.778)

Adjusted R
2

0.871 0.877 0.871 0.871 0.877

   고령화의 진 에 따른 이러한 은행 자산 구성과 부채 구성의 변화는 

 비 출 의 비 인 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

다. 고령화지수의 증가에 따른 은행의 율 증가는 모든 모형에 있어서 

1% 는 5%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표 5>        고령화가 은행산업 율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추정 계수

Ⅰ Ⅱ Ⅲ Ⅳ Ⅴ

고령화지수
0.227

(2.985)***

0.208

(2.729)***

0.203

(2.599)**

0.207

(2.692)***

0.175

(2.228)**

GDP성장률
-0.566

(-1.670)*

-0.551

(-1.630)

단기이자율
-0.439

(-1.241)

-0.317

(-0.869)

해외자본시장 근성
2.165

(1.520)

1.747

(1.187)

Adjusted R
2

0.889 0.890 0.889 0.890 0.891

   두번째로 은행의 차 조표상의 만기구조의 변화와 maturity mismatch

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련 데이터의 가용성이 제약되어 간단한 패  분

석결과만을 보고한다. 우선 각 은행의 단기와 장기 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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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cope에서 가지고 왔으나 이 두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는 

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의 단지 6개국 뿐이었으며 시

계열도 1998년부터 2003년의 6개년도 뿐이어서 은 측수(number of 

observation)로 실증작업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각 국가

별 장기와 단기 출   그리고 양자의 갭의 시계열 추이를 고령화 지

수와 함께 살펴 으로써 략 인 기조를 악한 후 36개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별 fixed effect로 패  분석한 결과를 보고자한다. 여기서 장․단기는 1

년을 기 으로 1년 미만은 단기, 1년 이상은 장기로 구분하 으며 의 경

우 요구불 은 단기 에 포함하 다. 독립변수로 고령화 련변수로는 

이 과 같이 고령화지수를 이용하 고 추가로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를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사용하 다.

   <그림 3>의 각 연도별 첫번째 막 그래 는 GDP 비 자산 즉 출을, 

두번째 막 그래 는 GDP 비 부채 즉 을, 그리고 마지막 막 그래

는 양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꺽은선은 고령화지수이다. 이들 6개국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령화가 계속 진척이 되고 있고 단기의 경우 

이, 장기의 경우는 출 규모가 더 커 자 을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운

하는 형 인 은행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령화의 

진척에 따라 단기의 경우 체 으로 출에 비하여 의 증가가 더 커서 

단기 자산과 부채간의 갭은 더 확 되는 방향으로 개됨을 확인 할 수 있

다. 장기의 경우에도 출의 증가가 의 증가에 비하여 더 커서 장기 자

산과 부채간의 갭은 더 확 되는 방향으로 개됨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즉, 단기에는 이, 그리고 장기에는 출의 증가가 더 커짐으로써 만기불

일치가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        국가별 출과 의 만기불일치 추이

      국     <단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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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단기>                             <장기>

    룩셈부르크     <단기>                           <장기>

    핀란드     <단기>                               <장기>

    독일     <단기>                                 <장기>

    스웨덴     <단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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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지만 패 분석에서도 단기 자산부채갭의 경우 고

령화의 효과를 부분의 모형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화지수의 증가는 

GDP 비 은행의 1년미만 단기 출에서 단기 을 뺀 액을 유의하게 감소

시킴을 알 수 있는데 단기의 경우 단기 이 단기 출보다 크기 때문에 고령

화는 결국 이러한 자산부채의 갭을 더 확 시킴을 알 수 있다. 비록 추정계수

가 유의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 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으로 단기 과 단기 출에 하여 각각 패 분석을 실시하여 보면 고령화 

증가에 따라 단기 출은 감소하고 단기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령화가 은행 단기 자산부채갭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추정 계수

Ⅰ Ⅱ Ⅲ Ⅳ

고령화지수
-0.529

(-2.206)**

-0.525

(-1.678)

-0.596

(-2.137)**

-0.557

(-1.729)*

GDP성장률
-0.387

(-0.490)

-0.483

(-0.543)

1인당 GDP
-0.006

(-0.018)

-0.088

(-0.251)

Adjusted R
2

0.957 0.956 0.956 0.955

   한편 장기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모형설정에서 

고령화 지수는 GDP 비 은행의 1년 이상 장기 출에서 장기 을 뺀 액

을 증가시킨다. 장기의 경우 장기 출이 장기 보다 크기 때문에 고령화는 

결국 이러한 자산부채의 갭을 더 확 시킴을 알 수 있다. 추가 인 회귀분석

에서 장기 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출

의 경우 모델설정에 따라 부호가 바 며 추정계수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        고령화가 은행 장기 자산부채갭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추정 계수

Ⅰ Ⅱ Ⅲ Ⅳ

고령화지수
0.059

(0.686)

0.005

(0.045)

0.089

(0.903)

0.027

(0.243)

GDP성장률
0.178

(0.634)

0.334

(1.082)

1인당 GDP
0.086

(0.776)

0.143

(1.170)

Adjusted R
2

0.975 0.975 0.975 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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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화폐불일치(currency mismatch)를 악하기 하여 해외자산, 해외

부채와 고령화와의 계에 하여 살펴본다. 몇 가지 요한 정형화된 사실

(stylized facts)을 도출해보면 첫째, 개도국에 있어 만기불일치 확 는 화폐불

일치와 한 연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 화폐불일치는 취약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본시장이 비교  발달한 국가들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화폐불일치가 안정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은 공통 으로 고

령화가 화폐불일치의 직 , 는 만기불일치를 통한 간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한편 BIS data를 이용하여 은행의 해외자산과 

고령화지수와의 계를 살펴보면 양자는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

의 상 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각국 은행의 해외자산과 고령화지수간의 계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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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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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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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80년 비 2000년 수치

   한 일본의 경우 해외자산과 해외부채의 비 이 고령화의 진 에 따라 계

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해외부채의 경우 고령 사회 진입 이후

나 고령화사회 기간 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해외자산의 경우 6.2%에서 

12.2%로 두배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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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령화 진 에 따른 일본은행의 해외자산, 부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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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FS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자산수요의 변화를 국내에서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외국 

융자산에 한 수요가 불가피하게 확 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진 은 앞

에서 보았듯이 은행의 자산  장기자산의 비 을 늘리므로 일본은행의 해외자

산 비 의 확  역시 주로 장기 자산 수요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내의 장기

자산 수요 증가에 비하여 장기자산 공 의 부족에 따른 돌 구를 해외로 옮기는 

과정으로 이해가 된다. 구체 으로 <표 8>은 7개국(한국, 미국, 노르웨이, 일본, 

호주, 스 스, 캐나다)의 고령화지수와 환율을 설명변수로 하여 fixed effect방식

으로 추정한 패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진 에 

따라 총자산 에서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 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고령화가 해외자산 비 에 미치는 향

독립변수 추정 계수 t-통계량 Adjusted R
2

고령화지수 0.0672*** 3.51
0.85

환율 0.0352* 1.57

주: 7개국, 1977～2002년 패 자료 이용한 국가 고정효과 추정결과임.

자료: World 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편 고령화와 융시장 련 변수들간의 계가 단순한 가성회귀

(spurious regression)의 결과가 아님을 뒷받침하려면 고령화의 약외생성

(weak exogeneity)에 한 실증분석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련된 일련의 실증분석결과 고령화는 제반 거시변수의 행방에 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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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표 9>           약외생성(Weak-Exogeneity) 검정결과 

rank 제약조건 Chi-square P-value

1 A(3,1)=0 13.29200 0.000267***

2 A(3,1)=0   A(3,2)=0 19.96134 0.000046***

3 A(3,1)=0   A(3,2)=0   A(3,3)=0 24.27690 0.000022***

주：공 분을 고려한 벡터에 한 약외생성 검정결과로서 변수순서는 재정규모, 경제성장

률, 고령화지수, 채권수익률임. 두 개의 공 분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세번째 내생변

수인 고령화지수의 배제제약(exclusion restriction)조건을 기각함으로써 고령화가 공

분벡터에 해 약외생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Ⅲ.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융부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유년이나 고용부양비율, 그리고 다양한 자립율 기

으로 악해 볼 때 2010년 후 상당한 경제 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작스런 경제  부담의 가 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5년간의 기간을 두고 이에 

한 비가 과연 충분한지에 한 신 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우리나

라의 배경하에서 고령화의 경제  향분석과 련하여 두가지 에 주목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나는 자원의 배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융부문의 역할

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자산 주의 자산운용추세이다.  융여건상 고

령화와 연 된 자산수요상의 변화를 얼마나 효과 으로 응할 것인가와 부

동산 주의 자산수요 체계하에서 퇴직이후의 안정된 소비흐름을 기 하려

면 어떤 방안이 있는 가가 요한 차이를 가져다  것이다.

   실제 고령화 추세에 하여 재는 고령화 련 자산수요의 변화를 다양

한 융상품의 공 을 통해 응하는 차원에 국한하고 있다. 퇴직상품의 개

발, 연기  련 제도개선 등이 그 이다. 그러나 당장의 주어진 시장여건하

에서 고령화 련 퇴직수요나 장기자산수요를 충족해  수 있는 융서비스는 

극히 제한 이다. 장기자본시장 등의 결여로 고령화 련 험의 일부만 분산

시켜  수 있는 융부문의 역량을 반 한 결과이다. 물론 고령화가 정 에 

달하는 시 이 까지는 재의 응으로 미흡하나마 불완 한 응이 가능하

다. 자산축 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만기가 짧아서 래되는 구조  

문제가 지속 인 자산축 이 이루어지는 추세하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운용기간의 장기화로 래되는 미래 자산운용시장의 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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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분석 결여로 실질 인 차 조표상 험 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장기  조정부담의 확 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기안정에 주력하는 결

과를 래할 수 있다. 단기 응자체가 잠재  험요인을 높일 수 있는 구도

이다. 상품의 만기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기연장만으로는 고령화추세의 

변화시 과 만기도래기간이 겹치는 기간의 충격을 분산시키기 어렵다. 실제 

기이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상품에 한 수요증가에 비해 공 되

는 융자산의 만기나 종류가 험분산차원에서 극히 제한된 실정이다. 

   이러한 융부문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첫째,  포트폴리오 조정은 여

히 실물자산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융부문의 건 성에

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버블생성  소멸과정을 경험하기 쉽다. 

둘째, 이러한 자산축 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측면의 문제 으로 

인해 실물부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부분

은 융의 구조  문제 에 기인한다. 이로 인한 부동산버블과 융부문의 

부실증가는 가뜩이나 고령화의 빠른 진 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성장잠재력

을 더욱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 즉,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해

진 투자기회의 축소와 융부문의 과부하를 통해 단기 투자부진의 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명 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고는 고령화

에 한 응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융부문이 제역할을 하지 못

할 경우 고령화에 수반되는 정책부담의 가 으로 인해 성장동인을 발굴하거

나 성장탄력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서 제기된 일련의 기본 망은 몇 가지 가정에 기 한 결과이나 이

지출을 포함한 재정정책, 생산성 향상, 자본유출입, 이민 등 내생  변화를 

감안하면 그 충격은 덜 민감할 것이다. 다만 내생  변화의 핵심은 융부문

의 기능여하에 달려있다. 재의 자원이 미래소득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용되려면 상당한 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융부문이 미래에 상

되는 비를 한 한 응을 가능  한다면 충격이 완화될 것이나 그

지 못할 경우 오히려 충격이 커지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는 <그림 6>

과 <그림 7>에서 나타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주요 거시변수와 

융취약성변수를 내포한 VAR의 충격반응결과 융취약성의 정도가 거시변

수에 한 반응여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래와 같이 융 

개기능의 하로 자 의 단기편 화가 심할 경우 미래에 한 비는 원

천  한계에 착할 수밖에 없다. 즉, 축의 증가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

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미래에 한 비가 가능하지 않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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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고령화 충격에 한 충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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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령화 충격에 한 충격반응: 융취약도 고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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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975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별자료 이용

    2)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고령화지수(Aging Index: 0~14세 인구 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사용

    3) 융취약도는 융부분 련지표들(은행 출 , 종합주가지수, 미달러환율, 

국내신용/GDP, 해외부채, 외환보유액, M3, 리)의 값을 표 화하여 지수화

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융부분이 취약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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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의 고령화 시나리오하에서 상되는 각 경제주체들의 차 조

표상의 험은 간과되기 쉽다. 가계부문의 자산이나 융부문, 재정부문의 

험은 고령화가 진 인 기간 동안에는 큰 험징후를 악하기 어려울 

것이나 고령화의 국면 환이 이루어지는 시 에서 로우상의 격한 변화

로 인해 스톡면에서의 충격이 격히 커질 수 있다. 이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다양한 퇴직  연 상품의 편입증가를 통해 응하는 모습이 

찰될 것이나 2020년부터는 자산수익률을 뒷받침하는 로우의 유입이 

어들면서 수익률의 격한 변화가 상된다. 물론 고령화의 추세는 성장을 

통해 비여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다주지만 자산축  기간  소득감

소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축 이 뚜렷해질 것으로 망된다. 결과 으로 

 고령화 추세하에서 미래를 한 비가 융시장인 라의 미비로 인해 

성장률 하락이나 시장불안으로 제 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서 자본유출과 

맞물려 버블과정을 동반한 장기침체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별로 고령화는 상이한 효과를 행사할 것이다. 소득층의 경

우 무방비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나 고소득층의 경우 고령화의 진 으로 래

되는 수익률 기조하에서 부동산이나 해외자본유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에 비해 융자산의 기간과 종류면에서의 제한으로 인해 

국내자산의 경우 실물자산 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한 비는 고령화충격을 완화

하기 한 시장차원의 체제  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연기 과 기

존 시장구도하의 제한된 자산운용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실물자산에 한 선

호도가 과도한 상태에서 자산수요의 증가는 자 흐름의 왜곡을 더욱 부추겨 

정작 필요한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어렵게 한다. 이는 성장률 하의 배경하

에서 부동산가격버블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잠재  험에 한 노

출은 커지게 된다. 융부문은 이러한 추세를 시정할만한 시장인 라를 구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기  상황안정을 가로 체제  험을 높이게 된다. 

   지 까지 거론된 경제  향을 종합하여 고령화정도, 자산수익률, 재정

수지/GDP 비율, 성장간의 계를 악하기 해 이들 변수로 구성된 

VECM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자산수익률, 재정수지/GDP를 결정하는 요

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고령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간의 계변

화로 자산수요가 증함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용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0>). 따라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포

함한 자산운용차원의 비가 일 부터 선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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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VECM 모형의 추정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재정수지/GDPt 경제성장률t 고령화지수t 자산(채권)수익률t

상수항
3.58

  (2.20)**

-2.06

(-0.33)

0.64

(1.39)

-4.22

   (-3.26)***

재정수지/GDPt-1
0.32

(1.04)

1.00

(0.86)

0.03

(0.32)

-0.71

   (-2.95)***

경제성장률t-1
0.17

(1.23)

0.85

 (1.65)*

-0.02

(-0.65)

0.02

(0.15)

고령화지수t-1
-2.46

  (-2.21)**

1.07

(0.25)

0.61

 (1.94)*

2.63

   (2.96)***

자산(채권)

수익률t-1

0.05

(0.21)

0.13

(0.17)

-0.01

(-0.13)

-0.51

  (-2.74)**

설명변수
종속변수

재정수지/GDPt 경제성장률t 고령화지수t 자산(부동산)수익률t

상수항
3.13

 (1.82)*

-3.46

(-0.43)

0.78

(1.09)

-20.47

  (-2.33)**

재정수지/GDPt-1
0.68

   (2.95)***

1.46

(1.33)

0.06

(0.69)

2.25

 (1.89)*

경제성장률t-1
0.26

   (3.13)***

0.94

  (2.38)**

-0.02

(-0.70)

0.81

 (1.88)*

고령화지수t-1
-2.01

 (-1.72)*

2.27

(0.41)

0.51

(1.06)

13.91

  (2.35)**

자산(부동산)

수익률t-1

-0.09

 (-1.61)*

-0.27

(-0.99)

0.01

(0.72)

-0.38

(-1.28)

주: 1) 분석기간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로 ( )안은 t값이며 *** 1% 유의, ** 5% 

유의, * 10% 유의함.

   2)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밝히기 해 Augmented Dickey-Fuller(ADF) 검정법에 

의해 단 근 검정 시행 결과 부동산 수익률과 고령화지수, 채권수익률이  I(1)임.

   3) 공 분 검정 결과 채권수익률의 경우 1% 유의수 에서 2개의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수익률의 경우 1개의 공 분 벡터가 존

재하고 변수들간에 장기안정 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와 이러한 장기균형

계를 반 하기 해 오차수정항을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 음.

   4) Johansen 검정을 이용한 장기균형식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경제성장률t = 11.16 + 0.52(고령화지수)t - 0.33(채권수익률)t

재정수지/GDPt = - 0.55 + 0.63(고령화지수)t - 0.27(채권수익률)t

부동산 수익률t = 25.72 - 1.32(경제성장률) + 6.86(재정수지/GDP)t - 2.29(고령화지수)t

   5) 채권수익률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을 사용함.

   한편 <표 11>을 보면 고령화변수와 자산수익률간의 계 분석결과 부동

산 수익률이 가장 큰 계수값을 보이며 해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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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산수익률과 각종 고령화 련 변수와의 계

  자산수익률: 국고채 유통수익률(1987~2004년)

설 명 변 수   

상수 65세이상 인구비율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8623.77

(6.40)***

-2.60

(-7.00)***

0.03

(0.16)

0.002

(0.25)

0.85

(2.18)**

상수 노인부양비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7710.20

(3.52)***

-17.31

(-4.97)***

0.45

(2.04)*

0.02

(2.01)*

0.77

(1.53)*

상수 고령화지수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8618.30

(5.89)***

-0.39

(-6.84)***

0.02

(0.11)

0.001

(0.19)

0.85

(2.15)**

상수 40세~64세 인구비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8734.81

(6.93)***

-1.05

(-7.22)***

0.01

(0.03)

0.002

(0.38)

0.65

(1.70)*

  자산수익률: 주가 수익률(1975~2004년)

설 명 변 수   

상수 65세이상 인구비율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630.90

(2.54)**

0.21

(6.18)***

0.04

(1.91)*

-0.001

(-0.25)

0.07

(2.18)**

상수 노인부양비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531.90

(6.70)***

1.60

(5.02)***

0.02

(0.89)

-0.001

(-1.22)

0.06

(1.62)*

상수 고령화지수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631.35

(4.50)***

0.03

(6.23)***

0.04

(1.95)*

-0.001

(-0.21)

0.07

(2.19)**

상수 40세~64세 인구비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640.08

(0.18)

0.08

(6.34)***

0.04

(2.06)*

-0.001

(-0.23)

0.08

(2.42)**

  자산수익률: 부동산 수익률(1986~2004년)

설 명 변 수   

상수 65세이상 인구비율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7810.46

(0.69)

6.72

(4.34)***

0.14

(0.17)

-0.05

(-2.04)*

7.02

(5.06)***

상수 노인부양비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6450.93

(4.38)***

35.10

(2.44)**

-1.21

(-1.36)

-0.09

(-3.22)***

7.08

(3.97)***

상수 고령화지수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7824.47

(1.96)*

1.00

(4.33)***

0.18

(0.22)

-0.05

(-1.97)*

6.99

(5.03)***

상수 40세~64세 인구비 GDP 성장률 미달러환율 물가상승률

0.75-13.01

(-0.58)

2.55

(3.89)***

0.08

(0.09)

-0.05

(-2.11)*

7.44

(5.05)***

주: 1) ( )안은 t값임.

2)     고령화관련변수    성장률    환율    물가상승률    
3) *** 1% 유의, ** 5% 유의, * 10%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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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러한 일련의 결과에서 우리는 융자산에 한 선호도가 제고되지 

않는 한 부동산 주의 투자패턴이 시정되기 어려운 구도임을 알 수 있다. 당

연히 은행들은 부동산 구입을 한 담보 출에 주력하게 되어 장기자산운용

과 연 된 험에 노출될 망이다. 실제 장기시장발달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체장기 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신하고 있으며 융부문

은 실질 으로 장기채시장보다 부동산시장에 직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상 고령화와 연 된 융부문의 변화가능성은 첫째, 실질수익률 하와 

자본유출의 가능성, 둘째, 험헷징이 여의치 않은 장기상품의 편입에 따른 

융부문의 취약성 증가 가능성 등이다. 무엇보다도 단기차입과 장기운용의 

비 이 높아지면서 융기 들의 근본 인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 

상이 심화되게 된다. 이 환경하에서 융기 들은 차 만기 환의 부담이 

커지는 실에 착하게 되며 더욱이 환율 련 화폐불일치 문제(currency 

mismatch)도 남아있어 잠재  험에 방치되게 된다. 따라서 차 조표 

근방법(balance-sheet approach)을 통해 고령화의 진 으로 래되는 수익률 

변동에 한 험 악과 험 리 주의 자산구성이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

다. 그러나 근본 으로 만기불일치 해소를 해서는 장기채 시장의 발달이 필

수 이다. 특히 은행부문은 자산수 상의 격한 충격에 노출된 만큼 이를 완

화하기 한 험 리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험 리의 요성

에도 불구하고 융부문은 궁극 으로 장기채시장의 결여, 외환시장의 소함 

등으로 인한 험분산능력이 제한되어있어 구조  수요변화에 응하는데 한

계가 있으며 이는 험 리상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분명 장기시장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경제는 만기불일치의 정도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를 응하기 한 융부

문의 략구사과정에서 융부문이 상당한 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근

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령화 련 융부문의 수요변화에 제 로 부응하려

면 장기시장의 육성을 통해 련 험이 제 로 평가되고 가격이 산정되는 여

건을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따라서 MBS와 국채시장의 육성을 

통해 장기채시장의 기 으로서의 역할을 우선 으로 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Ⅳ. 시사   구체  응방향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화의 진 은 다양한 형태의 차 조표상 불

일치(mismatch)를 확 시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융부문은 이에 한 응

(불일치의 완화)을 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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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건의 구조  열악함으로 인해 험분산의 기반 구축면에서 실질  한계

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령화는 장기자산 수요의 증가를 래하는데 

미래소득의 안정화를 한 축증가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융부문의 

취약성이 상존하는 여건하에서는 실물자산 주의 축증가가 자본유출과 버

블과정을 동반한 성장 구도를 오히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실물자산선호도가 과도한  여건하에서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소멸가능

성이 상 으로 높기 때문에 부동산 출과 연 된 융부문의 부실화 가능

성도 높아지게 된다. 한편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2020년부터는 40～64세 

사이의 장년층이 은퇴하여 고령화됨에 따라 축과 융자산 수요가 감소할 

것임을 보여 다(Dekle, 2005). 특히 고령화와 연 된 안 자산에 한 선호 

경향으로 인해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큰 조정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인구구조상의 변화에 비해 이에 응하는 융부문의 비는 상당

히 미흡하다. 첫째, 융부문의 자산운용면에서의 역량이 제한된 계로 

험분산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상당한 험의 집 과 부실 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래를 한 자산축 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

인의 발굴도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장기채 시장의 미발달은 장기  험의 

시장평가와 분산이 실질 으로 불가능한 여건을 뜻하기 때문에 신이나 기

술집약  성장 동인 발굴에 불리한 여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구조  변화는 시장기반이 구축되

고 고령화가 비교  완만하게 진 된 선진국의 고령화에 비해 경제  향

이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다. 비용면에서의 증가와 융부문의 애로 상

(bottleneck)으로 인해 성장세가 상보다 빨리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용요인의 증은 당장은 융부문의 재원충당을 통해 일부 흡수할 수 있

으나 일천한 시장 여건하에서 빈번한 융시장교란을 통해 오히려 장기  

피해(재정건 성 하 등)를 확 시킬 수 있다. 

   둘째, 고령화의 빠른 진 으로 불가피한 고령화 진행기간 의 은퇴 축 

증가는 일시 으로 투자에 비해 과도한 자본공 의 증가로 이어져 상당한 

자본유출을 래할 것으로 상된다. 실제 고령화의 상  속도에 따라 국

제  자본흐름도 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에서  선진국으로의 자본유입으로 

환될 가능성(2010년 이후; Brooks, 2003)이 크다. 결국 고령화는 개도국의 

취약한 융부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 시켜 자본유출과 융불안, 그리고 장

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문제를 인식하고 비하는 것 자체

가 시장인 라 구축과 같은 구조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

된 험이라도 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 22 -

   차 조표상의 험을 리하기 한 융부문의 응을 고려하기에 앞

서 제약요인에 한 검토부터 먼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빠른 고령화 추세

와 시장인 라의 열악함과 연 된 시장작동상의 문제와 둘째, 자원배분의 효

율성면에서 특정부문의 단기운용에 치 하는 융기 의 행태상 제약으로 인

해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선진국에서 찰된 고령화의 경제  향과는 다소 다른 개패턴을 보이기 

쉽다. 즉, 자 개가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축의 증가라도 반드시 성장탄

력의 확충으로 이어지기보다 성장기조로 더 빨리 진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다. 특히 성장동력의 발굴이 지연되는 상황하에서 

연기 제도 개편 등의 조치만으로는 자산배분상의 편 (자본시장 비 과다 

등)으로 인해 미래소득흐름이 과도하게 축될 소지가 크다. 더욱이 건 성과 

수익성이 강조되는 여건하에서 융과 산업부문의 불일치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고령화경제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사 에 소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자산가격의 불확실성이 증 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역할은 더욱 요해진다.  융부문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고령화로 수반되

는 부담을 완화하려면 ⅰ) 험분산을 통해 세 간 이 지출의 형평성을 견

지할 수 있는 장기채시장을 육성하고 ⅱ) 국제  포트폴리오 운용을 보다 

극 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ⅲ) 과도한 실물자산 선호를 시정하기 한 부동

산 련 융제도(모기지, 역모기지제도)를 발 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따라서 

우선 으로 융부문은 자산선호도면에서 왜곡을 심화시켜 차 조표상의 

험분산을 어렵게 하는 고령화의 향을 감안하여 장기상품개발과 장기채

시장 육성에 나서야 한다. 물론 자체  개발이 여의치 않은 부문은 화폐불일

치의 정도를 모니터링해가면서 해외자산운용으로 보완해야 한다. 즉, 해외자

산운용과 련된 험들은 헤징을 통해 분산시키면서 극  비에 주력해

야 한다. 시장육성과 병행하여 자산운용이 다변화 장기화되어야 상되는 

험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융기 의 만기불일치 문제를 포함한 융부문의 역량과 

련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통상  차원의 연간단 의 감독만으로는 수년

에 걸쳐(multi-year) 리되어야 할 험 악과 분산이 소홀히 다루어질 소지

가 크기 때문이다. 단기차입  에 비해 장기조달상품의 비 이 높아지

면서 융기 들의 근본 인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 상은 심화되

게 된다. 장기  험분산이 가능한 여건하에서의 건 성 평가는 그 지 않

은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융기 들은 차 만기 환의 부담

이 커지는 실에 착하게 되며 더욱이 환율 련 화폐불일치 문제(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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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match)도 남아있어 잠재  험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언 한 바와 마찬

가지로 만기불일치 해소를 해서는 장기채 시장의 발달이 필수 이다. 그러

나 이러한 발 여건의 성숙을 기 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고령화추세는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부문은 자산수 상의 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한 험 리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강조된다. 이러한 험 리노력

이 제 로 구 되기 한 시장기반의 형성 없이는 피상  험 리밖에 이

루어질 수 없다. 과도기  과정에서 차 조표 근방법을 통해 고령화의 

진 으로 래되는 수익률 변동에 한 험 악(monitoring)과 험 리

주의 자산구성이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상 고령화에 한 융부문의 응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우선 차

조표상의 험 리차원에서 다양한 자산수요에 한 한 공 체계가 확

보되어야 한다. 연기  상품의 공 도 요하지만 이러한 상품이 안정 으로 

공 될 수 있는 장기채 시장여건을 확보해가는 것은 더욱 요하다. 험분

산차원에서 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이나 주식수단으로만 노후체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로 Bohn(2001)에서와 같이 소  국채 련 업무를 문화

시켜 고령화에 한 부담이 일부계층에 집 되지 않도록 고령화 연계채권과 

같은 다양한 지수연계채권(index-linked bond)의 발행을 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의 국민연 이나 기타연기 체제를 운용 심으로 재편해야 한

다. 지 과 같이 국채 심의 운 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 하기 어려

우며 특히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문 인 융의 역할을 간과하기 

쉽다. 더 나아가 연기 제도를 폭 개선하여 단순한 소득보 차원의 사회  

근을 강조하기보다는 IRA, 401(k)와 같은 개별차원의 비가 추가로 가능

토록 하여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역할을 증 시키는 것이 요하다. 다양한 

연기 제도는 개별차원의 험 리가 험요인의 집 으로 야기되는 험

리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자본시장발 을 진하는 효과를 가

져다주기 때문이다. 한 장기  험분산을 해 국제  차원의 포트폴리

오 구성을 감안한 연기 제도의 개편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화로 래되는 자산수요와 자산운용이 조화되려면 상당한 인

라구축이 필요하나 정작 고령화의 충격이 가시화될 시 이 근 해있음을 감

안하면 실 으로 국제  포트폴리오나 부동산 련 투자에 한 보다 

극  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 장기보유에 한 보유  거래

세 인하 등의 조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응은 자본시장의 

발 을 통해 다양한 장기 융상품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함이다. 융부

문  특히 은행부문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수요측면에서 장기상품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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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기 한 출 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미래를 한 장기재

원 확충면에서 세제상의 개편과 장기상품의 개발  매에 해 보다 극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 한 기간간 산 제약하에서 세 간 이 이 

불가피한 고령화의 향을 감안하여  시 에서의 지출결정에 보다 신 해

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고령화로 상되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조

기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충격을 완화하기 한 소득흐름을 

확보하기 해서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부

는 국내 융체계로 나머지는 해외운용을 통해서 확보해야 함도 물론이다. 

한 부동산과 련하여 노후보장체계로서의 요성을 인식할 필요도 제기된

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을 투기 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강

화되어야 한다. 이는 실물자산에 한 선호도가 지나친  자산운용체계를 

시정하기 해서라도  필요한 노력이다.

   분명한 사실은 고령화가 미래 비에 한 부담증가로 성장탄력의 진  

하를 통해 성장기조를 앞당길 경우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에 빨리 

도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다. 축증가가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빨

리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우리의 융여건은 이러한 가능성이 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시장기반이 구축되었을 경우 자산운용수요의 증가는 

효율  자원배분을 통해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이 경

우 고령화는 소비스무딩(consumption smoothing)을 통해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로 래되는 융부문의 문제는 과연 고령화

로 래되는 자산수요상의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역량이 제때에 구

비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장기수요에 지속 으로 단기 응할 경우 고령

화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  험분산은 기 하기 어려우며 이는 재정

기(fiscal crisis)와 융경색을 가 시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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