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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위기인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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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령화, 우울한 미래

저자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거시경제 분석”이 “근본적인 추세” 혹은 “장기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을 너무 적게 반영”(25쪽)해 왔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근본적 추세의 변화는 과거와는 완

전히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통념”을 생성하고 고착시킨 “주

류 (경제분석) 모형은 방향을 바꿀 능력도 의지도 없다.”(319쪽) 저자에 따르면, 향후 세계 경제

와 사회의 근본적 추세를 바꿀 요인은 ‘세계적 차원의 고령화’이다.

고령화는 지난 30년의 대안정기(the Great Moderation, 1990~2008년)와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암울하다. 지난 30년 동안의 대안정을 이끈 근본 요인은 생산인

구의 증가이다. 중국과 동유럽의 저임금 유휴 노동이 자유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

고, 선진경제 내부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그 결과 

노동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졌다. 노인부양비도 하락했다. 생산인구 

증가로 저축이 증가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하락하여, 시장의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했다. 이

것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린 이유이다. 또한, 저금리는 재정적자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인구 보너스는 사라졌다. 향후 30년은 세계적 차원에서 고령화가 진

행될 것이다. 그 결과는 파국적이다. 첫째, 생산성이 노동력 감소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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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둘째, 가장 중요하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①생산인구의 감소로 노동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임금-물가의 소용

돌이(wage-price spiral)에 빠지게 된다. ②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노인의 증가로 소비 수요가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은퇴자 연금 지급을 위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추가 임금 인상 요인이 된다. 또한, 정치적 부담으로 노인을 위한 증세가 쉽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노인부양비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 고령화에 

따라 저축은 감소하고 투자는 증가하여, 금리가 상승한다. 역으로, 이 금리 상승은 재정적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이하에서는 고령화 효과가 작동하는 핵심 기제인 인플레이션 발생 메커니즘과 복지제도에 

대한 함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의 극찬과는 달리, 저자의 분석은 이

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이론에 배타적으로 의존하여, 그릇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반례들

세계 노동인구(주로 중국)의 증가가 선진경제의 대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었

다는 저자의 주장은 스스로 제시하는 증거에 반한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통합된 시기는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제도적으로 미국은 2000년에 중국에 최혜국대우를 양허했다. 중

국이 WTO에 가입한 해는 2001년이다. 실제로도 중국의 수출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48-51쪽). 이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2-4](58쪽)로부터도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다른 말로, 중국이 세계 경제

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고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이후이다. 

하지만, 선진경제는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스위트 스폿’에 다가가고 있었다. 첫째, [그림 

1-3](20쪽)에 따르면, 주요 선진경제의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둘째, [그림 2-2](51쪽)은 미국의 제조업 고용인구가 중국의 WTO 가입 이전인 1990

년 중반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그림 1-5](22쪽)에 따르면, 이자율도 중국의 

세계 시장 통합 이전부터 이미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다. 이는 ‘세계 노동인구 증가와 세계 시장 

통합 → 물가 하락 → 저금리정책 → 시장금리 하락’이란 저자의 인과관계에 반한다. 넷째, [그

림 1-7](36쪽)은 민간경제(기업부문)에서 노동의 몫이 하락한 시점도 중국의 세계 시장 통합 이

전임을 보여준다(미국 제외).

이렇게 ‘스위트 스폿’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가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변화해 왔다면, 중국의 부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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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가령, [그림 8-4](193쪽)은 주요 선진경제의 노조가입률 추세를 보여준

다. 이에 따르면, 노동의 힘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노동의 

몫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선진경제의 임금 하락은 ‘중국의 노동력 공

급’이 아니라, 선진국 내부의 노동의 후퇴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추가하여, 1990년 이후 미국 시장에서 중국 수입품 가격은 일관되게 ‘상승’했던 사실을 지적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미국 수출품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동안 미국의 물가가 

그에 비례하여 변동하지도 않았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이 세계 경제 체제에 통합되어 저

물가가 유지되었다는 저자의 주장에 반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 저자는 1990-2008년 동안 

선진경제의 저물가를 ‘유효’ 노동인구 증가와 세계화로만 설명한다. 하지만, 이 이론으로는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의 물가 안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당시는 세계화도 후퇴했고, 노

동의 협상력도 강했던 시기였지만,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실업률?

저자가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핵심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저자

는 이를 설명하는 이론 혹은 분석틀로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과 자연실업률 가설에 배타적

으로 의존한다. 이 두 가지 이론적 장치는 그가 비판하는 “주류 경제 이론”의 중추이기도 하다. 

필립스곡선이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인

플레이션율을 가속적으로 높이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 부른다. 실제 실업률

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 실업률이 ‘너무’ 낮으면, 노동자의 협

상력이 강화되고 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고, 양자

의 차이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자연실업률은 ‘공급측 요인’이 결정한다. 가

령,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만 증가시킬 뿐 생산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연실업

률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상승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이론과 분석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립스곡선은 1958년에 처

음 제안(Phillips, 1958)될 때부터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비판되어 왔다(필립스곡

선이 등장하고 주류 경제 담론으로 발전한 과정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로 

Sawyer(2000), Mitchell and Muysken(2008)을 참조하라). 첫째, 필립스곡선의 존재 이유를 설

명하는 이론이 허약하다는 비판이다(Galbraith, 1997; Arestis and Sawyer, 2005; 2013; 

Sawyer, 2000). 저자는 “필립스곡선은 사라질 수 없다”(195쪽)고 주장하면서, “필립스곡선은 단

순히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한다. 하지만,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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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은 항상 존재한다는 ‘종교적 믿음’뿐이다.1) 

이는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순수 사고실험’에 지나지 않는다. 거시경제 수준에

서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Galbraith, 1997).2) 

둘째, 수많은 경험 연구는 필립스곡선이 불안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포괄적 서베이로 

Stanley(2004) 참조). 다른 말로, 자연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는 말이다([그

림8-3], [그림 8-5] 참조]). 저자도 이를 인지하고 설명을 시도한다(195-201쪽). 하지만, 그 불안

정성을 공급측 요인으로만 설명하려 한다는 점, 즉 ‘구조적 실업’(예컨대, 노동의 이질성, 병목

현상, 최저임금, 실업보험 등)만 존재한다는 주장은 편협하다.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측 

요인’도 매우 중요한 자연실업률의 결정 요인이란 사실 또한 경험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

증되었기 때문이다. 총수요가 강하고 경기가 좋을 때, 자연실업률도 하락했다.3) 즉, 구조적 실

업(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조차 경기 순행적이다!

자연실업률이 경기 순행적이란 사실은 공식 실업률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숨겨진 실업’이 

대규모로 존재함을 의미한다(전용복, 2021; Kelton, 2020[2021], 제2장; Tcherneva, 2020[2021]). 

자연실업률 가설은 이와는 반대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이

들이 상정하는 세상에는 실업급여, 최저임금, 노동조합 등 사회적 특성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과 마찰적 실업 등 자발적 실업만이 존재한다. 자연실업률 가설이란 ‘경제가 부드럽게 작동하

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실업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주장일 뿐이다(Tcherneva, 2020[2021]). 

노동을 포함하여 유휴 생산능력과 자원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와 경제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발적이란 의미이다. 하지만,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적 경제활동인

구, 그리고 구직 단념자 등의 통계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숨겨진 비자발적 실업이 

항상 대규모로 존재한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 총량이 부족해 취업에 실패한 

1) 이 주장은 저자가 상정하는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한다. 이 주장은 소위 왈라시안 

일반균형 모형(Walrasian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전반(특히, 제8장)에 걸

쳐 자연실업률은 가격 설정(price setting)과 임금 설정(wage setting) 행위로 설명된다. 양자는 ‘유의미하게’ 

다르다(결정적 차이와 함의에 대해서는 Blanchard(2006: 137-8)참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다. 
2)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 균형으로 이끄는 가격 변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취업 

여부는 시장 임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개인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실업의 발생 원인과 임금의 역할

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 전용복(2021), Davidson(1994: 29-31, 190-223), Zannoni and McKenna 

(200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저자는 필립스곡선의 ‘이동’(즉, 자연실업률의 변화)과 그것의 ‘평탄화’(flattening)(즉, 실업률 1%p 상승(하락)

할 때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상승) 정도의 약화)를 구분하지 않는 ‘이론적 취약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 인

용을 보라. “자연실업률 하락(필립스곡선의 아래/좌측 이동-인용자)은 노동 협상력이 점차 약해진 결과이다. 

덜 생산적이고 임금을 덜 받는 비숙련으로의 일자리 이동도 (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킨-인용자) 요인이 되었다. 

이들 힘으로 인해 필립스곡선이 더 평평해졌다”(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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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업이다. 다른 말로,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는 자연실업률 가설이 비현실적 개념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자발적 실업자는 고령화에 따

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요컨대, 저자의 고령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예측은 필립스곡선과 자연실업률이란 이론적 개

념에 배타적으로 의존하지만, 그와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실증연구가 보여주듯 총수요 요인이 자연실업률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고, 필립스

곡선이 존재한다면,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인구 비중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니게 

된다. 고령화에 따른 (상대적) 수요의 증가는 자연실업률을 낮출 것이고, 이는 실제 실업률이 

낮아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자의 주장

은 내적으로 모순적이다.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하고, 설명보다 종교적 믿음을 강요한다는 의미

에서, 자연실업률 가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제학 버전으로 흔히 비판된다(Mitchell 

and Muysken, 2008).4) 

사실, 대안정기 저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해도, 합

의되지 못하고 있다. Tarullo(2017)는5) FED가 인플레이션 관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정

하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에 관한 ‘신뢰할 만한 이론’(reliable theory of inflation)을 갖고 있

지 않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대안정(the Great Moderation)을 설명하려

는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필립스곡선과 자연실업률에 의존하지 않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필립스곡선과 자연실업률 가설에만 매달린다. 한마

디로, 저자의 접근법은 편협하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 중 다섯 가지 조류를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장기 물가 

안정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Clark, 2009; Hamilton and Herrera, 2004; 

Stock and Watson 2003). 19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외적 충격이 없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둘째, 중앙은행 독립성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이 재량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준칙을 따랐기 

때문(rule-based monetary policy)이란 주장도 있다(Bernanke, 2004; Clarida, et al. 2000; 

Meltzer 2005; Romer and Romer 2002; Taylor 199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류 

경제학계의 지배담론이었다. 셋째, 이에 대한 반론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금리 조

4) 이 가설이 지배 경제 담론으로 등극한 것은 현실 설명력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후원의 결과였다(Mitchell 

and Muysken(2008: 53-57).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도입과 정착은 그 용어가 은근히 전파하는 것처럼 ‘자연

적’(natural) 과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정부 정책으로 도입되었다는,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는 정부 

정책의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Mitchell and Fazi(2017) 참조.
5) D. Tarullo는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로 2009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인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중 1명으로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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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데,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Arestis 

and Sawyer, 2004; 2008; Arestis and Karakisos, 2013).6) 더 중요하게, 이들은 노동의 협상력 

강화와 임금 인상 요구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단순

히 임금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면적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임금-물가 소용돌

이(wage-price spiral)의 발생은 유효수요 제약의 정도에 의존한다(Arestis and Sawyer, 2005; 

2013). 넷째,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이 시기 물가 안정의 원인이란 주장도 있다(Kahn et al. 

2002; McConnell and Perez-Quiros, 2000).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 재고, 물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

상이 물가 안정의 주요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물가 안정을 달러 패권의 강화로 설명

하려는 연구도 있다(Perry and Cline, 2016). 미국 물가 안정의 주요 요인은 수입 물가 하락인

데, 이는 달러 가치 상승으로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패권 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엇이 절대적 진실인지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다. 개별 설명과 경험적 증거 모두 부

분적인 진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경험 

연구를 모두 무시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하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변하지 않는 미래?

저자의 이론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은 ‘변하지 않는 미래 사회 질서’를 가정한다는 사실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현재의 제도, 정치, 법률, 문화 등이 미래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

속될 것이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가령,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의 협상력이 강화

되고, 그 결과 임금이 인상되고 물가가 오를 것이란 주장이 가능하려면 결정적으로 세 가지 가

정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 노동 생산성이 현재의 수준에서 일정할 것이란 가정이다. 생산인구

의 감소 속도보다 1인당 생산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은퇴자에 의한 ‘상대적’ 초과수요는 

완화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7) 이에 대해, 저자는 미래의 생산성이 정체할 것

이라 ‘가정’한다. 생산성이 낮은 “간병 등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40쪽)와 “의료 분야에서 생산

6) 대안정기 선진경제에서 저물가의 원인에 관해 이들도 ‘중국의 역할’과 그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을 강조한다

(e.g. Arestis and Karakisos, 2013). 하지만, 이는 물가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의 효과성을 비판하는 맥락

에서 제시된다. 또한, 물가 안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그것이 금융 불안정을 확대했다고 주장한다(Arestis and 

Sawyer, 2008; Keen, 2013). 이에 따르면, 안정적 물가는 가계의 부채와 재정적 불안정성을 숨기고, 레버리지 

투자를 가속하여 위기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엄격한 정책 준칙은 생산과 물가의 안정

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말이다.
7) 이 점은 저자도 인정한다. “1인당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다”(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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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이 어렵기”(302쪽)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축적과 ‘자본 생산성’의 효과는 단순히 무시

된다. 예컨대, 가장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1인당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212쪽, [그림9-1]). 그 이유 중 하나는 1인당 자본량의 증가였다(224쪽).8) 또

한, 저자 스스로 고령화는 투자를 증가시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37

쪽, 154쪽).

둘째, 설사 노동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그리고 자연실업률 논리가 작동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과 노동의 분배 몫이 변화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

다. 어떤 이유로 임금 인상이 생산물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몫이 감소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이유란 정치와 문화, 법제 등 제도적 배경(institutional arrangement)에 따

라 결정될 것이다. 가령, 고령화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 경제와 사

회 전체가 위기에 처한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금융자산에서 실물 자산

으로 부의 재분배를 촉발한다. 이는 현재의 지배권력에도 위협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협의하

도록 강제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제도가 위기의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란 가정은 부당하다.

셋째, 금리 예측에도 현 체제가 고수될 것이란 가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안정기 동안 

저인플레이션이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었던 배경이란 저자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 많은 연

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정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환경을 

반영해 왔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이런 통화정책 패턴은 어떤 경제적 필연이 아니라, 자의적 결

정이었을 뿐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책 변수이지만, 단지 그

런 준칙을 따랐을 뿐 어떤 경제적 필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1980년대 이후 통화정책

과 재정정책의 패턴은 그 이전 시기와 다르다. 자연실업률 가설에 합리적 기대를 더한 통화주

8) 고령화를 가장 먼저 겪었던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자는 ‘숨겨진’ 유휴 노동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226-233쪽). 그 첫 번째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으로의 재배치, 노동 시간 단축, 중노년층

의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 등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이다. 두 번째는 일본 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에 집중하면서, 국내 노동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저자는 “세계화”의 효과라 부른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세계화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었다고 주장할 때의 세계화란 ‘저임금 노동으로 

생산한 저가품의 유입’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대안정기 동안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했지만,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구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저자는 향후 30년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하면, 이는 중국을 대체할 해외 투자

처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인도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휴 노동이 풍부한 지역이 왜 중국

을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250-256쪽)도 설득력이 없다. 대부분 현재 상황을 미래로 투사하는 논리일 

뿐이다. 둘째, 서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일본에서만큼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근거 없이 제시된

다. [그림9-10]은 주요 선진국에서 장노년층의 노동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일본만큼 상승하

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뿐이다. 미래에도 왜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근거가 전혀 없다. 셋째, 

저자는 서구 국가의 노동시장은 일본보다 훨씬 유연하다고 주장한다. 이 근거는 오히려 서구가 유휴 노동을 

창조하기 더 좋은 조건이란 의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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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득세한 결과이다. 통화주의란 그 어떤 정부 정책도 실물 경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시장

의 효율성에 대한 종교적 믿음에 가깝다.9)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책 패턴이 이론적 편향에 따

라 변한다는 사실이다. 통화정책이 임의적 결정 사항이라면, 설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연은 없다. 가령, 인플레이션 관리가 현재처럼 기준금리에만 의존하

지 않고 재정정책과 행정적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기준금리 결정과 통화정책 패턴의 변화는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

한 저자의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설사 고령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대응한다면,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시장금리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시장금리는 추세적으로 기준금리를 

따르기 때문이다(전용복, 2020). 고령화가 금리를 높일 것이란 저자의 주장은 현재의 제도적 배

경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고령화가 금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에서도 저자의 이론적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자는 대안정기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한 이유를 생산인구 증가에 따른 ‘과잉 저축’으로 설명

한다(6장). 금융 자원의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이 금리를 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대부자금 

시장 가설’이라 부른다. 이 또한 시장의 효율성을 찬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으로, 현실을 

심각하게 오도한다(전용복, 2020: 210-214). 첫째, 이 가설은 통화공급의 외생성(exogenous 

money supply)을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퇴출한 낡은 이론이다. 통화공

급의 내생성을 인정하게 되면, ‘한정된’ 대부자금을 두고 정부를 포함하여 모두가 경쟁한다는 

이 가설의 작동 원리가 근본에서 기각된다. 둘째, 이 가설은 엄연한 현실을 부정한다. 현실에서

는 중앙정부가 임의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시장금리가 이를 추종한다. 중앙은행이 가격(기준금

리)을 정하고, 시장이 수량(통화량)을 정하는 관계는 1980년대부터 확립된 명백한 사실이다(중

앙은행의 독립성을 논의할 때 저자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기능을 인정하는 비일관적 태도를 

보인다). 저축과 투자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셋째, 따라서 

이 가설이 예측하는 고령화의 또 다른 위협, 즉 금리 상승과 재정적자의 지속 불가능성은 허구

일 가능성이 크다.

9) 합리적 기대를 포함하는 자연실업률 가설의 정책적 함의는 한마디로 ‘재정･통화 정책의 무력성’이다. 즉, 그 어

떤 정책도 생산성, 경제성장, 자연실업률 등 실물 경제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인플레이션만 낳을 뿐이다. 이로부

터 유도되는 딸림 명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다. 통화정책이 경제에 이익은 없고 해(인플레이션)만 끼치니, 

자의적 통화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의적 통화정책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보장된 가운데, 통화정책은 ‘자의’(임의의 정

책적 판단)가 아니라 ‘준칙’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면, 고령화에 따른 위기가 중

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저자의 ‘우려’(314-315쪽)가 얼마나 편향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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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의 위기

미래에도 현재의 사회 질서가 고수될 것이란 보수적 가정과 이론적 편향은 복지제도의 위기

를 전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제도의 위기는 정

부의 재정적자 형태로 나타난다. 고령화로 정부의 연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한 연

금 지급을 위해 노동자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한다. 노동자가 ‘세후 임

금’을 유지하기 위해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 또한 암묵적

으로 현재의 복지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은퇴자 연금이란 미래 생산물을 세대 사이에 배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미래 

은퇴자들은 연금 등 ‘재정’이 아니라, ‘실물’을 소비한다. 따라서, 노인인구 소비를 충족하지 못

할 만큼 실물 생산이 감소하지 않는 한, 위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부양비 상승을 위기라 부

른다면, 그것은 현재의 분배제도가 필연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 가령, 총생산

물 중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면, 그

것은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노인부양을 위한 추가 세금이 가격에 전가되

는 메커니즘을 수정한다면, 인플레이션 없이도 증가한 노인부양이 가능하다. 이는 소득분배 제

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 이윤의 삭감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가능할까? 

공멸의 위기에 직면하면, 자본의 ‘거대한’ 양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대타협’은 의외의 경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사회의 위기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불평등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래 생산물의 분

배는 실물의 분배이다. 그것을 화폐 단위로 기록한 것이 재정이다. 현재의 분배제도를 수정하

지 않더라도, 즉 연금을 위한 추가 징세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

다. 정부는 화폐 발행자이기 때문이다. (전용복, 2020; Bell and Wray, 2000; Eisner, 1998; 

Kelton, 2020[2021]; Wray, 2015[2017]). 정부의 재정적자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정부의 재정이 

가계나 기업의 그것과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통

화를 발행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운영원리 상 정부지출의 재원은 국채 발행이나 조세 수입이 아니다(Baker and 

Murphy, 2020; Murphy, 2015). 정부는 항상 새로 창조한 돈으로 지출한다. 세금은 정부가 지

출한 돈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절차일 뿐이다. 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연금도 재정지출의 일부이

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그렇다는 의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정부가 지출하면 통화량(M0)이 증가하고, 세금 징수는 통화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로부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를 창조하는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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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지급된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Kelton, 2020[2021], 제7장). 현대와 미래의 발전한 생산력 수

준을 고려하면, 그럴 일은 없다. 다만, 간병과 의료 등 노인 특수 서비스와 재화의 생산이 증가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출한 화폐를 세금으로 수거하여 폐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을 완화

하고, 민간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란 그 수령자인 민간

의 재정 ‘흑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민간의 흑자는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재정적자가 특정 

계층 또는 세력에 집중되면,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

다(전용복, 2020). 대표적으로, 부와 경제활동의 독과점으로 경제가 크게 왜곡되거나, 해당 통화 

가치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정부가 통화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10)

요컨대, 현재의 제도적 배경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령화에 따른 연금 부담 증가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통화 발행자인 정부에게 재정적자 자체는 위기라 할 수 없

다. 재정적자는 복지제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신,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불평등 심

화가 경제와 사회 체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위기’는 사회제도

의 근본적 수정을 강제할 것이다. 즉,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것이란 가정은 설득력이 없다.

대안

대안은 없는가? 이미 벌어진 인구구조의 변동만으로도 향후 30년의 고령화 추세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저자는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면서도 명시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은퇴자를 위한 충분한 저축(30-33, 148-154쪽)과 증세

(306-313쪽)를 암묵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증세가 노인인구를 위한 소득 재분배 방안이란 

점에서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힐난하는 “주류 경제 분석”의 보수적 

이론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벗어나려 하지는 않는다. 편향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고

령화 문제는 겨우 재정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엉뚱한 논란을 만들기도 한다. 이들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란 기껏해야 국민연금 저축을 늘리거나 보편 증세 등이다.11) 

이들의 문제는, 예컨대 노인 특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10)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에 관한 좋은 사례일 것이다. 작금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큰 부분이 글로벌 투기 

자본의 원자재 투기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 글로벌 투기 자본의 원천은 불평등한 부(금융자산)의 축적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강화하면 이러한 무정부적 현상이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악화할 것이다.
11)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보편복지, 보편증세’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해 왔다. 그런데,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라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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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등의 논의는 생략한다는 점에 있다.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면, 병원과 노인 시설, 그리고 

노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하지만, 이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의제는 존

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자 부양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연금 기금을 

더 축적해야 한다는 등의 엉뚱하고 퇴보적 대응을 강요하기도 한다. 저축의 증가는 현재의 소

비와 투자를 감소시켜 미래 생산성 정체를 낳을 수 있다(전용복, 2020; 2022; Febrero and 

Cadarso, 2006).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1,000조 원에 육박한다. 이 돈이 투자에 쓰

였더라면, 미래 노인부양을 위한 ‘실물 경제’의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었을 것이다. 증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령화가 발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편향만 벗어난다면,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그것

은 저자와 일부의 주장처럼, 사회 체제의 개편은 거부하면서 그저 연금만 많이 쌓는 보수적 방

식은 아닐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체제, 즉 미래 은퇴자와 생산인구 사이에 실물 생산물

을 배분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사회와 경제 제도 전반의 조정을 요구한다. 사

회가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Polanyi, 1957[2009]). 하지만, 이 

‘이중운동’은 자연발생적이 아니고, 지난하고 긴 인간에 의한 투쟁의 과정이다.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매몰되어 회의론을 설파하기보다는, 당장 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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