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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1995-2017년의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를 반영한 2단계 최소자승 패널
회귀 분석 결과에서 노동력 고령화는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도의 인
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사업체 비중은 광역
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적
자본 취업비중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는 물리적 자본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
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광역시와 도에 따른 다른 분석결과는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적자본과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를 위한 광역시와 도의 최적화된 정책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고령화, 인적자본, 1인당 지역총생산, 지역경제, 패널분석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aging workforce on human capital and the per capit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using regional panel statistics from 1995 to 201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wo-stage least-squares panel regression analysis reflecting the fixed effects by region, the aging 
of the labor force had no effect on the human capital employment ratio and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metropolitan cities, but reduced human capital and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provinces. The share of service businesses had a positive effect on human capital in 
metropolitan cities, but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the provinces. Human capital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per capit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 the metropolitan cities, 
but the physical capital stock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per capit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 the provi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human capital job policy 
and the per capita regional GDP growth policy due to the aging workforce may be different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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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력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연령이 노동의 한계생산과 연관이 있다면 노동
력 고령화는 노동력의 저하와 노동의 질 감소를 야기하
여 노동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노동력 
고령화는 고학력자로 측정된 인적자본의 취업 등 전반적
인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노동력 고령화와 경제성과와의 관계는 지역경
제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노동력 고령화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고령자
가 취업 가능한 직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
동력 고령화가 지역별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취업률 및 
산업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력 고령화
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가
능인구의 유입과 이탈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지역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
제의 성과를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광역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도 지역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
다. 또한 고령자의 일자리 구조에 따라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의 취업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 또한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의 취업비율은 고령자
중 누가 취업을 하느냐에 의존할 것이다. 인적자본을 고
학력자로 본다면 고학력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많이 
존재하여 고학력 고령자의 취업비중이 저학력자의 취업
비중보다 높다면 고령화는 인적자본 취업비중을 향상시
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고학력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희소하여 고학력 고령자의 취업비중이 저학력자의 취업
비중보다 낮다면 고령화는 인적자본 취업비중을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광역시와 그렇지 않은 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광역시와 도를 구분한 지역별 패널통계와 우리나
라 노동력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기간을 포함하여 노
동력 고령화의 지역경제 성장 및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
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추정하는 것이 본 연
구의 기여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고
령화와 경제성과의 현황을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살펴보
고, 제3장은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및 방법과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와 지역경제 성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한다.

2. 고령화와 경제성과

2.1 고령화와 경제성과 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8년 말 4,954만 367명에서 2019년 말 현재 
5,184만 9,861명으로 약 4.7% 성장하였다. 반면에 65세 
인구 비중은 2008년 10.2% (5,069,273명)에서 2019년 
15.5% (8,026,915명)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
는 우리나라 총 인구는 4,,640만명 수준으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900만 7천명 수준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가
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래 Table 1은 통계청 자료에서 
재구성한 세계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 전망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인구비중은 15.7%로 세계 주요국인 일본 (28.4%), 미국 
(16.6%), 프랑스 (20.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
만. 2050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인구비중은 39.8%로 일
본 (37.7%), 미국 (22.4%), 프랑스 (27.8%)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Country 2000 2010 2020 2050

Korea 7.2 10.8 15.7 39.8

Japan 17.0 22.5 28.4 37.7

USA 12.3 13.0 16.6 22.4

France 16.1 16.9 20.8 27.8

Source: Statistics Korea

Table 1. Prospective Aging(over 65) Trend for Major 
Countries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00년 
7.2% 수준에서 2019년 14.9% 수준으로 약 2.1배 성장
하였다. 이를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광역시 평
균은 2000년 5.4% 수준에서 2019년 13.8% 수준으로 
약 2.6배 성장한 반면, 도 평균은 2000년 10.0% 수준에
서 2019년 17.3 수준으로 약 1.8배 성장하였다. 

1인당 지역별 총생산(GRDP)은 2000년 13,573천원 
수준에서 2017년 33,657천원 수준으로 약 2.5배 성장하
였다. 이를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광역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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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0년 13,687천원 수준에서 2017년 32,008천원 
수준으로 약 2.3배 성장한 반면, 도 평균은 2000년 
13,461천원 수준에서 2017년 35,123천원 수준으로 약 
2.6배 성장하였다.   

Region 2000 2005 2010 2015 2019 

Total 7.2 9.0 10.8 12.8 14.9

Metro city
average 5.4 7.0 9.0 11.3 13.8

Province
average 10.0 12.3 14.2 15.5 17.3

Source: Statistics Korea

Table 2. Regional Aging Ratio       (Unit %)

Region 2000 2005 2010 2015 2017 

Total 13,573 19,094 25,531 30,682 33,657

Metro city
average 13,687 19,020 25,430 29,558 32,008

Province
average 13,461 19,485 26,815 32,207 35,123

Source: Statistics Korea

Table 3. Per Capita GRDP

전반적으로 광역시보다 도의 고령화 비중이 높은 편이
지만 증가 속도는 광역시가 빠르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평균적으로 1인당 GRDP는 도가 광역시보다 높은 편이
다. 이는 고령화가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고령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 광역시와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취업비중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광역시와 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화가 지역경제 성장 및 지
역 인적자본 취업비중 등의 경제성과를 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고령화가 이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2 고령화와 경제성과 선행연구
고령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으로는 우

선 Feyrer(2007)의 국가 패널통계를 활용한 인구구조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꼽을 수 있다. 이 논문
에서는 연령 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임금과 경
험과의 관계에 대한 미시적 경험에서 추정된 것보다 훨
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almberg 외(2008)와 
Mahlberg 외(2013)의 산업별데이터를 활용한 노동 연
령과 노동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노동 연

령이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3]. 

노동력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
여준 다수의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 Tang 외(2006)는 
캐나다의 10개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그리고 
Gronqvist(2009)는 1970~2005년까지의 핀란드 산업
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패널 
통계를 활용하여 Gomez 외(2008)와 Aiyar 외.(2016)
는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Bongaarts(2004)와 Elmeskov(2004)
도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Lee 외(2007)는 대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Peng(2008)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화가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11].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력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반드
시 저해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노동과 자본으로 이루어진 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이 
대체관계에 있다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화된 노동
력 대신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노동력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 및 기술혁신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
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
기 때문에 노동력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12-13].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와 노동에 의한 생산
성에 대한 관계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도 
다수 있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노동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력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저하를 야기시켜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4-22].

우리나라 지역별 패널을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와 지
역경제 생산성과 관계를 분석한 논문도 있다. 김의준 외
(2011)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일반
균형모형 속에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영성(2008)은 1995-2006년까
지 지역별 패널통계를 이용하여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용훈 외(2019)는 
노동력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간이 포함된 
1995-2017년의 지역별 패널통계를 이용하여 노동력 고
령화와 노동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23-25]. 

이처럼,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고령화가 지역경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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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분석하고 있어,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의 취업
비율 등 지역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광역시와 도의 차이에 따라 고령
화가 지역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지
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영성(2008)이 활용한 통계의 기간을 1995-2017년으
로 확장하고, 정용훈 외(2019)의 지역별 패널을 광역시
와 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노동력 고령화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의 취업비율 등 지역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3. 실증분석

3.1 활용된 자료와 변수설명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수집된 1995년부터 2017년

까지의 자료를 활용해서 고령화가 지역경제의 노동 생산
성과 인적자본의 취업률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역시는 서울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
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이며,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패널회귀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
는 연도별 해당 지역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총생산)과 인
적자본 취업비중(총 취업자 중 4년제 대학졸업 졸업자의 
비중)이다. 이외에 독립변수와 도구변수로는 노동력 고령
화(지역별 총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 1인당 
총자본스톡, 금융과 보험 종사자 비중(금융과 보험 종사
자수/사업체 총종사자수), 사업서비스 종사자 비중(사업
서비스 종사자수/사업체 총종사자수) 및 실업률 등이다. 

3.2 실증분석 모형
고령화가 광역시와 도의 지역별 1인당 실질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콥더글라스 형태의 생산함
수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은 다음의 식과 같다.

ln   ln  ln  ln  ln     

여기서 i는 각 지역, j는 광역시 또는 도, t는 연도를 나타
낸다. 종속변수인   는 노동자 1인당 지역별 실질총생산

(지역별 실질총생산/총취업자)을 의미하며, 독립변수 
는 노동력 고령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지역별 총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이다. 독립변수인  는 인적
자본 취업비중으로 총취업자 중 4년제 대졸자의 비중을 
의미하며,  는 노동자 1인당 지역별 총자본스톡으로 지
역별 총자본스톡을 총취업자 수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이외에도 는 1인당 지역별 실질총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
들을 나타낸다. 또한, 본 회귀식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역
별 비관찰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지역 더미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활용한다.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위에서 설정한 패널회귀 고정효과 모형에서 인적자본 

취업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는 고령화에 영향을 받는 내
생변수로 이 내생성을 없애고자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
계 최소자승법(2SLS) 패널회귀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
한다. 1단계 패널회귀 고정효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ln  ln   

여기서 는 추가적인 도구변수로 1인당 지역별 총자본

스탁, 실업률, 사업서비스 종사자 비중 등이며, 는 오
차항을 나타낸다. 이 결과로 얻어진 인적자본 취업비중 
추정치  를 내생성이 통제된 변수로 사용한 2단계 패
널회귀 고정효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ln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더미 고정효과를 반영한 
2SLS 패널회귀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다.

3.3 실증분석 결과
1단계 최소자승 패널회귀 다중회귀 고정효과 결과는 

지역별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에 미치는 효
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인적자본 취업비중이며, 독립
변수들은 노동력 고령화 외에 통제 도구변수인 1인당 자
본스톡, 전반적인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실업률, 지역 산
업구조를 반영하는 사업서비스 종사자 비중이다. 변수들 
간의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을 제거하기 위해
서 모든 독립변수들에 대해 1년 전기의 값을 사용한다. 
전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
본 취업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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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역
시(Metro city)에서는 고령화의 인적자본 취업률 저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
(Province)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노동력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규 인적자본의 유입 
또는 고령자의 인적자본 취업비중이 저하되지만 감소효
과는 도보다는 광역시에서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광역시가 도보다 인적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고령화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인적자본 취
업비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당 자
본스톡의 부호는 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광
역시보다 도가 더 크다. 실업률 변수는 광역시와 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광역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역시에서는 서비스 사업체의 
증가가 인적자본 일자리 공급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ll Metro city Province

ln(labor ageing) -0.127*** -0.00427 -0.271***

(0.0412) (0.0718) (0.0964)
ln(per capita capital 
stock) 0.568*** 0.439*** 0.613***

(0.0705) (0.0970) (0.103)
ln(unempolyment 
rate) -0.0130 -0.0350 0.00611

(0.0145) (0.0218) (0.0201)
ln(service 
employment rate) 0.0548** 0.0626** 0.0426

(0.0263) (0.0296) (0.0466)

year 0.0260*** 0.0235*** 0.0270***

(0.00311) (0.00445) (0.00495)

Region Dummy Yes Yes Yes

N 349 151 198

R2 0.962 0.960 0.947

Dependent variable is ln(Human capital)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Table 4. First stage: The Effect of Labor Ageing on 
Human Capital

1단계 최소자승 패널회귀 고정효과에 이어 2단계 최
소자승 패널회귀 고정효과 분석결과는 지역별 노동력 고
령화와 추정된 인적자본 취업비중이 노동 생산성(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1인

당 지역총생산이며, 독립변수들은 노동력 고령화, 1단계
에서 추정된 인적자본 취업비중, 1인당 자본스톡, 전반적
인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실업률,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하
는 금융·보험 종사자 비중이다. 2단계에서도 변수들 간의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
든 독립변수들에 대해 1년 전기의 값을 사용한다. 

전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노동력 고령화가 1인
당 지역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
역시(Metro city)보다 도(Province)에서 노동력 고령화
가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도의 노동 생
산성 저하가 광역시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
미한다. 1단계에서 추정된 인적자본 취업비중은 광역시
에서만 노동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인적자본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광역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1인
당 자본스톡은 도에서 노동 생산성에 양의 효과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실업률은 광역시와 도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보험 종사
자 비중은 도에서 노동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에서는 제조업이 상대
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All Metro city Province
ln(labor ageing) -0.197*** -0.0370 -0.246***

(0.0360) (0.0471) (0.0827)
ln(Human capital) -0.174 0.707** -0.186

(0.189) (0.290) (0.225)
ln(per capita capital 
stock) 0.399*** -0.290* 0.540***

(0.118) (0.155) (0.150)
ln(Human capital) -0.174 0.707** -0.186

(0.189) (0.290) (0.225)
ln(unempolyment rate) -0.0109 0.0218 -0.00559

(0.0106) (0.0178) (0.0132)
ln(finance_insurance 
employment rate) -0.183*** -0.0518 -0.352***

(0.0398) (0.0407) (0.0678)
year 0.0209*** 0.000731 0.0127*

(0.00546) (0.00691) (0.00740)
Region Dummy Yes Yes Yes
N 333 144 189
R2 0.977 0.992 0.959
Dependent variable is ln(labor productivity)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Table 5. Second stage: The Effect of Labor Ageing on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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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역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2단계 최소자승 패널
회귀 고정효과로 분석하였다.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 연구와 거의 비슷
한 결과를 얻었지만,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기존 문헌에 없는 내용이
며 또한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이를 비교 분석한 것도 
새로운 분석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의 인적
자본 취업비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광역시가 아니라 도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시보다는 도에서 인적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시스템을 구축해
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사업체 비중이 광역시에서 인적자
본 취업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처럼 도에서도 인적자
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력 고령화가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광역시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도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의 노동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이 도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광역시에서는 인적자본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1인당 자본스톡
이 노동 생산성에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
아, 광역시에서는 인적자본의 일자리 제공 확대 정책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반면 도에서는 물리적 
자본 확대가 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이는 향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방
향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
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지역에 따라 노동력 
대체와 자본 대체로 나누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가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을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분석함에 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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