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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의 재정적 습관이 빈부격차를 증가시킨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은 1978 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문했다. 이 조사는 좀 심하게 비관적이긴 하나, 

젊은 세대들이 왜 자신의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 

첫 번째 문제는 18 세부터 24 세까지의 젊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 

그들은 언제쯤 독립하려고 하는 것일까? 

두 번째 문제로는 젊은 세대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35 세 이하로 기준을 잡았을 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7%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결과는 1963 년도에 조사했던 30%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이다.  

사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 10 년간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2008 년 이후에 주가지수가 두 배가 되었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2008 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을 팔고 발을 뺐다. 그들은 주식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판 

셈이 되었다. 하지만 주식투자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입과 매각의 



타이밍이 아닌 상승하는 주식의 파도를 타고 평생 기다리는 것이다. 투자전문가인 

Jeremy Siegel 은 이것을 “장기투자”라고 설명하고 장기투자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어릴수록 투자하기가 좋은 이유는 지금의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65 세 

이후에는 10 배에서 50 배정도까지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19 세기 이후 평균적으로 

실수익률은 6%였다. 이것은 18 살에 1 달러를 투자했을 때 65 세에는 15 달러가 되는 

것이다. 만일 실수익률이 9%이라면 1 달러가 47 세에는 50 달러가 된다. 경기가 침체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주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한다. 

젊은 세대들은 왜 투자하지 않는 것일까? 한가지 이유는 2001 년과 2008 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일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저금하지 못하고 빚만 계속 갚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젊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연방보험료 법으로 그들의 임금에서 

12%를 가로채가기 때문이다. 12%의 세금을 낸 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까지 

빠져나가 버리면 정작 쓸 돈은 얼마 남지 않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돈을 내도 큰 

이자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하트랜드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Peter Ferrara 는 그의 책 “Power to the People”에서 어린 

미국인들이 지불급여세로 내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면 저축금으로 10 억정도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는 은퇴 후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족 중 두 명이 일하는 집에서는 자신이 낸 연방보험료에서 1%의 수익률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주식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  



만약 10%의 미국 상류층만이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경제학자인 David Malpass 는 “거의 모든 재산이 부자들에게 밀집되어있다” 라고 

말하고 그 이유로는 중산층들과 젊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주주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기업의 번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가 1978 년도생 이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것을 반세기 

동안이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당장 지금부터 매달 

10 만원씩 그들에 미래에 투자할 것이다.  

번역:심태완 

출처:http://dailysignal.com/2015/06/21/how-this-financial-habit-of-millennials-could-

increase-ineq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