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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진정한 문제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가계 부채의 규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크게 증가해왔다. 2002년 말 465조원
이던 가계신용이 2016년 6월말 현재 1257조원까지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2002년 말 61%에서 2015년 말에는 77%로 높아졌다.
가계 부채는, 그 규모만 보면, 오래 전에 위험 수위를 넘은 것 같다. 그러나 가계 부채
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가계 부채와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은행의 신용수단 증가가
초래할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행이 창출한 신용수단은 기업가와
소비자에게 배분된다. 신용수단의 증가가 기업가에 가는 경우에는 경기변동을 유발한
다. 경기변동이란 기업가의 과오투자와 소비자의 과소비로 초래된 경기의 변동으로서
호황, 위기, 침체의 국면으로 이루어진 경제현상을 말한다. 경기변동은 필연적으로 금
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친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은 경제 내의 모든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정도는 증가된 신용수단이 얼마나 기업가에게 가는가에 달
려있다. 미국 대공황 때 무수하게 많은 은행이 파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은행의 신용수단 증가가 소비자에게 가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만 초래할 뿐이지 경기변
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 금융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에
게 대출된 신용은 그 신용으로 지출되는 재화의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다. 미시적 관점
에서는, 가계 부채는 대부분 담보부 대출이므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를 처분하
여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는 않는다.

현실은 어떤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신용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던 반면에 소비자 신용은 금리를 낮추면서 폭
발적인 증가를 해왔다. 물론 예외적인 연도가 있었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큰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 동안 기업 신용으로 인한 경기변동도 있었지만 더 두드러진 것은
가계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가계 부채의 증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가계 부채의 증대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먼저 앞에서 지적했듯이 가계 부채의 증대는 부동산 가격을 지속적
으로 상승하게 하고 있다. 물론 가계 부채를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
했지만 지난 수 십 년간 부동산 가격의 고점은 계속 높아져왔다. 가계 부채의 증대만
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말이다.

가계 부채 증대의 두 번째 문제는 부채의 증대가 저축의 감소로 이어져 그 동안 축적
한 자본을 소비하는 것, 즉 자본을 ‘까먹는다는’ 것이다. 저축을 통한 자본의 축적만이
경제성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본을 까먹는 행위는 미래의 경제성장을 초래할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이 가계 부채 증대로 인한 폐해의 장기적이고도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이다.

가계 부채 증대의 세 번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의해 유발 또는 파생된 것이
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혼의 연기 또는 안하기, 출산율의 저하, 서울과 지방 간의
이동 어려움, 하우스 푸어와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것, 빈
부 간 격차 확대와 갈등의 증폭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폐해를 구조화시키고 있다. 물
론 앞에 나열한 폐해가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통화공급의 증가에 의한 신용수단의 증대, 즉 가계 부채의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용수단의 증대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고, 그 폐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그 폐해는 긍정적인 효
과보다 비할 수없이 크다. 그러면 가계 부채 증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중앙은행의 통
화공급 증가, 이자율의 정부 통제, 부분지급준비제도 등이 궁극적 원인이다. 다른 제도
적 원인도 적지 않지만 생략한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의 증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의 증대
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진정한’ 문제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의 도구함
인 경제이론서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