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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경제위기를 두 차례
나 겪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아시아 외환위기’와 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공
통점이 있다.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며, 10년 사이에 대외의존도
는 더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비율이 2008～2009년에 비해 훨씬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런 차이를 설명
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1997년 위기는 한국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고,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
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
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
국경제의 대외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하지만 두 에피소드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도 있음을
지적한다.
부실자산 누적과 부실처리 인프라,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
형 유지 문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 발생 초기대응이 두 위
기 기간 사이의 차이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실자산의 경우 전
체 부실규모가 2008년이 작았고, 처리능력도 그 동안 개선되었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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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율 및 대외균형 문제도 199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율이
가변적이었고, 외환보유고 및 대외거래 흑자 등 상황이 크게 개
선되었다. 아울러 위기 초기 거시정책이 1997년 위기에 지나치
게 긴축적이고 경직적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훨씬 경기
지원적으로 운용되었다는 점이 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를
제한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2008년의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며 국내 정책당국에 벤치마크를 제시했던 것을 무
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는 과
연 한국경제가 2008년 위기로 겪은 산출량 손실을 어떻게 만회
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충격에 의한 크
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외부의 큰 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모습을 살펴 조금이라도 취
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해 준 본원의 허찬국 선임연구위원에
게 감사드리며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박사 여러분, 홍
익대 박원암 교수, 백주혜 조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결론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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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문제제기
한국경제는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경제위기를 두 차
례나 겪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아시아 외환위기’
와 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
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 사이에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에 비해 훨씬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런 차이를 설명
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
으로도 외부충격에 의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
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외부의 큰 충격에 따른 한
국경제의 모습을 살펴 조금이라도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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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과 2008년 위기의 공통점과 다른 점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한국경제에 장기
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
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이
라 하겠다. 두 위기 간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자산 누적과 부실처리 인프라가 다르다. 한국경제
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회수금
액을 차감한 단순계산에 따른 추정치이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
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7년 말까지 구체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
업들의 부실을 살펴보면(금융권 부실 총계 1조 원 이상이었던 부도 순
서대로)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가 있었다. 이들 기업은

내수지향 기업으로 부실의 주요 원인이 당시 일부 업종의 수출
부진과는 달리 과다한 부채 의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
지의 산업정책과 금융관행이 겹쳐진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
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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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에도 중소 조선사, 건설사 등 문제 분야와 부동산가
격과 관련된 잠재적 가계부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
지만 10년 전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큰 몸집을 감춘 대형
부실은 없었다. 2008년 말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실제 진전
은 좀 더디었는데, 이는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기보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
다. 이번의 경우 경제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며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빴더라면 현재와 같은 추진과
정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 쉽게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유지 문제가 다르다. 1997
년 이전에는 환율이 시장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결
정되는 약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외
환보유고가 줄어든 1997년 상황에서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섬으
로써 오히려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
다. 1997년 당시 3년째 대외적자가 이어졌다. 한두 해 전에 경
상적자 완화를 위해 환율이 절하되었더라면 외환위기의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1997년에도 일찌감치 환율절하를
용인했더라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소탐대
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
시장 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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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개
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단기간이나마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1997
년 때와 같은 해외투자자금 이탈이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외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다
행이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크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특정 목표 수치를 제시하며 외환
보유고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소
위 ‘움직이는 타깃’이라 수출입 거래가 커지고, 차입규모가 커지
면 머지않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다시 나온다. 이번의 경우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이 외환시장 안정세 회복에 크게 기
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방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권의 단기외채 문제는 특히 국내 외은지점의 외화차입이 컸
던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일단 본･지점 거래인 외
은지점 차입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차입과는 좀 달라 보인다. 따
라서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 발생 초기대응이 달라
졌다. 1997년의 경우 통화정책 기조는 매우 긴축적이었고 재정
정책은 1998년 초기 긴축기조에서 확장기조로 전환했으나 매우
미온적이었다. 이에 비해 2008년에는 통화, 재정정책 모두 상당
히 기민하게 경기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금리인하와 더
불어 금융시장 마비를 예방할 기금조성, 양적 완화조치가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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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물론 재정지출 증대가 비탄력적 속성이 있어 일시적인 지
출 증대를 축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제 비상대응
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대응이 가능했던 데에는 2008년의 경
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빠르게 큰 규모의 안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우리의 통화정책 당국은 2008년 8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1개월 전 즈음 정책금리를 5.25%로 인상했다. 2008년
세계 주요국 중 금리를 가장 늦게까지 인상한 경우라고 한다.
세계 금융 현실에 대해 파악이 미숙했던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사후적으로 통화 및 재정정
책이 1997년과는 사뭇 달리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은 위기국면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3. 한국경제의 과제
중요한 관심사는 과연 한국경제가 2008년 위기로 겪은 산출
량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이다. 1997년의 경우 한국경제
는 일시적 산출량 손실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점 이후의 우
리 GDP의 궤적은 <그림>에서 보듯이 그 이전의 추세를 연장한
가상선 A에서 점점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이후의 궤
적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가상선 B를 따라잡을 것인지, 아니면

1997년 이후와 같이 멀어질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앞으로 인구
의 고령화 등으로 경제 전체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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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져 1997년 이후처럼 된다
면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암울하다.
<그림> GDP 추세선과 실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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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지>

1997년 외환위기를 필두로 한국경제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총 세 번의 큰 충격을 경험했다.1)
세 번의 충격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부, 혹은 해외 충격
(external shock)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1997년에는 여름 태국에

서 시작된 외환부족 위기가 그해 말 한국에까지 상륙했다. 두
번째의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버블 붕괴가 그 직접적인 원
인이었으나, 신용카드 버블의 형성은 내수 증대를 통해 외수 감
소에 대응하려는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최근의 경제위기는 그야말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
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부연설명이 불필요하다 하겠다. 실제
범위나 강도를 척도로 보면 그 충격의 크기가 최근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컸다. 즉, 세계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경제학자
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충격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위축 정
도로 보면 아직 확실히 끝났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위기의 충
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1997년의 경우에 비해
서 그러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순전히 외생적인 외부
충격(exogenous external shock)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는 것은 불

1) 외환 및 금융위기의 일반적 양태, 파급효과를 다룬 자료는 많다. 근대 유
럽의 위기부터 살펴보는 Kindlerberger(1996), 세계적 금융위기 자료를 바
탕으로 평균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Reinhart & Rogoff(2008a, 2008b). 하
지만 본고의 주관심사는 금융위기에 따른 보편적 특성이 아니라 한국이
겪은 두 번의 금융위기와 그 결과가 주는 한국경제의 특성과 두 위기 사
이 기간에 있었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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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일이며, 통상 경기위축 정도도 충격의 크기에 비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외교역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으로 보면 한국경제는 10년 전에 비해 2008년에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의
경우 이런 충격의 크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례관계가 성
립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본고는 그 이유를 위기도래 당시에 존재했던 경제적 여건과
충격 이후 취해졌던 거시경제정책의 차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경제여건은 그 경제 시스템이 외부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는가, 즉 전이과정
(propagation)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소

위 ‘허약한 체질’의 경제는 그렇지 않은 경제에 비해 같은 정도
의 충격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1997년과 2008
년 외부충격이 도래하기 이전에 한국경제의 사정이 어떠했는가
를 살피는 것은 정확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
정이다. 만약 두 기간의 여건이 대동소이하다면 다른 결과의 원
인을 위기 발생 즈음에 시행된 국내외 정책의 차이점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책대응의 차이점이다. 위기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래에는 시장경제에서 통상
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순환 현상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효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 노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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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
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Lucas(1987) 주장의 영향이다.2) 이런
분석의 전제는 정책목표로 두 가지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경기변동의 원인이 주로 비영구적인 충격에 기
인한다는 시각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물론 이를 한국의 경제위
기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한국경제가

1998년 이전에 30여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던 적은
1980년 한 해에 그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1997년 이
후에 진행되었던 경제상황을 미국경제가 역사적으로 5년 정도
를 주기로 겪는 NBER 분류방식에 따른 불경기(recession)와 동일
시하여 ‘통상적’ 불경기로 보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 하겠다. 하
지만 경제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식이나 강도에 대한 논
의의 틀로써 안정화정책에 대한 Lucas의 이론은 유용하다.
사후적으로 보면 한국경제가 1997년 이후 겪은 경험을 보면
어떻게 정책대응이 이루어졌는가와 성장잠재력 간 연관성이 없
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당시 충격의 성격이 영구
적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1997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실제 성장률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각종 계량경제적 추정에 따른 잠재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
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결과는 1997～1998년 한국경제의 충격
2) 경기순환에 따른 소비변동성의 후생비용의 크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지
속되고 있다. Lucas의 원래 주장에 동조하는 논문들과 후생비용이 더 크
다는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자의 예는 Lucas(2003)에 인용된 논문들
이 있으며, 후자의 예는 Yellen and Akerlof(2006), Gali et al.(2007)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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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균 성장추세에 장기적으로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 판단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1997년 한국경제가 겪었던 위기가
단순한 경기순환적 경기위축이 아니어서 단기적 경기경색과 성
장잠재력 하락을 동시에 조장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와
같은 위기상황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바람직하
다고 하겠다. 그런데 1997～1998년의 경우 거시정책 대응은

2008년에 비해 오히려 충격의 효과를 증폭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당시의 경기경색과 잠재성장추세는
별개의 이슈이며 1998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
는 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추세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면 거시경제 안정화와 성장잠재력을 분리하여 구분하
는 Lucas의 2분법적 분류방식과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판단이

1990년 후반 이후 한국에도 적용된다 해야 할 것이다.
잘 디자인된 이론적, 실증적인 검증이 없이 다른 가설들에 대
해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된 현상을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전술한 두 번째 가설
이 맞았을 가능성이 낮다. 간단히 설명해서 1998년을 전후한 성
장추세의 하락이 지나칠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당시 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1998년 이전의 추세 성장률이 최소

7%를 넘었던 것에 비해 그 이후 추세 성장률은 4%대이다. 성장
추세의 단절(discontinuity)이 너무 커 보인다. 물론 추세하락이 꼭
지속적으로(continuous), 일률적이고 소폭으로 이루어져한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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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 하지만 가시적인 단절이 꼭 그 통상적 충격이 발생하
는 시점에 동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3)
따라서 본고는 첫 번째 시각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자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2008년 일견 더 큰 외부의 충격에도 한국경제
의 성적이 1997년 위기 때보다 나은 것을 중요한 정보의 원천
으로 보고자 한다. 공통적으로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는 논
란의 여지없이 매우 강력한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
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
는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ceteris paribus), 그리고 경제구조에
특별한 비선형성(non-linearity)이 없는 경우, 더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지금까
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
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의 그것에 비해 훨씬 컸다. 이
에 대해 두 위기의 다른 결과는 결국 위기 이전의 여건의 차이,
혹은 실효성 있는 안정화 노력의 유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정책적 시사점은 안정화정
책의 중요성이다. 또 위기 전후 어떠한 모양의 불균형이 있었
고, 이를 조장하거나 개선시킨 정책대응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3)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추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많은 사람
들의 관심사이었고 당연히 관련된 연구가 많다. 2001년까지 외환위기 직
후 수년간의 회복기 성장추세를 포함한 연구는 한국경제의 1997년 이전
성장추세 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기 국가 비교를 통한
연구(Barro, 2002, Park and Lee, 2002)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 자료를 포함한 시계열방식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997년의 위기
가 추세성장세에 영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물론 새로
운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박원암･허찬국(2005),
김기호･노용환(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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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한국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누적적으로 부정적 장기 후유증을 겪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위기를 맞아야 한다면 중장기 전망은 암울하다. 따라서 10년
사이에 두 번 겪은 충격의 학습효과를 최대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 먼저 세계경
제의 1990년대 이후 추세를 살펴본다. 금융과 실물부문의 특징
을 살펴 외부여건의 변화를 개관한다. 제Ⅲ장에서는 두 번의 외
부충격에 따른 한국 금융경제와 거시경제 분야의 변화와 위기
전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정책 시사점을 일
람하고 논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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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와
경제위기
간지>

외부충격으로 발생한 경제위기 에피소드를 비교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우선 세계경제를
먼저 살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수출, 수입, 자본이동 등 대
외거래가 중요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세
계경제 추이를 전적으로 외생변수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따라
서 세계경제 추이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변수, 혹은 ‘세터리스 패
러버스(ceteris paribus; 다른 조건이 같다면)’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
항목이다.
본고의 관심사가 금융, 외환과 관련된 외부충격이 미치는 영
향이므로 세계경제 추이를 금융과 실물경제로 구분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실물
경제 상황을 개관한다. 물론 이는 금융충격이 실물경제 현상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양 방향,
혹은 오히려 그 반대의 관계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의 관심사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발
생한 큰 금융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 발생의 선후 시차를
반영하여 먼저 금융상황을 살펴본 후에 실물경제 추이를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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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부문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두 에피소드에 대한 검토이어서
처음부터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피하다. 간단히 말하면 2008년
국제금융시장 상황은 1997년을 전후한 기간에 비해 훨씬 나빴
다. 물론 1997년 이전에도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로 미국에서
도 금융불안이 야기되었고, 결국 미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상황
이 안정되었던 일이 있었다.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한 위기
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도 국내 은행들의 부실여신 악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가
산금리(Japan premium)가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였다.4) 동아시아
에 이어 러시아(국가대외채무 지불정지를 선언) 및 남미로 문제가
확산되는 등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시기에 금융위기를 경험하
였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큰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LTCM은 투자자 자금 40억 달러를 바탕으로
외부차입을 통한 레버리지로 약 1,250억 달러의 투자자산을 운
용하고 있었다. 보유자산을 일시에 매각하려 할 경우 발생할 금
융시장 파급효과를 우려한 미국 중앙은행이 결국 1998년 9월
개입하여 주선한 긴급 구제금융을 통해 가까스로 파산을 피하
는 사태에까지 이른다.
4) 최두열(1998), pp.145-157 본문과 p.152 <그림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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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제금융시장 신용위험 및 불확실성지수
(1990. 1. 2∼2009. 9. 17)

주: Vix는 시카고 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 500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
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
직이는 특징이 있다. 공포의 지수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1990년대 국제금융시장의 부침을 신용
위험도와 금융시장의 불안에 바탕을 둔 변동성을 잘 보여주는
두 지표를 <그림 1-1>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위 Ted

spread인데 이는 런던은행 간 국제자금시장에서 3개월 만기자
금의 차입금리(LIBOR)와 미국 3개월 재정증권시장 금리와의 차
이를 측정한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급불이행 위험이 없
는 미국 재정증권(Treasury bill)에 비해 추가되는 신용위험의 대
가로 지급하는 비용, 즉 추가금리(risk premium)를 측정하여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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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성에 바
탕을 두어 금융시장 불안 정도를 계산한 VIX지수이다. 이 지수
가 높아지면 금융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 이 지수는 1990년대 초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했던 시
기에 적절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초 영국 파운드
화의 ERM 탈퇴와 관련된 외환시장의 불안, 그리고 그보다 미약
하지만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기간
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역시 두 지수 모두 아시아 금
융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며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들어 나타난 두 지수의 움직임은
그 이전에 비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VIX지수의 경우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Ted spread도 비슷한 모습
을 보이며 2008년의 금융불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심각했
는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1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100basis

points(1%p)를 넘지 않았던 신용위험 가산금리(ted spread)가 2007
년 말부터 100bp를 넘어서서 급기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
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에는 300bp를 넘어서기에 이른다.

2009년 2월에 들어서야 가산금리 수준이 100bp 밑으로 낮아졌
는데 이는 1년 넘게 극심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LIBOR가 그 만큼 고공행진을 계속했
다는 의미인데, LIBOR가 각국의 정부나 은행들의 국제금융시장
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부담할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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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상기하면 당시 상황이 세계경제에 미친 충격이 컸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
이며, 계량화한다면 1997년과 2008년 Ted spread 최고치를 비교
할 수 있는데 각각 97.8bp(1997. 6. 2)와 463bp(2008. 10. 10)로

2008년의 충격 규모가 1997년과 비교하여 4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5)
좀 더 큰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대상의 폭을 넓히면 자산
가격의 추이도 중요한 금융시장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주식, 부
동산과 같은 전통적 자산에 덧붙여 원유와 같은 주요 원자재도
현물 및 선물시장 발달의 결과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시
장참가자들의 판단과 기대를 잘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지
표들이 두 위기 기간에 어떻게,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해외발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1-3>은

1992년 이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주가지수를 보여준다.
1997년을 전후한 기간 선진국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호황을
누리는 모습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비슷한 양태를 보이는데

2001년 IT 버블이 붕괴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기 전까지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반해 그 이전 크게 오르던 주가는 2008년
에 들어서며 모든 선진국에서 동시에 폭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5) VIX와 Ted spread가 2008에 비슷하게 급증하며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 기간에 두 변수의 움직임의 동조성이 항
상 큰 편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0～2007년 사이 일변 두 변수의 상관
계수는 0.26이다. 같은 기간의 두 변수의 월평균 간의 상관계수 역시
0.28에 그쳤다. 이런 계량적 차이 이외에도 정성적으로 두 변수가 반영하
는 것이 정확히 어떤 정보인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후에 나오는 VAR모형 관련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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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하락폭이 1990년대 이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컸다. 이
런 측면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경색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2008년에는 1997년에 비해 훨씬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물자산이나 때에 따라서 중
요한 투자 대상의 역할도 한다. 2008년 금융위기도 그 시작이
미국 주택시장이었다. 그 동안 미국 외 여러 선진국에서 부동
산, 특히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경우를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추세를 다른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1-5>는 미국의 10대
도시 주택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Case-Shiller지수의 2000년 이
후 추이인데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급등세는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
조장되었는데, 이러한 투기적 불꽃은 무분별한 관련 재원공급이
라는 연료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06년 말 이후 주택가
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그 동안 형성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
다. 결국 이런 급락에 따른 관련 주택담보금융의 동반 부실화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각종 파생상품 손실로 이어지며 2008년 위
기를 촉발시킨 것이다. 이렇게 일반투자자들이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격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의 진단을
어렵게 한다.
실물자산가격의 꾸준한 상승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 유동
성 공급과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동성 공급과잉은 크게
두 가지 원천을 두고 있다. 첫째 원인은 중국 등 원유 및 원자
재 수출국들의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환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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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유동성 증가를 초래한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원인
은 미국 내에서 통화정책 이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신용팽창
으로 이어진 점을 들 수 있다. 두 가지 원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이후 미
국의 대외균형 악화(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첫 번째 경로에 의한 미국 내 신용팽창이 가속화되었다. 상대적
으로 어떤 요인이 더 중요했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만 전적으로 한 가지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2008년 이전 유동성 증가와 관련하여 특이하였던 점
은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물가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안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림 1-2>의 주요국 장단기
금리 추세는 1990년대 말 이후로 꾸준히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지속적 유동성 공급이 주된 원인이라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장기금리가
이를 반영하여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장기금
리의 추세 역시 지속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소비자물가 증가세는 변동
성이 큰 생산자물가와는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물
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의 관점에서는 정책금리를 크게
높여야 할 이유가 확실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유로지역 몇몇 국가의 경우 단기금리가 통화정책 강화(tightening)
를 반영하여 꽤 큰 폭으로 올라간 때에도 장기금리는 낮은 수준
에 머물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단순히 국

Ⅱ.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와 경제위기

31

내 요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국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6)
보통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역인 환율은 2008년 문제의 주
역이 아니었다. 1999년 유로의 출범과 함께 그때까지 존재하던
영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주요국의 개별통화가
사라지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요한 환경변화가 있었다. 미
국과 비슷한 규모의 유로 경제권이 새로운 주요 통화를 사용하
기 시작하면서 국제금융질서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중장기적
으로 보아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등 향후 큰 변화를 초
래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환율은 중국의 위안화이다.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날로 커지는 대중국 무역역조의 영향으로 1996년경에
한때 GDP의 6%를 넘어서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마치 1980년대 일본 엔화가 일본의 지속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선진국들의 관심사가 되었고 급기야 1980
년대 중반에 플라자협정이라는 다자간 협의과정을 통해 일시적
큰 폭의 엔화환율 절상이 이루어졌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하지
만 당시와 같은 일시적 큰 폭 조정은 없었고, 중국의 대미 무역
6) Greenspan은 2004년 6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던 예를 들며 당시 이런
장단기금리의 연결고리 단절을 the conundrum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Chapter 20 The ‘Conundrum’, Greenspan, 2007). 이런 현상은 다른 경
제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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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가 지속되면서 외환보유고는 계속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미
국 국채 매입은 결국 중국의 무역흑자 대금이 미국과 유럽 주요
국 금융시장으로 재환류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위
안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는 시각에서 보면 2008년의
경우에도 환율이 위기의 한 원인(遠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동아시아 국가들 환율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위
기가 촉발되었던 1997년과 달리 2008년에는 환율의 불균형
(misalignment)이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아울러

1997년 외

환보유고 부족이 문제였다면 2008년은 과다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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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요국 장단기금리(1992. 1Q∼2009.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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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주요국 주가지수(1990. 1Q∼2009.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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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일랜드, 영국, 미국의 주택가격지수(1992∼2009)

<그림 1-5> Case-Shiller 미국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20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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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거시경제

앞서 살펴본 금융시장 및 정책변수들에 실물경제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1990년대 중후반의 실
물거시경제 상황이 2008년 전후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 하
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200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가속화이다. 성장 가속화와 더불어 몇 가지 특이점과 문
제가 부각되었다.
첫째는 경제성장 가속화의 원천이다. 경제가 성장해서 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은 점차 둔화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더 빨라지는 것은 선진국이 아니었던
경제들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1>은
몇 가지 세계경제 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세계경제 성장추세를 보면 2002년 정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과 선진국 성장률이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다가 그 이후
두 성장률 간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세계경제 성장추세를 결정하는데 선진국 경제의 역할이 상
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이후 세
계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설명하던 1990년대와는 크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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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량 추세(1991∼2008)
세계경제 실질GDP 성장률
전체

선진국

세계 교역량
성장률

1990

2.9

3.0

5.8

1991

1.5

1.3

4.8

1992

2.0

2.1

7.4

1993

2.0

1.4

5.5

1994

3.4

3.4

10.6

1995

3.3

2.9

10.0

1996

3.7

3.0

8.2

1997

4.0

3.5

10.8

1998

2.5

2.5

5.2

1999

3.5

3.5

6.2

2000

4.7

4.0

13.5

2001

2.2

1.2

1.1

2002

2.8

1.6

4.5

2003

3.6

1.9

6.3

2004

4.9

3.2

11.1

2005

4.5

2.6

8.1

2006

5.1

3.0

9.5

2007

5.2

2.7

7.1

2008

3.2

0.9

2.8

2009

-1.4

-3.8

2010

2.5

0.6

구 분

주: IMF Word Economic Outlook, 2009･2010년은 7월 전망치

<표 1-1>에 따르면 2001년까지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과 세계
경제 성장률과의 차이가 1%p를 넘은 적이 없다. 하지만 그 이
후 차이는 매년 1%p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은 대형
신흥개발국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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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부터 회자되는 선진국 그룹과 신흥개발국 그룹의 거시경
제성과 동조화가 약화되는 현상,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 가
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이런
추세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면 1997년과 2008
년 한국의 경제위기를 둘러싼 환경변수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경제 성장 가속화가 세계 교역량의 엄청난 증
가를 동반하였다는 것이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교역량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연도가 늘었다. 이런 교역의 증대는 공산품 교역의 증대를 통해
일어난다. 공산품 생산의 증가는 공산품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
지 및 기초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진다. <그림 1-6>에
서 실제로 원유 및 각종 산업용 원자재가격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그 추세가 더 가팔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원자재가격 상승추세는 전
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림 1-7>은 미국, 유
로지역,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보여준
다.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생산자물가가 더 변동성이 컸으
며, 부분적으로 생산자물가가 큰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안정된 소비자물가와는 달리 일부 자산가격은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주택가격 상승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몇 년간
급등세를 보였던 원유 및 원자재 등도 이들 현･선물시장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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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목적의 참여자들이 늘면서 가격상승세에 기여했다는 관측이
많다.
<그림 1-6> 원유 및 원자재가격지수 추이(1990∼2008)

끝으로 <그림 1-8>부터 <그림 1-10>은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

GDP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재판매 증감률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들은 무엇보다도 2008년 직후 각종 실물지표가 급락하였음
을 보여주는데 그 이전 기간과의 비교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듯
이 그야말로 전례 없이 큰 폭이며 약속한 듯 동시에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뚜렷한 동시성은 매우 큰 외부충격 이
외의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즉, 미국의 경우 ‘소비과다저축과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려면 소비감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해야 한
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정반대의 문제(소비과소-저축과다)를 안
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소비 급락은 구조적 문제와 전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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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이다. 즉,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지닌 선진국 여러
경제가 그림에서 보듯이 거의 같은 분기 내에 실물경제 여러 분
야에서 동시에 큰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 내부적, 구조적
문제 조정과는 상관없는 외부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물론 2008년의 이런 모습은 1997년에는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세계 실물경제의 위축 정도 관점에서도 1997년 때와는
비교가 적절치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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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주요 선진국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증감률
(1992. 1∼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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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주요 선진국 실질GDP 증감률
(1992. Q1∼2009.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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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요 선진국 산업생산 증감률
(1992. 1Q∼2009.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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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주요 선진국 소매판매 증감률
(1992. 1Q∼2009.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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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두 위기와 한국경제의 반응
간지>

1. 1997년 위기 전후의 한국경제

1) 1997년 위기 발생과 금융 및 기업부문
한국의 금융시장은 1990년 초 이후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겪
는다. 1980년대까지 유지되어 오던 고도성장기의 실물경제 우
선-금융 종속정책 패러다임7)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여수신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
터 대외개방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문민정부가 한국의 OECD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으로 자본시장 개방이 시작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금융부문의 여건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 추세적으로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1990년대 중반
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5～10%에서 머문다(<그림 2-2>). 이런 높은
물가상승이 <그림 2-1>에서 보듯이 단기금리가 10～20% 수준에
서 움직였던 것을 설명한다 하겠다. 역사적으로 높았던 인플레
이션 추세가 높은 명목금리를 설명한다면 만성적으로 높은 자금
수요가 높은 실질금리를 설명한다. 높은 자금수요는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의 저축과 투자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7)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생산자 우선-소비자 종속의 금융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어서 그 이후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용
공급 대상 확대, 소비재 시장개방, 독과점 규제강화 등이 이런 변화의 중
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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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1997년까지 투자율은 약 35%를 약간 상회하였는데 저
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았던 해는 1993년(투자 35.08% vs. 저축 35.44%)
한 해뿐이었다. 실물경제 국민계정상 이런 불균형은 대외거래
불균형, 즉 경상수지 적자를 설명한다. 금융의 측면에서 이런 높
은 투자수요는 상응하는 높은 자금수요를 뜻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 금융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만성
적인 자금수요(고금리요인)와 더불어 기업이나 은행의 도산이 없
었다는 것(낮은 신용위험요인)이다. 물론 이것은 관치금융체제에서
부실기업의 발생은 정책자금 배분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실화될 경우도 현실화되어 처리되는 일이 없었다
는 것은 해당 기업이나 자금대출은행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
조를 반영하는 것이다.8) 외부투자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고수익과 저위험이라는 비정상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물론 환율변동의 위험이 있었지만
당시의 환율체제는 변화폭이 매우 제한적인 약한 페그제(adjustable
peg)여서 환율변동에 대한 부담도 작았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해외금융사 및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진입해 보고
싶은 시장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유인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
것은 1980년대 후반에 급하게 높아졌다가 1990년대 전반에 걸
쳐 내림세를 계속 보였던 주요국의 금리이다(<그림 1-1> 참조). 수
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1990년대 초반 한국과 같이 고금리인 동
8)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국제상사(1985년)와 우성건설(1996년)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은행의 도산이 없었다는 사실, 즉 암묵적으로
도산에 따른 신용위험이 미미했었다는 사실이 IMF 경제학자들에 의해 위기
이전 한국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지목되고 있다(Chopr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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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부실위험이 적은 여건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한국의 OECD 가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 것에는 이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해외투자자금이 채권투자에 편중되어 있었
던 것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그림 2-5>는 국제수지표의 자
본수지 항목인 외국인투자가 채권과 주식에 얼마나 유입되었는가
를 보여주는데, 1993년 한 해를 제외하고 채권투자가 더 많았음
을 알 수 있다. 1993년 주식과 채권투자가 각각 66억 달러, 44억7
천만 달러였는데 1994년에는 36억 달러와 51억 달러, 1995년에는

42억 달러와 104억 달러, 그리고 1996년에는 주식투자가 59억5천
만 달러에 그친 반면 채권투자는 155억6천만 달러로 급증한다.
해외차입도 빠르게 늘었다. 전체 대외채무의 추세를 <표 2-1>
에서 볼 수 있는데 1997년 11%로 증가세가 낮아지기 전 두 해
동안 33%(1995년), 57%(1996년) 씩이나 급증하였던 것을 볼 수 있
다. 이 기간 외채의 만기구조도 단기화 경향을 보였다. 해외로
부터의 자본유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에는 총량증가 외에도 해
외차입자금의 성격 및 관련 정책의 문제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 최두열(1998)에 따르면 당시의 ‘비
대칭적 규제’가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
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장기보다 단기 차입을 선
호하게 하는 규제와, 해외자금조달 및 운영을 엄격히 규제하던
일반은행 등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금조달과 운영을 허
락한 종금사에 대한 느슨한 규제이다.9) 하지만 종금사만의 문
9)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당시 은행들의 해외차입의 만기구조가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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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었다. <표 2-2>는 일반은행들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보
여주는데 1997년 이전 외화차입금이 빠르게 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92년부터 1996년 사이 원화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이 각
각 1.8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외화차입금은 약 2.6배 증가했
다. 같은 기간 외화대출금도 2배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1997년에는 한 해 사이에 약 50% 급증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중 한국 기업 및 금융사들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시각이 불안해지면서 당시 한국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조달
했던 단기금융 만기연장에 난항을 겪으며 상환수요가 늘었던
것을 국내 은행들이 지원하였던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부실채권 누적과 함께 자금조달 관련 압박 등으로 인
해 은행들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다(<그림 2-9, 10,
11, 12> 참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년 한국경제 상황에 결정적
인 영향을 끼친 것은 동남아지역 국가들에서 본격화된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이었다. 그 해 연초부터 바트화 평가절하 가능성
을 강력히 부인하던 태국이 1997년 7월 2일 변동환율제로의 이
행을 선언하면서 당시 그 직전까지 점점 악화되던 상황이 드디
어 본격적인 위기국면에 진입했다. 이 사건을 필두로 아시아지
에 치우쳤던 것이 큰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중
요한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장기차입의 경우 더 높은 공직자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등 장기차입을 어렵게 만든 ‘외국환관리규정’에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종금사 해외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하
게 다루었던 금융감독 관행(은행과 제2금융권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 장
광수, 1997) 역시 문제를 일으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두열, 1998, p.209 각주 111), pp.209-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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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국가들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의구심이 더욱 악화되면서
급기야 신용평가사 Standard&Poors는 10월, Moody’s는 11월부
터 빠르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기 시작한다.10) 1997년

2분기까지 전체 외채 비중이 48%까지 증가한 단기외채(837억 달
러)의 상환부담, 해외투자자 이탈 등이 본격화되었다.

2분기에

333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환보유고는 점점 늘어나는 외화수요
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고,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연말에 외환보유고 고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IMF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으
로 이어진다.

IMF 자금지원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대규모의 기업과 은행 및
금융사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환율이 치솟았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금리(콜금리)가 11월의 12%대에서 12
월에는 31%를 상회하기에 이른다(<그림 2-1>). 얼마나 많은 부실
여신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에 따라 각종 금융사들의 존폐 여
부가 결정되었고 해당 관련 기업과 은행, 금융사들이 일거에 대
규모 정리 및 통폐합과정이 진행된다.
이런 금융부문의 상황진전과 병행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것 또한 중요한 여건
변수였다고 할 수 있다.11) 당시 제조업 분야의 주요 수익성 및

10) Moody’s는 11월에 A1에서 A3로, 12월에 2회에 걸쳐 Baa2, Ba1로 낮춘
다. S&P의 경우는 10월 A+에서 11월 A-, 12월 2회에 걸쳐 BBB-, B+로
낮추었다.
11) 당시 기업들의 재무상황과 관련된 논문들은 오상근(1999), Krueger and
Yoo(2002), 홍기석(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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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그림 2-7>과 <그림 2-8>에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높은 외부자금 의존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Chopra et al, 2002). 특히 1996년
과대 설비투자와 수출 감소로 인한 한국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현금흐름 이상에 대해 최두열(1998, pp.191-201)은 자세히 살피
고 있다.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금융비용 외에도 노무비의 빠른
증가 등 다른 요인이 수익률 저하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97년 말까지 구체화된 규모가 큰 기업들의 부실을 살
펴보면(금융권 부실 총계 1조 원 이상이었던 경우를 부도 순서대로 나열
해 보면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이들 기업이 특별히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기
업부문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수출 둔화보다는 과다한 부
채의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능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업부문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
에서 영업이익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타 수익성 지표들이
개선된 것은 위기 이후 기간에 발생한 부채비율의 하락 및 이자
율의 하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과
여타 지표들 간의 차이가 주로 이자지급비용임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 기업부문의 수익성의 개선은 상당부분 금융비용의 감소
에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홍기석, 2008, p.364).
물론 과도한 투자는 앞의 여러 설명에 공통적으로 원인을 제공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1993년 이후 점점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다 199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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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런 추세를 조장한 수출부진의 역할을 간
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특히 이후에 살피는 거시경제 상황
분석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당시 해외부분(순수출)의 성장기여
가 1995, 1996년 두 해에 걸쳐 연속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이
다. 이런 사실은 수출 부진이 당시 주요 기업의 부실화를 직접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경제 전반, 그리고 수출기업 전반의 여건
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은 이후 실
물경제 검토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각종 문제들을 종합하여 계량화할 수 있으면 본
고가 하고자 하는 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위
기국면 발생을 초래한 정책적 실패가 공적부문에 부담을 지운
직접적 비용을 산정하는 의미도 있다.12) 1997년 위기의 경우
적절한 수치가 있는데, 이는 당시 현실화된 각종 손실을 처리하
는 데 투입된 공적자금이다. 간단히 말해 당시 거의 모든 기업
부실이 결국 주채권자인 은행의 부실로 귀착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문제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초기에 투입된 금액을
추정치로 쓴다면 과다 추정 가능성이 있다. 급작스러운 위기상
황 발생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이 얼어붙으면서 그야말로 순전한

12)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산출량 손실, 일자리 축소 등 간접적인 비
용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당시의 심각한 구조조정이 한국경제
의 건전성을 제고시켰기 때문에 얻어진 편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물론 이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만약
1997년 위기 때의 경험이 2008년 위기의 충격을 완화했다고 한다면 이
를 간접적인 편익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량적
분석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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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융통자금조달 실패 문제로 부실화된 경우가 포함되기 때
문이다. 특히 1997년 말～1998년 초 취해진 비상조치로 인해 그
이전 수준보다 약 10%p 높게 금리가 치솟으면서 장단기금리가

1997년 12월에는 30% 수준까지 오른다(<그림 2-1>). 단기간 지
속되었었으나 당시 기업들의 높았던 부채비율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 급박한 자금수요가 있었던 기업들은 중장기적 생존가
능(solvent)한 경우라도 단기자금조달 실패(illiquidity problem) 때문
에 파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공적자금 지원액이 168조3천억 원이
고, 이 중 84조5천억 원이 회수되었다. 차액이 83조8천억 원인
데 2009년 9월 현재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
행(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탄생한 대형 정부 소유 시중은
행)의

73%의 지분은 회수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로

계산된 금액 약 13조 원을 공제하면 잔여 공적자금 규모는 약

70조 원 정도가 된다.13) 간단히 말해서 1997년 위기를 맞았던
한국경제는 약 70조 원, 당해 연도(1998년) GDP의 14%의 부실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3) 물론 시차에 따른 현가 환산을 무시한 수치이다. 몇 가지 관련된 숫자를
살펴보는 것이 이 추정규모가 대체적으로 적정한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우선 1997년 9월 말 현재 금융권의 10대 부실기업의 총여신 규모
가 26조3천억 원이었다(최두열, 1998, <표 5-34> p.204). 그리고 1998년
9월 국회 동의로 1차 금융구조조정 재원으로 쓰일 공적자금 64조 원이
조성되었다. 1998년 6월말 금융권의 전체 부실자산에 추정 규모는 약
200조 원에 달했다(남주하, 2002, <표 2-1> p.97). 하지만 부실여신 중
청산과정을 통해 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매각 등 정리
절차를 밟은 후 미회수 부실금액을 문제의 규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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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장단기금리 추이(1991. 3∼2009. 8)

<그림 2-2>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증감률(1991. 1∼2009. 8)

<그림 2-6>은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도 관련 추세를 보
여준다. 1997～1999년 사이에 부도금액 및 업체 수가 정점에 달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괄목할만한 것은 그 이전과 이후 기간
사이에 뚜렷한 수준차이(level shift)이다. 즉, 1997년 이전에는 전
반적으로 부도금액과 업체 수가 많았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
면 한국경제는 이 기간에 기업이나 은행의 퇴출제도가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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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고 원만한 퇴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부
실자산 처분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여건에서 지
속적으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실질적 부실이 누적되면서 결국
금융권의 부실여신이 쌓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2-3>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1991. 1. 3∼2009. 9. 14)

<그림 2-4> 외환보유고와 단기 대외지불 규모 비교(199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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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외채무 규모, 만기구조 및 외환 관련 지표(1994∼2008)
(단위: 십억 달러)
구분

대외채무

단기

장기

단기채무
비율

외환
보유액

수출

GDP

1994

89.8

38.5

51.4

43

25.0

96.0

423.4

119.8
(33.4)
157.4
(31.4)
174.2
(10.7)
163.8
(-6.0)
152.9
(-6.6)
148.1
(-3.1)
128.7
(-13.1)
141.5
(9.9)
157.4
(11.3)
172.3
(9.4)
187.9
(9.1)
260.1
(38.4)
383.2
(47.3)
381.1
(-0.5)

54.9
(42.7)
75.9
(38.3)
63.8
(-16.0)
39.6
(-37.9)
43.1
(8.8)
49.7
(15.3)
40.3
(-18.9)
48.2
(19.6)
50.8
(5.5)
56.3
(10.9)
65.9
(17.0)
113.7
(72.6)
160.2
(40.9)
151.1
(-5.7)

64.9
(26.4)
81.5
(25.5)
110.5
(35.6)
124.2
(12.5)
109.9
(-11.5)
98.5
(-10.4)
88.4
(-10.2)
93.3
(5.5)
106.6
(14.3)
115.9
(8.7)
122.0
(5.2)
146.3
(20.0)
222.9
(52.3)
230.0
(3.2)

31.9
(27.5)
32.4
(1.5)
19.7
(-39.2)
52.0
(163.6)
73.7
(41.8)
95.9
(30.1)
102.5
(6.9)
120.8
(17.9)
154.5
(27.9)
198.2
(28.3)
210.0
(6.0)
238.4
(13.5)
261.8
(9.8)
200.5
(-23.4)

125.1
(30.3)
129.7
(3.7)
136.2
(5.0)
132.3
(-2.8)
143.7
(8.6)
172.3
(19.9)
150.4
(-12.7)
162.5
(8.0)
193.8
(19.3)
253.8
(31.0)
284.4
(12.0)
325.5
(14.4)
371.5
(14.1)
422.0
(13.6)

517.1
(22.1)
557.6
(7.8)
516.3
(-7.4)
345.4
(-33.1)
445.4
(28.9)
533.4
(19.8)
504.6
(-5.4)
575.9
(14.1)
643.8
(11.8)
722.0
(12.1)
844.9
(17.0)
951.8
(12.7)
1049.2
(10.2)
929.1
(-11.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6
48
37
24
28
34
31
34
32
33
35
44
4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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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본수지 중 외국인투자 연도별 증감액(1991∼2008)

<그림 2-6> 부도금액 및 업체 수 추이(1990. 1Q∼2009.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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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제조업 수익성 관련 주요 지표 추이(1990∼2007)

<그림 2-8> 제조업 재무구조 관련 주요 지표 추이(199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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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일반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 추이(1991∼2008)
연도

구분

원가성
자금조달

원화
예수금

원화
양도성
예금

원화
차입금
및 사채

외화
예수금

외화차입
금 및
사채

원화
대출금

원화
유가증권

외화
대출금

1991

56,818

12,288

15,250

11,374

50,440

18,674

1992

60,448

15,241

17,266

12,108

57,591

20,729

1993

64,042

14,902

21,693

12,525

62,513

22,486

1994

77,371

13,593

24,815

17,981

75,064

27,677

1995

103,249

13,708

28,751

24,189

97,242

34,881

1996

114,232

13,487

33,141

32,073

113,501

44,042

1997

136,017

23,315

71,888

28,742

147,889

65,325

1998

185,382

26,968

42,176

26,356

146,080

43,219

1999

262,667

24,280

13,621

23,612

184,282

31,43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잔

347,843

196,533

11,077

46,810

17,656

60,595

155,606

105,544

45,213

구성비

82.66

46.71

2.63

11.13

4.2

14.4

36.98

25.08

10.74

증가율

17.9

37.7

4.9

-4.3

-8.0

-27.8

32.1

16.9

-19.9

구성비

84.68

55.91

2.4

9.25

3.35

9.04

42.45

25.48

7.48

증가율

-3.2

-2.6

-3.1

-4.1

6.2

-29.8

1.8

-2.3

-19.4

구성비

84.73

56.3

2.4

9.17

3.68

6.56

44.65

25.74

6.23

증가율

20.0

26.8

45.4

38.7

-5.9

-18.8

47.8

2.4

-23.8

구성비

83.84

58.85

2.88

10.49

2.85

4.39

54.4

21.72

3.91

증가율

18.3

12.9

43.2

35.0

19.9

43.1

25.4

2.3

20.0

구성비

83.97

56.25

3.49

11.99

2.9

5.32

57.77

18.81

3.98

증가율

4.9

1.8

34.1

14.7

24.7

-2.2

9.1

-5.1

-0.6

평잔

591,433

384,289

31,440

92349.8

24,246

34,869

422,950

119,786

26,546

구성비

82.79

53.8

4.4

12.93

3.39

4.88

59.21

16.77

3.72

증가율

2.5

-1.1

33.2

8.0

-18.4

12.4

4.1

10.6

2.0

구성비

81.18

50.94

5.61

13.36

2.65

5.25

58.99

17.75

3.63

증가율

8.7

2.8

28.6

19.3

3.5

20.8

11.2

9.7

26.5

구성비

79.72

47.28

6.51

14.40

2.48

5.73

59.24

17.58

4.14

증가율

12.0

2.1

50.7

19.6

11.8

26.7

15.2

0.3

24.5

구성비

79.02

42.75

8.69

15.25

2.45

6.42

60.39

15.61

4.57

증가율

16.3

12.8

25.6

12.9

29.1

40.1

13.8

3.8

31.4

평잔

858,261

450,108

101,936

160703.5

29,563

84,054

641,447

151,335

56,053

구성비

77.3

40.54

9.18

14.48

2.66

7.57

57.77

13.63

5.05

주: 1991～1999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말잔 기준. 원화차입금 및 사채=원
화차입금, 외화차입금 및 사채=외화차입금. 1999～2008년은 금융감독원 금
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회사경영정보, 평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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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일반은행 ROA, ROE 추이(1990∼2008)

주: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실질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 평잔

<그림 2-10> 일반은행 고정여신비율 및 원화 유동성 비율
(1999∼2009. 6)

주: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원화 유동성 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 유동성 부채 대비 원화 유동성
자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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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일반은행 자기자본 및 기본자본비율
(1992, 1999∼2009. 3)

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기본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 지분, 신
종자본증권 등

<그림 2-12> 일반은행 기업 및 가계대출 비중(1991∼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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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일반은행 대출 연체율(1998, 1999∼2008)

<그림 2-14> 주식시장 KOSPI지수(1991. 1. 3∼200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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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주택가격지수 추이(1991. 1∼2009. 8)

2) 1997년 전후 한국의 거시경제
<표 2-3>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의 주요 지출부문
의 성장기여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한국경제는 엄청난 내수위
축(-17.4%)을 겪었으나 외수(실질 원화기준)는 호조(12.7%)를 기록
했다. 대외실물거래 및 금융거래의 누적된 결과인 외환보유고
고갈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현실은 내수급락의 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2008년 위기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앞서 세계경제와 세계 교역 성장추세를 보여준 <표 1-1>에
따르면 1995년 세계경제가 약간의 성장정체를 겪었지만 그 이
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6년 정
도에는 한국의 대외교역도 이를 반영하여 개선되었어야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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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표 2-3>이 보여주는 당시의 모습은 이런 기대
와 크게 다르다. 즉, 1996년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994, 1995
년에 이어 -1.8%에 이른다. 3년 연속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당시의 환율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Dooley, Dornbusch, Park(2002)은 당시의 환율제도
가 정책당국의 높은 결정력을 보장하는 약한 형태의 페그제
(adjustable peg regime)였다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외균형

의 3년 연속 악화를 방치한 것은 의아한 일이라 하겠다. 지속되
는 경상수지 적자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원화
가치 절하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없었다.
한 가지 설명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해외자금의 유입이 가속
화되는 그때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에 이미 고도 성장기부터 대외교역 경
험을 통해 환율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자본시장 개방과 그에 따른 큰 규모의
국제적 자금이동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다고 보인다. <그림 2-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994년 이전까지의 규모에 비해 그 이후 해외자
본 유입이 크게 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부채)
항목의 경우 1994년부터 1997년 이후 증가세가 눈에 띈다. 하지
만 경상수지의 지속적 악화가 실물경제에 3년 연속되는 상황은
정책당국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문제
인식이 없었던 것은 당시 강한 내수증가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성장률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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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면 그 구성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당시 정부 소비 증가의 기여도가 1995년과 1996
년에 꽤 높았던 것을 보면 당시 재정지출 역시 경기 지원적
(acommodative)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보면

1997

년 이전 수년간 내부적으로는 경기 지원적 재정정책과 대외균
형 측면에서는 지속되는 불균형을 용인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했
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4)
<표 2-3> 한국 GDP 지출항목 및 주체별 성장기여 추이(1991∼2000)
구분

민간소비 정부소비
기여도
기여도

순수출
기여도

기여도 합계
GDP 증가율

11.8

-2.60

9.2

9.4

-0.2

4.6

0.74

5.3

5.9

-0.6

5.8

0.71

6.6

6.1

0.5

1991

5.0

1992

3.5

1993

3.5

1994

4.9

0.6

11.2

-2.36

8.8

8.5

0.3

1995

5.7

0.7

10.2

-1.55

8.7

9.2

-0.5

1996

3.9

1.0

9.0

-1.78

7.2

7

0.2

1997

1.9

0.3

0.1

4.25

4.4

4.7

-0.3

1998

-7.7

0.3

1999
2000
평균

6.1
4.6
3.1

0.9

기여도
합계

GDP
증가율

내수
기여도

1.0
0.8

-18.4

11.29

-7.1

-6.9

-0.2

0.4

13.0

-2.91

10.1

9.5

0.6

0.2

8.0

0.29

8.3

8.5

-0.2

5.5

0.6

6.1

6.2

-0.1

0.6

자료: 한국 GDP는 2000년 기준 시계열(한국은행)

14) 이런 관측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원인에 대한 계량적 검토에서 상대
적으로 그 이전 거시정책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고 보는 박원암･최공필
(1999)과 좀 다르다. 물론 당시 정책조합이 위기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
는가 하는 계량적 추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비교가 곤란하다. 하지만
정성적 분석의 한계 내에서는 당시 정책조합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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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큰 흐름에 바탕을 두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
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림 2-16>은 세 경제위기 기
간을 전후한 주요 실물지표들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을 보여
주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각 위기의 특징이 월별 지수들의
양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월별 지수들
로 살펴본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특
히 지표들 간의 선행 및 후행 양태 검토를 통해 충격의 예측가
능성, 전파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기대해 볼 수 있겠
다.15)
당시 위기 도래 전 1년 정도의 기간에 실물경제 지표들의 특
징은 설비투자 위축, 재고 감소와 내수출하가 곧 발생할 위기
국면을 선행했다는 점이다. 반면 생산, 소비, 수출(출하), 고용의
경우 둔화조짐이 1997년 말과 1998년 초 사이에 그렇게 뚜렷하
지 않았다. 설비투자의 경우 당시 과잉투자 논란이 나올 만큼
그 이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높은 외부자금
의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지속적인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이미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
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위축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위기
본격화 이후에 그 필요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과잉생산능력
(over-capacity)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하
15) 여기에서 사용된 시계열은 통계청 발표 월별자료 산업생산지수, 재고지
수, 서비스업생산지수(1999년부터), 도소매판매지수(2008년 이후 소비재
판매액지수로 대체), 설비투자 추계, 취업자 및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조
사, 실업자는 구직기간 1주 기준)이다. 그림들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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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소비, 고용의 경우 그 이전 추세에 비해 크게 낮아 보이지
않는다. 내수출하가 생산과 소비와는 달리 감소세를 보인 것도
특이한데, 이는 당시 투자의 큰 폭 감소와 한보, 삼미, 대농, 기
아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부실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을 정점으로 재고조정이 지속된 것도 내수출하 감소와
더불어 당시 기업들의 경제상황 판단이 나빠지고 있었음을 시
사한다.
일단 위기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변수가 급락세를 보였는
데 수출용 출하의 경우는 유일한 예외였다. 이는 앞서 분기별

GDP 지출항목 분석에서 보았던 수출이 지속적으로 추세적 증
가를 보였던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아울러 내수출하는 경
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가장 먼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그 전 해(1996년)에 계속되었던 감소세에 비교된 기술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또 다른 특이점은 통상 거시변수 중 상대적으로
기복이 작은 것이 소비인데, 1998년 후반에 소비감소세가 투자
감소세보다 더 큰 것이다. 당시는 소비자신용을 통한 판매가 제
한적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 마비에 따른 소비자 유동성 제약
(liquidity constraint) 압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1998년 초에 본격화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가까이 하락했고, 실업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로

가계들의 소득감소가 심각했고, 결국 1998년 실물경제에 가해졌
던 마이너스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
이 더 타당해 보인다. 아울러 소득의 여유가 있던 가계들도 당
시 은행들의 수신금리가 2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소비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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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늘릴 유인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위기 발생 전후 상황을 GDP 지출항목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16) 실제 각 항목의 실제값을 위기
이전 기간에 추정된 추세선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즉 실제 위축
또는 하락 정도를 살피고 이어서 그런 각 변수의 하락이 그 이
전에 그 변수들이 보였던 추세에 비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실제 발생한 경색이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예상되었던 궤적에 비해 얼마나 이탈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충격이 사전에 얼마나 예상가능했는가
(anticipated)에 따라 소비, 투자와 같은 경제변수의 경로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몇 분기 이후 크게 가처분소득을
낮추는 일이 예견될 경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에 앞서 소비
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예비적 저축을 늘릴 것이다. 즉, 악재 실
현 시점 이전부터 소비가 점차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실제 그
악재가 실현되었을 때 소비의 위축은 예상 외의 악재가 발생했
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준 시점까지 해당 시계열의 추세를 Hodrick-

Prescott filter를 사용하여 도출한 다음 추정된 추세선을 AR(1)
로 재추정하여 그 모형을 이용하여 기준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
예측치를 구했다. 이렇게 추정된 예측치는 경색기가 시작된 기
간에 만약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기대할 수 있는 각
변수의 값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본기간 외 예측(out of sample

16) 이 부분의 분석은 허찬국(2009)의 내용과 유사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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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예측치와 실제치와 비교를

통해 충격의 정도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거시변수들의 행
태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17>
은 이렇게 추정된 예측치와 실제 시계열들을 보여준다.17)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실
물경제의 위축은 그 이전 기간에 바탕을 둔 추세선에 비해 상당
한 낙폭을 보인다. 변수들의 전체적 수준 자체가 하락(level shift)
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특히 민간소비와 투자의 추세선 이탈 정
도는 1998년 내수위축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1997년
과 그 이듬해 실제 수출의 궤적은 추세선이 보여주는 예측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8년 추세선 대비 실제
치의 규모는 GDP의 경우 86～88%이며, 소비와 투자는 각각 8

2～83%, 60～66%였다. 이에 비해 원화표시 실질 수출은 99～
105%로 추세선에서 미미한 이탈을 보였다.
요약하면 국내 기업 및 금융부문 문제로 투자가 위기 발생
이전부터 부진했고 경기 위축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1997년
말 위기 발발 이후 이어진 실물경제의 경색 정도는 쉽게 설명할

17)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은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GDP 항목 민간소비, 총고정자본 형성(건설+설비+무형고정자산+재고
증감), 수출(원화표시 재화와 서비스 수출) 등이다. HP Filter를 이용한
추세선 추정은 각각 1970. 1～1996. 4(1997 위기), 1970. 1～2000. 4
(2001 위기), 그리고 1970. 1～2007. 4(2008 위기)의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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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정도로 심각했다. 앞서 GDP 지출항목 검토에서 살펴본
수준 하락(level shift) 가능성과 연결하여 추론하면 당시의 충격
의 성격이나 전파과정에서의 부정적 효과의 확대 정도가 그 이
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규모를 상당히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시
사한다. 과연 외생적 충격이 그렇게 컸던 것인지, 혹은 한국 정
부의 정책대응이 충격의 정도를 크게 부풀린 것인지는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향후 규명되어야 할 의문점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런 결과는 1997년 위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
한다. 즉, 당시의 상황이 ‘외환위기’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물경
제 상황만을 본다면 대외거래부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반면 내수위축은 가히 위기상황에 걸맞는 국면이었다. 달리 보
면, 당시의 위기국면은 국내 경제주체들이 별로 대비하지 못했
던 진정한 구조적 충격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사후적으
로 보면 당시에 이루어졌던 금융 및 기업부문의 대규모 구조조
정으로 이어진 기존 금융권의 해체에 가까운 금융권 구조조정,
그에 따른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관계 와해, 평생고용체제로 받
아들여졌던 고용관행을 크게 흔들어 버린 대규모 인력조정 등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요약하면
당시 내수에 대한 충격은 매우 컸으나, 외수는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 기반의 붕괴를 어느 정도 완충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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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월별 실물경제지수 추이(1996. 1∼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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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1997년 위기 기간 중 주요 거시변수 추세와 실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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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전후의 한국경제

1) 2008년 위기 이전의 금융 및 기업부문
이제 2008년 이전의 우리 금융 및 기업부문의 특징을 살펴볼
차례이다. 1997년 이전 기업들의 부실이 계속되고 이들의 처리
가 미루어지면서 은행 및 제2금융권에 부실여신이 누적되는 상
황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결국 투자실패로 인한 문
제발생을 사회 전체의 부담(socialization of private risks)18)으로 만
들지 않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하겠다. 우선

1997년 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로 대규모 은행 및 기업 구조조정
이 진행되었다. <그림 2-6>이 보여주는 부도금액 및 업체 수 추
세가 이러한 뚜렷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1999년 대우그
룹 해체와 관련되어 일시적으로 치솟았던 이 지수들은 그 후

1990년 말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
히 그 이후에 살아남은 은행 및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
한 관측이 타당해 보인다. 전체적인 기업부문의 경쟁력 향상의
18) 각주 5)와 Graham(2001) 참조.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정부들은(최근의 MB 정부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
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부도 발생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
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증대가 전체적인 부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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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증거는 <그림 2-14>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시가총액 상승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
펴본 여러 선진국들의 주가지수(<그림 1-3>), 특히 일본 주가지수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가지수가 꼭 우상
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반적 주가상승은 1997년 당시 구조조
정으로 기업체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금융 및 비금
융사들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업들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현격히 개선되었다. 특히 제조업분야 기업들과
관련하여 1997년 이전에 비해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가 부채비
율 하락일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지표를 <그림 2-8>에서 볼
수 있다. 1997년 이전 과다 차입과 높은 금융비용으로 경제 전
체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제조업)의
최근 모습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매출이익과 금융비용을 비
교하는 이자보상비율이 2004년 이후 400을 상회하는데 이는

2008년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보상비율이 311.1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그 개선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19)

<그림 2-7>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제조업 기업들의 수익성 지
표가 개선된 모습이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특히 지
난 몇 년간 우리 대표기업들이 세계경제 활황에 힘입어 전체 수
출액이 전년대비 20～30%씩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전 산업의
19)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6월호의 ｢2008년 기업경영분석(잠정)｣ <표 13>,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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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19.1%나 증가하여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제조업, 20.8%). 이런 성장세는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에도 비슷하게 나타났
다.20) 특히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대표기업들은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하며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건실한 모습을 유지하였음에도 2008년 위
기 발생과 함께 일부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는
대부분 중소 조선 및 건설업체들이었는데 조선의 경우 지난 수
년간 지속된 활황에 편승하여 나타난 중소 조선사들이 업황이
둔화되기 시작하며 문제화된 것이다. 그리고 건설의 경우 미분
양 주택이 늘면서 자금압박이 커졌고 이는 일부 중소 및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한때 이런 부실 문제가 악화
되면 이 분야의 Project Financing에 관여했던 은행 및 제2금융
권으로 부실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었지만 실제
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문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허찬국･안순권･김창배, 2009).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하여 채
권단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고, 필요시 투
입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 4,000억 원 증자 등을
통해 부실자산 매입 여력을 확충해 놓았다. 2008년 말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준비된 기금 등이 2009년 9월 현재 활
발히 활용되거나 소진되고 있지 않다. 이는 문제해결에 소극적
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으
20)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6월호의 ｢2008년 기업경영분석(잠정)｣ <표 2>,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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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21)
금융부문도 큰 변화를 겪었다. 금융감독체계가 1997년 때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과거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분야로
분리되었던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으로 집중되었고, 예금보험체
계가 정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위기 때 양산되었던 각종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출범하여 경험을
쌓았으며, 유사 시 부실자산의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포진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모습도 크게 바뀌었다. 1997년 말 시중은행 16개,
지방은행 10개였던 것이 2001년 말 시중은행 9개, 지방은행 6개
로 줄었고 2008년 말에는 시중은행 수가 7개, 지방은행 6개로
은행 수가 크게 줄었고 당연히 자본 및 자산 기반도 커졌다.

1997년 이전에 비해 당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며 여러 문
제의 발원지로 여겨졌던 종금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사들이 대
부분 정리되었다. 이와 더불어 괄목할만한 변화는 대형 외국계
은행 및 보험사 등의 국내 시장 진입이다. 하지만 2008년 상황
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은행들의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년 전 외환위기 이
후 실질적 개선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
올 수 있을 것이다.
21) 2008년 12월 23일 ｢건설조선업체 구조조정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08년 중 부실징후 기업 70개가 선정되었고 그 중 58개에 대해 관리가
종료되었고 12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금융감독원 2008년 연차보고
서, 제2장, IX. 기업구조조정 현황). 기금운용 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기
대책 종료단계 진입했다｣, 한국경제신문 2009. 9. 13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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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들도 전반적으로 건전성과 수익성
이 개선되었다(<그림 2-9>에서 <그림 2-13> 참조). 금융산업이야말로

1997년 위기 때 그 이전까지 발생한 한국경제의 문제들의 최종
여과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쌓인 경제의 심각한 부실 문
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공적자금투입을 동반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외부의 엄정한 평가를 받았던 분
야이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대형 시중은행의 수가 크게 줄
고 자본 규모는 커지고, 외국계 은행들이 진출하는 등 그 만큼
외형상의 변화도 컸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던
기업들의 자금초과수요 상황이 빠르게 바뀌면서 자금운용의 모
습이 크게 변하는 변화도 진행되었다. 즉, 기업대출이 주된 여
신분야였으나 외화위기 이후 빠르게 가계가 주된 대출고객으로
자리 잡는다(<그림 2-12>). 과거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써 희
소한 금융자원이 우선 쓰였기 때문에 잠재된 가계의 자금수요
가 큰 상태였다. 특히 평균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았던 점,
그리고 공식적인 은행권의 대출을 통해서 주택구매자금을 마련
하는 수단이 지난 10여 년 전까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주택자금대출 분야에 대거 진출한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사들이 이런 큰
변화과정을 순항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1997년 위기 이후 은행 및 금융사들의 영업행태와 관련
하여 큰 분수령을 이루었던 것이 신용카드 관련 영업이었다. 이
는 2001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 신용카드 전업사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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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되었지만 은행들도 신용카드업에 본격 진출하였기 때문에
서 은행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카드이용 신용구매보다 현금서비스 기능의 높은
이용도 등이 거의 버블수준에 달하였다가 2002년 이후 붕괴와
함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이런 큰 흐름의 한 단면은

<그림 2-13>의 은행 연체율 가운데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면 쉽
게 알 수 있다. 중요한 사태였지만 본고의 초점과 연관성이 작
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22)

10년 전 외환위기는 해외차입의 문제로 촉발되었는데 2008
년 직전 기간의 해외차입 추세도 사후적으로 보면 불안했다.
먼저 전체적 대외채무의 만기구조를 보여주는 <표 2-4>에 따르
면 2006년과 2007년에 전체 외채가 각각 38.4%와 47.3% 증가
했다. 그런데 2007년의 경우 장기외채도 크게 늘었지만 특히
단기외채가 두 해 동안 각각 72.6%와 40.9%나 급증하면서 초
래된 결과이다. 일반은행들의 자금조달 형태가 외채증가와 관
련이 크다. <표 2-2>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이 2006년
부터 3년간 각각 8.7%, 12%, 그리고 16.3%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외화차입 및 사채는 20.8%, 26.7%, 그리고 40.1% 증가했
다. 2004년 외화차입이 전체 원가성 자금조달 중 비중이 6%를
하회했으나 2008년에는 10%에 육박했다. 이렇게 늘어난 자금
은 같은 기간 빠르게 증가한 원화 및 외화 대출금을 가능하게
했다.

22) 김재진 외 2인(2002), 최공필 외 3인(2004), 허찬국(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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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와 <그림 2-1>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에 일본 엔화로 조달
하여 원화로 운용하는 ‘캐리 트레이드’ 유인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내역과 상관없이 결국 은행들이 단기성 외화
자금조달을 통해 자산규모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평가
가 불가피하다. 이는 1997년 당시 금융사들의 모습과 근본적
으로 유사한 행태이다. 2008년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단기차
입금 증가는 특히 두드러졌다(<표 2-4>). 그런데 한 가지 특이
점이 있다면 2008년의 경우 은행들의 단기차입은 비단 국내
은행뿐만이 아니라 외국은행들의 국내 지점도 상당히 활발했
다는 것이다. 외은지점의 경우 환헤지 관련 달러수요가 커지
며 재정거래 유인이 발생하여 단기 차입형태의 자금유입이 컸
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국내에서 원화로 운용된 해외 단기
차입의 상환을 위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쏠림현상 발생 시 외환시장 및 환율 불안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2008년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 악화과정을 좀 더 살펴
보자. 2008년 들어 미국 주택시장 정체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봄에는 대형 투
자은행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베어스턴즈(Bear Sterns)가 파산하면
서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규모로 커진다. 국제금
융위기는 먼저 외환시장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확산되며 환
율 불안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해외투자자
이탈과 국내 금융사의 달러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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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국투자자의 주식 순매도는 약 33조 원(11월 중순 누적)에 달
하고, HSBC의 외환은행 매입계획이 취소된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경제의 악화보다는 국내 투자 외국금융사들이 환매대비 현
금조달 등이 주된 이유였다. 연중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가
약 22조 원(11월 중순)에 달한 것을 보면 무차별한 한국 시장 이
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차입주체별 외채 현황(1994～1998, 2005～2009 2Q)
(단위: 십억 달러)
구분

국내 은행
단기

외국은행 국내 지점

장기

단기

장기

비은행 민간기업
단기

장기

1994

17.9

16.3

11.8

2.1

8.3

21.5

1995

28.5

25.0

15.7

2.6

10.3

26.2

1996

42.1

35.0

18.9

3.2

14.5

31.6

1997Q1

44.1

36.6

20.2

3.2

15.1

34.1

Q2

47.2

39.0

20.8

3.4

15.2

35.5

Q3

41.6

41.8

23.0

3.6

14.8

37.7

Q4

27.3

38

21.9

3.8

13.7

38.1

1998

15.0

38.5

16.0

2.8

7.2

36.9

2005

27.9

30.4

23.3

1.7

8.6

58.9

2006

44.2

37.8

51.8

2.5

9.1

69.8

2007

54.6

54.3

79.3

4.5

10.4

94.3

2008Q1

62.6

59.2

87.5

4.7

11.2

99.1

Q2

66.3

60.9

80.3

3.7

11.8

99.4

Q3

65.6

57.8

94.0

3.2

12.5

103.6

Q4

45.2

54.1

67.7

4.5

13.8

105.6

2009Q1

38.3

53.6

65.4

4.4

15.3

102.8

Q2

39.7

57.0

66.3

4.8

14.9

101.9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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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단기외채 상환압력으로 외화자금 수요가 커진 가운
데 은행권의 단기외채 roll-over가 어려워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상환을 위한 외화자금 수요가 달러화 공급을 초과했다. 우리 정
부의 외평채 가산금리가 2007년 말 130bp에서 크게 올라 2008
년 말 수개월 동안 500bp에 머문다. 급기야 신용평가사 S&P는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며 10월 중순에는 국내 주요 은행들을 부
정적 관찰대상으로 지목했다.
외환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은 부동
산 및 일부 중소기업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이 재무건전성을 악
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여 자금공급에 매우 소극적으로 기조가
바뀌며 드디어 국내 금융경색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전반
적 위험 민감도 증대는 국내 자금시장 사정도 점차 악화시켜 기
업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였다.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
사채 금리는 연초 5%대에서 11월 말에는 9%에 육박한다. 그나
마 최우량등급(AA 이상) 이상만 발행이 가능해진다.
자칫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외화자금 문제-국내
금융경색-실물경제 악화의 악순환 가능성은 정부와 한은이 미국
(10월 말) 및 중국, 일본(12월)과의 통화 스왑협정을 체결하며 크

게 개선된다. 그 시기의 무역수지 개선도 외환공급 사정 개선에
일조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단기외채 상환수요가 큰 상태에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인식은 한국 관련 국내
외 시장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외화자
금 수요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것 자체가 불안
감을 진정시키며 불요불급한 가수요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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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는데,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될수록 이런 진정효과는 더
커진다.

2) 거시경제
이 절에서는 2008년 위기의 실물경제 여파를 검토하여 1997
년과 비교해 본다. GDP 지출항목 추세들을 보여주는 <표 2-3>
에 2001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추가한 것이 <표

2-5>이다. 두 표의 차이는 2001년부터 소비지출 항목뿐만 아니
라 투자항목도 민간투자와 구분하여 정부투자가 발표되고 있다
는 것이다. 1998년 외수가 그 이전 추세를 유지한 반면 심각한
내수위축이 진행되었던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성장기여도
로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한 것을 알 수 있다(1998년 민간내수 성장
기여도 -18.4%, 순수출 11.3%).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여파가 본격화된 2009년 상반기까지의 모습도 1998년
상황과 질적으로 비슷하지만 그 규모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2009년 상반기 민간내수 전년동기 대비 성장기여도 -7.5%, 순수출 3.5%).

1990년대 순수출의 성장기여가 대부분 마이너스인 것에 비해
2000년 이후 플러스인 것은 경상수지가 적자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흑자로 전환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성장률이 1990년대에 비
해 크게 낮아진 것은 내수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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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국 GDP 지출항목 및 주체별 성장기여 추이
(1991～2009 1H)
내수
기여도

순수출
기여도

기여도
합계

GDP
증가율

기여도합계
GDP증가율

1991

11.8

-2.60

9.2

9.4

-0.2

1992

4.6

0.74

5.3

5.9

-0.6

1993

5.8

0.71

6.6

6.1

0.5

1994

11.2

-2.36

8.8

8.5

0.3

1995

10.2

-1.55

8.7

9.2

-0.5

1996

9.0

-1.78

7.2

7

0.2

1997

0.1

4.25

4.4

4.7

-0.3

1998

-18.4

11.29

-7.1

-6.9

-0.2

1999

13.0

-2.91

10.1

9.5

0.6

2000

8.0

0.29

8.3

8.5

-0.2

평균

5.5

0.6

6.1

6.2

-0.1

구 분

민간내수 재정지출
기여도
기여도

2001

2.65

1.06

3.72

0.48

4.2

4

0.2

2002

7.36

0.61

7.97

-0.70

7.3

7.2

0.1

2003

0.36

1.23

1.58

0.91

2.5

2.8

-0.3

2004

0.88

0.64

1.53

2.65

4.2

4.6

-0.4

2005

3.31

0.45

3.75

0.26

4.0

4

0.0

2006

4.19

0.57

4.77

0.34

5.1

5.2

-0.1

2007

3.72

0.79

4.51

0.72

5.2

5.1

0.1

2008

0.88

0.44

1.32

1.05

2.4

2.2

0.2

평균

2.92

0.72

3.64

0.71

4.36

4.39

-0.03

2009 1H

-9.22

1.74

-7.48

3.51

-3.96

-3.17

-0.79

자료: 한국 GDP는 2000년 기준 시계열(한국은행)

<표 1-1>이 보여주듯이 2000년대 들어 신흥 개도국 주도의
세계경제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2007년 5%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 비록 투자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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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했으나 수출과 민간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흐름
을 보였다. 하지만 2008년에 들어서면서 각종 지표들이 둔화조
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그림 1-6>)는

2008년 초반에는 한때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고유가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중반 이후 유가 진정세와 더불어 금융위기
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상황 둔화가

2008년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모습은 1997년과는 사
뭇 다르다. <그림 2-16>이 보여주는 당시 상황은 설비투자를 제
외하고 다른 지수들은 1997년 말, 혹은 1998년 초까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 수출출하지수의 경우는 1997～1998년
전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08년의 경우는 연초 혹은 중반부터 부진이 시작
되는 모습이다. 2008년 전후기간으로 생산지수의 경우 2008년

10월부터 전년동기 대비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한다. 하지만 전기비로
는 2009년 1월부터 플러스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에는 없지만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008년 10월 77.3에서 11월부터 60대로
낮아져 다음 해 4월이 되어서야 70대로 복귀한다. 서비스업도
비슷한 모양이지만 2009년 들어 회복하는 모습이 더 둔하다. 내
수 및 수출출하지수도 생산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의 급락과 함께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재고지수의
큰 폭 하락도 특징적이다. 증가세가 계속 낮아지면서 2009년 들
어서는 전년동기 대비 -15%까지 낮아지며 빠른 재고조정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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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과 비교해서는 재고조정 시
점이 더 늦으나 조정속도는 더 빠르다. 1997년의 경우 재고지수
는 1996년 7월에 정점을 찍고 1995년 5월까지 큰 폭으로(전년동
기 대비로 21% 증가에서 18% 감소) 떨어졌다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에 비해 2008년의 경우 8월에 재고지수가 정점을 찍고 2009
년 8월에 저점(17% 증가에서 15% 감소)을 통과했다.
하지만 도소매판매와 설비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이다. 투자의 경우 2008년 초부터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2008년 말경에 마이너스 추세가 더 가시화된다. 도소매판매의
경우 2008년 중반 이후 뚜렷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200

8～2009년 도소매판매의 하락세는 1997～1998년의 경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당시 위기 발생 이전 평균 증가세가 높았던 것
도 한 이유이지만 1998년 도소매판매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다.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도소매
판매지수가 두 위기 기간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기 이후
있을 소득의 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은 일단 분
기별 GDP 지출항목 검토 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고용 관련 상황의 경우 1997년과 2008년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림에서 보는 2008년의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률 스케일
이 1.5%에서 -1.5%인 것에 반해 1997년 그림은 8～-8%이다. 경
제위기로 인해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기 이전 평균 증가율 수준
이 1997년에는 3% 정도인데 2008년에는 1% 정도이다. 이에 반
해 실업자 수 증감률은 1997년 -5～25%인데 비해 2008년에는

-5～30%이다. 즉, 취업자가 느는 추세는 현격히 낮아졌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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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느는 추세는 2008년이나 1997년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칭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만 더 악화되었음
을 시사한다. 1997년의 경우 실업자 수가 1998년 4월부터 늘기
시작했다가 1999년 1월부터는 다시 감소했다. 이에 비해 2008
년의 경우 10월경에 늘기 시작한 실업자 수가 단기간 내에 줄
어들 것 같지 않다.
종합해 보면 2008년의 경우 1997년에 비해 각종 실물지표의
위기 이전 평균 추세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고용
상황의 경우 2008년 위기에 의한 충격이 1997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모습이다.
다음은 <그림 2-19>에서 볼 수 있는 분기별 GDP 지출항목별
특징을 <그림 2-17>이 보여주는 1997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우선 1997년의 경우에 비해 아직 2009년 3분기까지의 자료만
나와 있어 비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특징을 보자.
첫 번째, 수출이 1997년에는 그 이전 추세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08년의 경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1997년 당
시 위기 당사국들을 제외한 세계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 이번 2008년 위기는 그야말로 모든 선진국 경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에 크게 영향을 미친 글로벌 금융위기라
는 차이점의 반영이다. 1997년은 해외경제 상황이 양호했기 때
문에 원화가치의 큰 폭 하락은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여 <그림

2-17>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이 위기 이전 추세선에서 이탈함
없이 늘었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세계경제 급락에 따른 마이
너스 소득효과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효과를 무력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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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2008년의 경우 GDP,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반등세가 지속될지, 혹은

1997년의 경우처럼 1, 2년 반등세를 보이다 다시 추세선으로부
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일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재고추세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1997년의 경
우 재고 감소가 본격적 생산･소비 위축에 앞서 일찍 시작되었
고, 감소세가 다른 거시변수들이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을 훨씬
후행하여 나타났다. 재고수준의 영구적 감소에 가까운 조정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2008년의 경우 재고 감소가 가파
르게 나타났으나, 반등 또한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는 재고조
정이 일시적 감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재고감소세가 반
등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지
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반등세가 강하게 지속된다면

2008년 생산 및 지출감소가 일시적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세 번째로 월별자료 검토에서 도소매판매(즉, 소비)와 관련해
서 언급했던 것처럼 1997년 소비하락폭이 2008년에 비해 컸던
것, 그리고 회복기미가 없었던 것을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에 바탕을 둔 합리적 소비결정이라고 본다면 충격 이후 예상되
는 소득(또는 성장)의 감소폭이 1997년 위기의 경우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2008년 위기의 경우 향후 성장추
세의 장기적 변화가 작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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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월별 경제지수 추이(2008. 1∼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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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2008년 위기 기간 중 주요 거시변수 추세와 실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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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R모형을 이용한 외부충격 영향의
동태적 특성 검토

1) 모형 및 사용된 자료
이 절에서는 앞서 분리되어 검토되었던 개별 국제 및 국내,
금융 및 실물변수들을 통합하여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은 많고,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
에 초점을 맞출지 가능한 선택도 다양하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검토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금융충격(external financial shocks)이 주
된 외생변수이고, 금융충격이 국내 실물경제에 어떻게 전이되는
가를 살피는 것에 국한한다.
이를 위해 네 변수 VAR 모형을 기본 틀로 사용하였다. 모형
에 포함된 변수를 설명하면 외부충격 원천변수로 VIX, 한국경제
의 외부여건을 대표하는 변수로 미국의 산업생산, 그리고 이러
한 외부충격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경로로 생각할 수 있는 명
목달러 표시 한국의 수출이 모형에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세 변
수이다.23) 마지막 네 번째 변수로는 세 가지 한국의 실물거시경
23) 외부 금융충격변수로 VIX 이외에도 앞에서 검토하였던 Ted spread를 사
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주 4)에서 설명하였듯이 두 변수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하여서 동일한 대리변수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
서 Ted spread를 사용한 모형을 예비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VIX 포함 모
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결과가 목격되었다. 이런 차이점 자체가
향후 검토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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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과를 대표하는 산업생산, 고용(취업자 수), 그리고 투자(설비
투자 추계)를 각각 사용하여 보고자 하는 외부충격의 전파에 관

련된 특성을 살펴본다. 따라서 전체 세 가지의 네 변수 VAR모
형이 검토에 쓰인다. 2008년 위기 이후 경과된 시간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시장 위기의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랐
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관측빈도를 늘리고 시차를 줄이
기 위해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비투자 추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1990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설비투자의 경우 첫 관측시점이 1995년 2월이다. 사전적 검토에
의하면 대부분 변수들이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어서 계절
조정이 되지 않은 원자료에 계절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계절성을 제거하였다.
자연대수를 취하였고(logged), 로그변수들이 비안정성(non-stationarity)
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성(stationarity)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월 대
비 차분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의 경우 차분된 변수들
은 Dicky-Fuller 검사에서 매우 뚜렷하게 단위근(unit root)이 제
거된 결과를 보였다. 모형에 포함되는 시차(lag) 개수는 우도검
증(likelihood test)을 통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12개월로 설정하
였다.24) 로그를 취한 원변수는 각각 lvix, lusip(미국 산업생산),
24) 이 우도검증은 Sims(1980)가 제시한 것으로 RATS 프로그램에서 시행방
법을 모듈화하고 있다. 12개월과 8개월 시차를 포함한 모형을 추정한 후
각각 잔차 행렬의 variance-covariance 행렬을 구한 후 각각 행렬식
(determinants)의 log값을 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test statistic이
모형제약수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의 χ2 분포를 갖는다. 이 test
statistic이 크면 8개월 시차 제약이 더 적절하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12개
월 시차를 사용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VAR모형의 계절조정 더미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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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orexp(한국 수출), lkorip(한국 산업생산), lkoremp(한국 취업자 수),
lkorinv(한국 설비투자 추계)로 표시했고, 전기 차분변수에는 d를
변수명 앞에 붙였다. 일례로 dlkorexp는 한국 수출의 전월 대비
증감을 표시한다.
<표 3-1>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본 통계
변수명

관측치수

DLVIX

236

DLUSIP

평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대값

0

0.139

-0.334

0.705

236

0.002

0.021

-0.049

0.055

DLKOREXP

236

0.009

0.105

-0.415

0.223

DLKORIP

236

0.007

0.062

-0.154

0.196

DLKOREMP

236

0.002

0.016

-0.059

0.068

LDKORINV

175

0.003

0.089

-0.279

0.282

이하에서는 시도된 실증검증의 대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몇 가지 견고성과 대표성이 있는 동태적 특성 결과와 기타 특이
점을 추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모형추정의 대상기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는 1990년부터 2000년 말까지
(표본 1), 두 번째는

2007년 말까지(표본 2), 그리고 세 번째는

2009년 9월까지(표본 3)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샘플을 나누어 본
것은 변수들 간의 동태적 특성이 각 표본기간 내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전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
다. 즉, 첫 번째 표본기간의 특성은 1997년 위기 때 각 변수(최
소한 한국변수)들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도 이런 검증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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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7년 표본의 경우 2000년 이후 있었던 사건들을 반영
함과 동시에 2008년 위기 이전까지의 동태적 특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 기간은 전체 표본기간과 동시에 2008년에
발생했던 상황을 반영해 준다.25)

2) 검토결과: F-test와 분산분해
검토결과는 전체적으로 각 변수들의 외생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별 회귀식에서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으로 나
타내는 F-test 결과(혹은 Granger causality 결과)와 VAR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결과 모두 대체적으
로 이러한 특성을 띤다. 이하에서는 여러 경우를 대표하는 결과
를 표로 보이고 표와 다른 표본기간의 특성이 다른 경우 표에
소개된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표 3-2>은 dlvix-dlusip-dlkorexp에 dlkorip를 더한 네 변수의
VAR을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표본기간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
과이다. 표의 상단은 F-test 결과를 보여준다. 주로 대각성분 칸
들이 1%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변수들이 설명력
증진에 효과가 작음을 시사한다. 예외적으로 <표 3-3>과 <표
25) 하지만 표본기간이 1991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표본 1에서 추정된 12개
월 시차 모형의 경우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59에 그친다. 이에
비해 표본 3의 자유도는 164에 이른다. 따라서 추정 모형의 적정성을 판
단함에 있어 짧은 표본의 자유도 손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형추정
의 자유도에 대한 고려 때문에 표본분할을 1991～2000, 2001～2007과
같이 중복이 없는 구간분할(non-overlapping sampling)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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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에서 보듯이 한국 수출변수에 VIX지수가 설명력을 갖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 산업생산지수 대신, 고용 및 설비투자를
사용했을 때 역시 목격되었다. 아울러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오
히려 2000년까지의 짧은 표본에서 포함된 설명변수들이 유의미
한 F-test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설비투자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가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4> 참조).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도 각 변수의 자기 설명력이 단연 높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한국 산업생산의 예
측오차를 산업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이 상당한 부분 설명을 한
다는 것이다(<표 3-2>).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상황
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결과라 하겠다. <표 3-3>는 이와 대조적으
로 한국의 수출이 고용에 대한 예측력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특히 2000년대 이후 수출호조와 고용의 상대적 부
진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하
겠다. 수출과 산업생산활동과의 관계에 비해 수출과 고용은 매
우 느슨하게 연결되었음을 이 결과는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설비투자를 포함한 모형은 분산분해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다. <표 3-4> 상단의 F-test 결과와도 유사하게 분산분해에
서도 기본적으로 포함된 변수들의 상호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
습을 보인다. 특히 미국의 산업생산, 한국의 수출과 설비투자,
세 변수들 사이의 상호 설명력이 한국의 산업생산과 고용을 사
용한 <표 3-2>과 <표 3-3>의 결과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VIX의 예측오차에 대해서도 미국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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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산과 한국의 설비투자 변수의 설명력이 앞의 모형들에 비
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설비투자 변수 자
체의 변동성이 큰 것이 한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
점에서도 설비투자와 금융시장 불안과는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표 3-4>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설비투자의 VIX에 대해 설명력
을 보이는 것이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니다.
표본 2, 즉 2007년 말까지의 기간에 추정된 모형의 분산분해
결과는 <표 3-4>에서 보는 것보다 포함변수들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온다. 특히 VIX와 미국 산업생산이 한국 수출과 투자의
예측오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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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VIX, 미국 산업생산, 한국 수출, 한국 산업생산 VAR:
(표본 1, 3)의 F-test 및 (표본 3)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종속변수
DLVIX

독립변수
DLVIX

++

DLUSIP

+++

DLKOREXP

*

DLUSIP

DLKOREXP

++, ***

+

DLKORIP
+

***

DLKORIP

++, ***
DLVIX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6 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DLVIX

93.4

87.2

86.5

86.0

DLUSIP

4.5

6.8

7.4

7.4

DLKOREXP

1.4

3.6

3.6

3.9

DLKORIP

0.7

2.4

2.5

2.7

DLUSIP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6.2

9.0

10.4

10.2

DLUSIP

88.7

79.3

77.2

76.5

DLKOREXP

2.2

7.5

8.1

8.9

DLKORIP

2.8

4.2

4.3

4.4

DLKOREXP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6.6

6.3

7.1

7.3

DLUSIP

7.2

8.5

8.9

9.6

DLKOREXP

84.2

80.8

75.8

74.7

DLKORIP

2.1

4.4

8.2

8.4

DLKORIP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3.6

4.8

5.2

5.3

DLUSIP

6.3

6.9

8.4

8.7

DLKOREXP

36.7

36.9

35.4

35.3

DLKORIP

53.4

51.4

51.0

50.7

주: +(*), ++(**), +++(***)는 각각 1991. 2～2000. 12(1991. 2～2009. 9) 표본기간
모형에서 해당 설명변수가 10%, 5%, 그리고 1% 수준에 유의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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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VIX, 미국 산업생산, 한국 수출, 한국 고용 VAR:
(표본 1, 3)의 F-test 및 (표본 3)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종속변수
DLVIX

DLUSIP

DLKOREXP

DLUSIP

+

+++, ***

**

DLKOREXP

**

독립변수

DLKOREMP

DLVIX

++, ***

DLKOREMP

***
DLVIX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6 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DLVIX

92.2

85.8

85.3

85.1

DLUSIP

4.6

6.8

7.0

7.0

DLKOREXP

2.1

3.9

4.0

4.2

DLKOREMP

1.2

3.5

3.7

3.7

DLUSIP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6.5

9.6

10.7

10.5

DLUSIP

89.1

78.2

75.9

74.9

DLKOREXP

2.4

9.2

9.3

9.9

DLKOREMP

2.0

3.1

4.1

4.6

DLKOREXP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6.6

6.5

7.1

7.4

DLUSIP

9.2

10.3

10.9

11.3

DLKOREXP

81.0

77.7

75.2

73.3

DLKOREMP

3.3

5.5

6.8

8.0

DLKOREMP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3.5

4.3

4.5

4.5

DLUSIP

2.6

3.7

5.3

5.8

DLKOREXP

4.0

7.5

8.1

8.7

DLKOREMP

90.0

84.5

82.2

81.1

주: +(*), ++(**), +++(***)는 각각 1991. 2～2000. 12(1991. 2～2009. 9) 표본기간
모형에서 해당 설명변수가 10%, 5%, 그리고 1% 수준에 유의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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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VIX, 미국 산업생산, 한국 수출, 한국 설비투자 VAR:
(표본 2, 3)의 F-test 및 (표본 3)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DLVIX

DLUSIP

DLKOREXP

++, ***

*

+

+++, ***

++, *

++, **

DLKORINV

DLVIX
DLUSIP
DLKOREXP

+, *

DLKORINV

+, *

DLVIX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6 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DLVIX

87.2

77.1

74.6

71.7

DLUSIP

6.6

8.6

9.2

10.9

DLKOREXP

2.6

4.1

5.4

6.7

DLKORINV

3.5

10.1

10.8

10.7

DLUSIP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5.6

9.0

10.2

9.6

DLUSIP

87.8

73.3

69.0

68.0

DLKOREXP

4.5

13.1

15.0

16.8

DLKORINV

2.1

4.7

5.7

5.7

DLKOREXP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8.5

8.1

8.0

8.2

DLUSIP

9.6

12.3

12.1

12.5

DLKOREXP

79.2

74.8

71.7

70.8

DLKORINV

2.7

4.8

8.2

8.6

DLKORINV 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DLVIX

6.6

6.1

6.7

7.2

DLUSIP

2.2

6.2

9.4

9.9

DLKOREXP

9.7

16.8

20.0

19.7

DLKORINV

81.5

70.9

63.9

63.1

주: +(*), ++(**), +++(***)는 각각 1991. 2～2007. 12(1991. 2～2009. 9) 표본기간
모형에서 해당 설명변수가 10%, 5%, 그리고 1% 수준에 유의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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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결과: 충격반응
다음은 동태적 관계를 쉽게 볼 수 있는 충격반응(impulse
response)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포함된 모든 변수의

충격에 대해 다른 변수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전체 상호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무리이다. 본고의 관심사는 국제금융시장 충격에
따른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를 반영하여 변수들의 배
열순서(ordering)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위치하는(즉, 가장 외생적인) VIX 충격에 따른 다른 변수들, 특히
우리나라 거시변수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본 표들
과 유사하게 VIX-미국 산업생산-한국 수출의 세 변수 모형에 차
례로 한국의 산업생산, 고용, 그리고 설비투자를 추가한 네 변
수 모형에서 각각 도출된 충격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로그 차분
된 원자료의 충격반응이 빠르게 소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
석의 편의를 위해서 도출된 충격반응값을 누적한 단위로 나타
냈다. 즉, 원래 모형에서 충격반응을 dlkorexp로 구하여서 이를
누적하면 그 값이 lkorexp의 단위로 환산된다. 그림의 충격반응
은 dlvix 식의 잔차항의 표준편차 크기의 충격이 주어졌을 때
여타 변수들이 24개월까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충격반응의 경우 표본기간에 따라 반응의 모양이 달라
진다면 그 역시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본고의 주된 관심사는
각 표본기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 어떻게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격반응의 모습
이 표본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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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림 3-1>～<그림 3-6>은 추정된 충격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그림 3-1>～<그림 3-3>은 각각 세 표본기간에서
추정된 한국의 산업생산을 포함하는 네 변수 모형의 충격함수
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첫 번째 표본기간에서 미국 산업생산의 반응이다. 즉, VIX 충격
에 미국 산업생산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표본기간에서는 VIX 충격에 부(負)의 반응을 보인다.
이런 모습은 첫 표본인 1990년대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가 장
기호황을 구가하면서 산업생산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한 적
이 없었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NBER의
공식적인 정의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1991년
초반까지 불경기(recession)를 겪은 이후 2001년 중반까지 지속적
으로 확장기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특히 1996
년 이후 VIX는 상승하며 변동폭이 커진다. 따라서 1990년대 자
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모형은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VIX의 충
격에 미국 산업생산이 정(正)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IT 벤처 거품 형성과 붕괴와 같은 금융시장
의 불안이 심해지면서 최근 기간까지를 포함한 표본기간에서는

<그림 3-3>과 같은 VIX와 미국 산업생산의 부정적 관계가 굳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수출, 산업생산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세 표본기간 모두 VIX의 충격에 영구적인 부정적 반응을 보
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VIX의 충격은 자신의 수준을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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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표본기간 2와 3의 경우
미국의 산업생산, 한국의 수출 및 산업생산 모두에 영구적인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반응 정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출이 가장 크게 영향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3-2>
의 F-test 결과에서 VIX가 한국 수출 회귀식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보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2008년 위기로

VIX값이 크게 치솟았는데 그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가 2008
년 말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 수출도 큰 폭 감소하
였다. 이런 움직임이 <그림 3-3>에 포착된 것이다. 이런 패턴은
(표본 2), 즉

2007년 말까지 기간에 추정된 모형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차이점은(표본 3)에 비해 2007년까지의 모형은
미국 산업생산이나 한국 수출 및 산업생산이 하락하는 속도가
늦고 하락추세도 완만하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위기의 빠른
확산으로 미국 및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이 빠르고 크게 악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고용을 네 번째 변수로 하여 표본 3 기간에서 추정된
모형의 충격반응 결과를 <그림 3-4>는 보여주고 있다. 반응의
모양이나 규모가 <그림 3-3>과 거의 같다. 예를 들어 미국 산업
생산과 한국 수출이 축소 정도나 모양새가 <그림 3-1>과 거의
동일하다. 이 경우도 2007년 말까지의 표본 2에서 추정된 충격
반응이 <그림 3-4>보다 늦고 완만한 것과, 가장 짧은 표본 1 기
간에 추정된 모형에서는 미국의 산업생산이 VIX 충격에 정의
방향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역시 앞의 한국 산업생
산을 포함한 모형의 결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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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와 <그림 3-6>은 설비투자 추계를 포함한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산업생산과 고용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
비교를 위해 포함한 <그림 3-6>에 의하면 2007년 말까지의 표
본 2를 사용한 결과에서 미국 산업생산과 한국 수출의 하락 속
도가 완만한 것이 앞의 두 경우와 같다. 그런데 설비투자의 경
우 충격 후 12개월 정도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여 약 2년
후에는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2007년까
지 금융충격은 투자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
다. 그런데 2008년 상황을 포함하면 그 충격이 영구적으로 변한
다는 의미이다. 흥미로운 차이점인데 투자변수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이런 패턴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표 3-1>에 따르면 수출의 표준편차가 설비투자보다 더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 다른 이유는 표본 3
이 2009년 9월까지여서 아직 투자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설비투자 추계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 2-18> 참조) 그 효과가 장기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는 1990년 이후 미국 금융시장으로 대변
되는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은 한국 수출 및 생산, 고용, 투자 등
주요 거시변수에 장기간 지속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
여준다. 2000년 이전의 표본기간에 금융충격이 미국 실물지표
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불투명한 가운데도 한국의 실물지
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정성적으로 그 이후 기간의 모습과 유
사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하겠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화되기보다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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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해지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말까지의 충격반응이
대체적으로 2009년까지의 자료를 포함한 모형의 결과와 대동소
이하다. 즉,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국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 이전 기간에 볼 수 있었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최근 위기의 충격은 과거의 충격들과 정성
적으로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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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충격반응: VIX-USIP-KOREXP-KORIP
(표본 1, 1991. 2～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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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충격반응: VIX-USIP-KOREXP-KORIP
(표본 2, 1991. 2～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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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충격반응: VIX-USIP-KOREXP-KORIP
(표본 3, 1991. 2～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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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충격반응: VIX-USIP-KOREXP-KOREMP
(표본 3, 1991. 2～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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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충격반응: VIX-USIP-KOREXP-KORINV
(표본 3, 1996. 3～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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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충격반응: VIX-USIP-KOREXP-KORINV
(표본 2, 1996. 3～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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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간지>

1. 정책적 시사점

여기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1997년과 2008년 위기를 둘러
싼 정책환경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후
적으로 어떤 부분에 안정화정책이 필요했었고, 아니면 잘 시행
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학습은 결국 갈수록 세계화의
흐름에 점점 더 노출되어 가는 한국경제가 향후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어떠한 면에서 정책 개선, 혹은 상황 개선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은 곧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 왜 한국경제를 강타한 2008년
충격이 1997년보다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말 현재
한국경제가 1997년 당시에 비해 안정된 모습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이다.

1) 경제 건전성 제고방안
｝
부실자산 누적 최소화와 처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분야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의 문제가 누적되었다. 이런 문제 규모가 당
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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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중요한 신용공여결정에 참여하
는 관치금융도 가능한 모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
런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 쌓아두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공적 제도(파산 시 채권채무자의 순조로운 정산이 가능하도
록)와 사적 시장기구(부실자산의 유통시장이 있어 시가 발견 및 잔존가
치 회복이 가능하도록)를 구비하였을 때 관치금융이 현실적인 정

책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사회간접자본을 갖춘 나라들
은 선진국일 것이고 더더욱 관치금융을 찾기 힘든 곳이다. 하
지만 예외가 있다. 2008년 금융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갔던 미
국의 정부 및 중앙은행, 감독당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융
및 비금융산업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과감한 행동은 부분적
으로 기존 법제도와 유통시장을 통해 공적 개입이 효율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어서 최종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의지할 수 있는 문제 해결수단에 대한 자신감은 과
감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경우도 2008년에 시장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가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
정 분야이다. 2008년 중소 조선사와 건설사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실제 진전이 매우 더디었다. 필요 이상의 구조조정은 하
지 않아야 하지만 채권단이 합의한 경우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
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의 경우 경제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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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안정세를 보이며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빴더라면 현재와 같은 추진과정으로는 구조조정 과정에 쉽게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외채와 금융산업에 관해서다. 2008년에도 1997년
과 같이 단기외채가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 상황을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2008년의 경우 10년 전과 달리 규제의 사
각지대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2금융권 금융사도 없었고,
과다한 외화차입으로 문제를 키운 큰 기업들도 없었다. 결국
은행들이 주체였다. 이번에도 1997년 외화차입을 통해 국내 기
업부문에 대출을 늘렸던 것과 비슷하게 외형경쟁에 나섰던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외 조달금리차에 민감하게 해외차입
을 늘렸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금융사로서 자연스러운 영업행
태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10년 전에 16개였던 것에 반해 현
재는 7개이다. 개별은행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더 높아지면서
개별은행이 각각 price taker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능
하면 이들이 다양하게 행동하는 것이 일종의 쏠림현상에 따른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방법일 것이다. 예
를 들어 모두 외화자금조달에 나서면 쉽게 개별은행들의 자금
조달 문제가 경제 전체의 외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금의 조
달과 운용이 다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가 중소기업 대출업무의 자율화이다. 지금도 일반은행들이
강제적으로 중기 대출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압력과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기 대출 비중이 0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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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불이익(중기 대출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이상의)이 없도록 한다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2008년 말

우리 금융 상황을 악화시킨 투기성 환헤지상품 KIKO가 많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 판매된 것을 보면 결국 은행들이 중기 대
출을 영업의 고리로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출 꺾기 등의 문제도 비슷한 반강제적 연결고리 때문에 나타
나는 행태가 아닌가 한다.

2)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 유연성 제고
｝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조정 역할 증대

앞서 살펴본 1997년과 2008년 두 위기 직후 한국경제의 성과
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통화, 재정정책의 차이이다.

1997년의 경우 통화정책 기조는 매우 긴축지향적이었고 재정정
책은 초기 긴축기조에서 확장기조로 전환했으나 매우 미온적이
었다.26) 이에 비해 2008년에는 통화, 재정정책 모두 상당히 기
민하게 경기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26) 1997～1998년 고금리 통화정책의 잠재적 폐해에 대한 논의는 Cho(2002),
Krueger and Yoo(200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MF와 우리 정부가 1997년
말 초기 정책협의에서 긴축적 재정기조를 처방했다가 1998년 1분기가 지
나기 전에 경기하락이 지나치게 빨라 앞서 내린 처방을 완화하기 시작했
다. 그런데 IMF 경제학자들은 당시 우리 정부가 지출증대에 상당히 경직
된 입장을 고수하여 확장적 재정처방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Chopr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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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마비를 예방할 기금조성, 양적 완화조치가 취해졌다.

1997년 소극적이었던 재정의 경우도 2008년의 경우 추경을 통
해 재원마련에 신속하고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예산의
집행에서도 기록적이었다. 그 효과는 재정지출 증대의 2009년 상
반기 성장기여도가 1.7%를 상회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재정지출 증대가 비탄력적 속성이 있어 일시적인 지출
증대를 축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
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제 비상시기의 대
응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경제의 관치 관행이 줄어들면
서 심각한 경기경색기에 정부가 과거처럼 민간 금융사들과 기
업들에 대출과 지출을 늘리도록 설득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
고 있다. 이에 비례해 심한 경기경색기에 총수요의 일익을 담당
한 정부의 역할이 그 만큼 부각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통화정책 당국은 2008년 8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
산 약 한 달 전 정책금리를 5.25%로 인상했다. 2008년 세계 주
요국 중 금리를 가장 늦게까지 인상한 경우라고 한다. 당시 고
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요인 외에는 특별히 자산가격의 불
안조짐과 같은 현안이 없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은 연일 더 불
안해지는 상황이었다. 통화정책에 대해 태생적 편향이 있거나
(예를 들어 인상 빈도가 다른 결정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준칙), 혹은 세

계 금융 현실에 대해 파악이 미숙했던 것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심각한 위기에 휩싸인 여러 선진
국들이 공격적인 금융완화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우리 통화당국
이 과연 통화정책 완화에 나섰을지 의문이 든다. 1997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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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우리 정부는 IMF와의 협의를 통해 환율안정의 목적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20% 가까이 높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상
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준칙은 Taylor rule의 예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모양
을 갖는 것, 특별한 상하방 비대칭성(asymmetry)이 없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3) 외환 관련 정책 정비
｝
불필요한 개입 최소화를 통한 환율에 대한 영향력 보존

1997년 이전 당국의 의지가 더 잘 반영되는 약한 형태의 고
정환율제를 운영하였으나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가뜩이나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1997년 상황에서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서 더 심각한 위기상황
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 이후 원칙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
여 운용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
자로 인한 환율 강세가 오히려 더 문제시 되고 있다. 하지만 어
느 시점에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한 수
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서비스수
지 흑자가 관리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는 문제의 성격
을 잘 못 파악한 대응이다. 서비스수지 자체는 비교역 서비스분
야의 자국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상품수지가 흑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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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균형에 가까이 유지되는 한 서비스수지 자체가 환율정책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단지 전체적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불균형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시점에서는 환율수준
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외환보유고와 함께 통화스왑 채널 상시화

마지막으로 외환보유고 문제이다. 1997년 당시 지나치게 낮은
보유고는 매우 중요한 외환위기의 상징적 이슈였다. 당시 IMF의
최소 권고액인 3개월치 수입대금에도 미치지 못하여서 사정이
나빴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문제는 단순히 규모의 문
제만은 아니었다. 실제 보유고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여 예상
치보다 실제치가 적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신뢰 손상이 커진 것
도 중요한 이슈였다.27) 최근에도 2008년 말 만기연장이 어려운
단기외채 규모가 커지며 상당한 것으로 알았던 외환보유고가 갑
자기 부족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특정
목표치를 제시하며 보유고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림
2-4>, 이진수(2009) 참조). 물론 보유고가

2천억 달러일 때보다 3천

억 달러일 때 더 안심이 된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소위 ‘움직이
는 타깃’이라 수출입 거래가 커지고, 차입규모가 커지면 머지않
27) Greenspan의 자서전에도 관련된 언급; “Charlie Siegman, one of our
top international economists, phoned a Korean central banker on
Thanksgiving weekend and asked “Why don’t you release more of
your reserved?” the banker answered, “We don’t have any.” What
they’d published as reserves had already been spoken for.”
Greenspan(2007),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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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다시 나온다. 보유고 목표를 타깃 수
치에 연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08년 10월과 12월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왑거래가 외환시장을 진정시킨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화를 많이 쌓아두는 것도 방법이
지만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와 신용을 쌓아 잘 지내
면 혹시 외화가 필요할 때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아울러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은행권의 단
기외채 문제는 국내 외은지점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외채에 대해서도 보유고를 쌓아야 할까?
만약 외은지점이 외화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의 경우는 좀 다르다. 즉, 외은지점
의 외채는 대부분 본･지점 거래에 의해 들여온 자금이다. 따라
서 이들 자금은 대부분 다른 형식의 차입금보다 재연장이 쉬운
것이다. 즉, 외은지점의 해외차입은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부담이 적다.
물론 위기상황에 투매를 해서라도 원화자산을 정리하려 하는 상
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상적
시장작동이 이미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대개의 경우 외
은지점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 외환수요 증가 시
오히려 그들이 본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형 금융사나 해당
국 통화당국이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

2008년의 경우도 초기 외채규모가 주는 부정적 효과가 완화된
것도, 심지어 외부의 유동성 지원이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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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장치가 작동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외화차입이 많은 외은지점의 본점 소속
국과 차입액에 비례하는 통화스왑 약정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
려할 만하다. 외은 소속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본국의 은행이
한국 내에서의 영업활동이 활발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외환
및 통화당국이 비상 시 차입금으로 인해 한국 외환시장이 어려
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조치는 외국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혹시 발생할 한국 원화 보유분을 쉽게 평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점진적인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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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맺음말

1997년 위기는 한국경제에 성장추세의 둔화라는 뚜렷한 상흔
을 남겼다. 이번 2008년의 경우는 과연 어떤 방명록을 남길지
궁금하다. 10년 전의 경우 한국경제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
약했고, 취해진 정책조치들이 미숙하거나 지나친 면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2008년 위기를 맞는 한국경
제의 모습은 더 견실했고, 대응 또한 신속했고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더 대외의존적인
체질이 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취약한 외부환경은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에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발생했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2009
년 중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경색이 끝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작금의 관심사는 소위 출구전략의 시행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취해졌던 조치들이 그리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
논의 초점은 시류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과연 한국경제가 2008년 위기로 겪은 산출량 손실을 어떻게 만
회할 것인가이다. 1997년의 경우 한국경제는 일시적 산출량 손
실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점 이후의 우리 GDP의 궤적은

<그림 4-1>에서 보듯이 그 이전의 추세를 연장한 가상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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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이후의 궤적은 어떻게 될
까? 이번에도 산출량 손실이 그 이전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
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시각이 만연할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그림 4-1> GDP 추세선과 실제치

하지만 가능하면 이번에는 손실을 만회하여 최소한 2008년
이전의 추세 GDP 경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문제만을 생각하더라도 잉여분을 더 쌓아야 한
다. 더 이상 큰 규모의 산출량 손실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거시경
제 주요 분야의 불균형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세 산출량을 늘리기 위
한 과제를 발굴하고, 여러 과제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론 이런 시도가 지금까지도 수차례 반복
되었으나 아직 산출량 저하라는 핵심적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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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는 낮아지지 않았다. 본고가 살펴본 정책적 시사점을 넘어
서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은 차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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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ale of Korea’s Two Crises:
Distinct Aftermaths of 1997 and 2008 crises

Two economic crises that visited the Korean economy have
given rise to more pressing real time challenges.As Korea’s
economy becomes more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more
outwardly oriented, external shocks seem to create ever more
serious domestic turmoil. Increased vulnerability might come
unavoidably with increased openness. However, if every external
shock leaves indelible adverse marks on basic tenets of the
country’s economy such as potential output, the long term
economic outlook is very bleak.
What happens with respect to the trend growth trajectory in the
post 2008 period is a point of great interest in this regards. In the
wake of the 1997 crisis, both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ook
to the view that the pre-crisis period growth trend was not
sustainable and deceleration in growth was to be welcomed for a
more stable profile of economic performance over time. Despite
the distinctly lower growth profile since late 1990s, Korea’s
economy ran into difficulties in 2003 due to a domestic
cause(credit card burble and bust) and again in 2008 due to a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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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external shock. This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s in the
soundness of Korean economy might have been somewhat limited.
Several factors appear to have contributed to the puzzling result
that Korea’s economy fared much better in the aftermath of 2008
shock, which has been much more severe than the 1997 crisis by
any metrics. One, Korea in 2008 was not encumbered by the ‘70
trillion won’problem of non-performing assets that was uncovered
through messy restructuring processes as in the 1997-1998 crisis.
Of course there is goingto be reckoning of non-performing assets
this time aroundtoo as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and
assistance

since

late

2008

surely

have

postponed

eventual

realization of losses. However, for now the order of magnitude of
hidden problem is expected to be much less than that of the
pre-1997 period. For one, many businesses have maintained healthy
finances mainly due to robust export performances for several
years before 2008.
Two, comparatively speaking, policy reactions were prompt and
offered sufficient resources to stop the economy’s downward spiral.
This aspect stands in strong contrast to the situations of 1997-1998,
when interest rates were hiked over 20%while this time it was
lowered to 2% from above 5% in about 6 months. Fiscal
assistance came late and timid

in 1998 whereas a large

supplementary spending package came in early 2008 at the heel of
the regular annual budget, adding close to 2% point to the first
half growth. Furthermore, steps were taken to allay heightened fear
of another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could have easily turned
into a potentially dangerous self-fulfilling expectation. Particularly
useful was establishing currency swap facilities with the central
banks of the US, 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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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very aggress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leading
economies to counter the global financial freeze and its adverse
impact on real activity has helped through two channels. First, it
allowed a relatively rapid recovery of an orderly flow of financial
capital in and out of Korea, and put a floor to how far Korea’s
exports fell as a consequence of the global slowdown. Second, it
emboldened

Korean

policy

makers

to

implement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as well as macroeconomic supports. This is
a very different picture compared to a decade ago when local
policy makers would typically mention ‘consultation with the IMF’
somewhere

in

their

responses

Establishing currency swap

to

policy

related

questions.

arrangements and thus allowing

provision of foreign exchanges on a more normal basis, instead of
the mode of emergency credit facilities a la 1997 IMF assistance,
has had quite important salutaryeffect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se factors are still conjectures,
requiring

more systematic examination

for their quantitative

importance. Of course empirical approach might have to find
tractable ways to examine these issues, for example it might be
difficult to examine a quantitative significance of the third point
that is decidedly a qualitative observation. However, comparing
experiences of the other three countries that received emergency
IMF funding in 1997, then and now would be doable. This
examination could shed some light on to what extent Korea’s
outcome in the aftermath of 2008 crisis really is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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