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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백웅 기
(상명대 교수)

요 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 대응전략 및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글
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대증요법식 대응만 계속한다면
언제 또 다시 위기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하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
본 원인은 정부실패에 있으며 이 바탕 위에서 출구전략과 위기재발 방지대책이 마
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경제이론이나 실증분석 연구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수
십 년간 이룩해 온 금융발전이 과연 이론이나 실증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
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세
계 모든 나라에 걸쳐 대규모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지난 3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는
결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발전이 정말 경제성장률 제
고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 원인과 발전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금융발전 때문이 아니라 오히
려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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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는 2001년 12월 2일 엔론 파산보호신청 이후 사실상 회복국면에 진입하
였지만, 미 연준은 2001년 11월에 이미 저점을 찍은 경기회복세를 감지하지 못하여
그 이후 2003년 6월까지 3차례나 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결국 통화당국이 강행
한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로 생긴 거품이 경제 전반에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지 2년7개월이 지난 2006년 6월에 들어서야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3년에는 모기지 관련 신규대출금이 무려 4
조 달러에 육박하였고,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률은 2008년 4분기∼2009년 4분기까지 5분기 동안
에 GDP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실률은 1997년 외환위기의 절반
에 이르는 규모이다. 글로벌 위기는 생산뿐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
데, 경기가 회복 중인 2009년 1분기 이후에도 고용의 회복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고
용률이 어느 정도 경기후행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 4분기의 취업
증가세는 전년동기 대비 0%에 머물고 있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은의 기준금리 3.25%p 인하를
비롯한 각종 유동성 공급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대규모 추
경편성 및 파격적 감세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진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개
입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기의 씨앗을 제공하거
나 잠재적인 경제문제로 표출되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원한 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활동은 이제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다시 정상화되고 시장
개입은 축소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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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이 생존
의 기로에 서있다. 위기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물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회복 속도에
비해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구조가 노동절약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위기로 인한 기업부실도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이 많을수록 경제 활력은 저하되기 마련이며, 경제의 효율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실기업들이 연명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한다.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금리조정 등의 거시경제정책과 기업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미시경제정책이 병행되어야만 민간경제 활성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으며, 우리 경제는 위기에 대해서 강인한 체질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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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 시점을 명확히 짚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금융위원회의
4단계 구분1)에 의하면 올해로 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다. 예상보
다 빠른 글로벌 위기의 확산으로 경제전망이 암울했던 2009년 2월 초, IMF가 당해
연도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발표하자 국내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
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였다.2)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으며,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고 경기도 바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3) 이제는 우리 경제가 위기 기간 중
에 잠시 이탈했던 경기순환 궤도로의 재진입을 위해 정부와 통화당국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위기 대응 조치들을 거둬들이는 소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1)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라는 홈페이지 섹션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
행경과를 1단계(2007년 6월∼2008년 3월, 모기지 부실화 단계), 2단계(2008년 3월∼2008년 8
월, MBS, CDO 등 부실화 단계), 3단계(2008년 9월, 대형 금융기관 파산 단계) 및 4단계(2008
년 9월∼2008년 12월, 신용경색의 심화 및 글로벌 확산 단계)로 구분하였다.
2) KDI는 2009년 1월에 2009년 성장률 전망치를 0.7%라고 발표하였으나 5월에는 -2.3%로 낮추
었다.
3) 2010년 3월 8일 OECD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21개국의 GDP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 한국의 성장률은 0.2%로, 폴란드(1.7%)와 호주(1.4%)에 이어 3위를 기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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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 대응전략 및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유사한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규
제와 관련 법규 등 각종 제도적 정비도 아울러 추진 중이다. 예를 들면 개별 금융기
관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건전성 감독은 거시적 안목에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
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정책이 보완되고 있다.
많은 연구와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문헌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하게 된 근본 원인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장실패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정부실패(혹은 정책실패)에서 비롯되었는
지 여부는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이 충분히 구
명(究明)되지 않은 채 후속조치들이 마련되고 시행된다면, 언제 또 다시 위기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대증요법식 대
응만을 계속한다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라
는 주제하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에 더 큰 책
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런 바탕 위에서 향후 출구전략과 위기재발 방지대책 등이 마
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시장에 있
다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추후 위기와 관련이 깊은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
록 금융기관과 시장을 규제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장보다는 정
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면 시장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고 기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나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알아본다. 지
난 20세기 말에는 금융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수많은 파생상품들이 출현하였으며,
금융자유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한 나라의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빠른 속도
로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다. 이런 여건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으므로 우리
는 금융의 발전이 과연 실물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 관련이 없
는 것인지 2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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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위기의 배경을 소개한 후, 위기의 영향, 위기대응 정책 및 효과 등에 관해
살펴보며,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출구전략의 의미를 알아본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금리인상 등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미루고 있는데 이 시점
에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출구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앞의 논의를 토대로 5장에
서는 정부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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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1. 금융의 기능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금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경제학자들은 견해를 달리해 왔다.
Levine(1997)은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에 관한 여러 견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Bagehot(1873)과 Hicks(1969)는 금융이 영국의 산업화에 불을 댕겼다고 평가하였으
며, Schumpeter(1912)는 좋은 은행은 혁신적인 상품을 성공적으로 제조하는 기업가
들을 선별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Robinson
(1952)은 기업 활동이 있으면 금융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이런 견해는 경제

발전이 금융수요를 촉발하며, 금융시스템은 금융수요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반응한
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들은 금융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Lucas(1988)는 Chandavarkar(1992)와 같은 개발경제
학자들은 금융을 아예 무시함으로써 금융의 역할에 관해 회의적 견해를 나타낸다고
보았던 반면, 어떤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서 금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
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개발경제학을 조망한 Stern(1989)도 금융에 관해서는 논
의조차 하지 않았다.”
Levine(1997, 2005)은 금융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능을 함으로써 저축과 투자
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변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i)잠재적 투
자에 관한 사전적 정보를 생산하며 자본을 배분한다. (ii)투자를 감시하며, 금융을 제

16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공한 후 기업경영권을 행사한다. (iii)위험의 거래, 분산 및 관리를 가능케 한다. (iv)
저축을 동원하며 집중한다. (ⅴ)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같은 기
능을 고려할 때 금융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융이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은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잘 뒷받침되고 있다. Rajan and Zingales(1998)는
금융발전이 기업의 외부금융 비용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증
거를 찾아내었다. 특히, 1980년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외부
금융을 더 필요로 하는 산업이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가진 나라에서 더 빠르게 발전
한다는 경험적 증거도 얻어내었다. Levine(2005)도 다양한 분석모형과 데이터를 활
용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순히 역인과
관계만으로는 실증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김인철 외(2008)는 1990년 이후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성장기회4)와 경제성과가 연계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위 방정식에서   는  산업-  연도의 경제성과,   는 금융발전,  는 성장기
회,    는 제어변수,  와   는 산업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오차항이다. 동 연구는 1991∼2006년 기간에 걸쳐 22개 제조업의 패널자료를 사용
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금융발전5)이 실질 부가가치, 평균노동생산성, 사업체당
고용, 사업체수 등이 실물부문에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추정계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기회의 탄력성6)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4) 모형에서 성장기회는 실현된 생산량을 사용했으며, 해당 산업의 미래 성장기회를 대리한다고
가정하였다.
5) 금융발전변수는 금융기관 총여신, 주식시장 시가총액, 회사채 발행총액을 더하여 국내총생산
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6) 추정계수와 금융발전의 곱인  는 성장기회에 대한 경제성과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장기회가 높아진 산업의 성과는 향상되고 성장기회가 낮아진 산업의 경제성과는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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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금융발전이 성장기회의 변화에 따라서 사양산업으로부터 성장산업으로 자
원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실물부문의 효율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2. 금융부문이 포함된 경제성장모형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금융을 배제한 기존의 성장모형은 문제가
있다. 최근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성장 관련 유명 서적7) 중에서 금융
부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은 많지 않다. 본 절에서는 금융이 경제성장에 영향
을 주는 두 가지 모형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금융을 포함한 슘페터의 기술혁신 모
형이고, 두 번째는 금융중개의 효율성 여부가 경제성장률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금융
중개 모형이다.

(1) 기술혁신 모형
Aghion and Howitt(2009)은 슘페터의 기술혁신 모형을 활용하여 금융이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모형을 소개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기술혁신 모형에서 파
생되는 대출심사 모형과 신용승수 모형을 인용하였다. 기술혁신 모형은 금융제약이
있는 슘페터의 경제성장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금융을 혁신기업가에 제공하
는 금융중개 행위가 경제성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보여준다.
우선 금융제약이 없는 모형을 작성한 후 금융부문을 포함한 모형과 비교하기로
한다. 개인은 2기를 산다고 하자. 1기에 개인은 최종재를 생산하는 부문에 종사하며,
2기에는 기업가이든지 아니면 중간재를 생산하는 독점가가 된다고 하자. 기업가는
1기에 얻은 노동소득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가정한다. 총인구는  이지만 1이라
고 놓아도 무방하다. 모든 개인은 위험중립적이며, 1기에는 노동이 1단위 부여되는
반면에 2기에는 그러한 노동력이 없다. 재화는 최종재 하나만 존재하는데 완전경쟁
하에서 노동력과 연속적인 중간재를 결합하여 생산된다. 즉, 재화의 생산함수  는
7) Weil(2009)이나 Jones(1993)도 금융이 들어간 성장모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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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중간재  이고,    는 중간재를 생산요소로 결합할 때의 생산성이다. 최종재

는 소비되며, 연구개발(R&D)과 중간재 생산의 투입에도 사용된다. 시점  에서  라는
중간재 부문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2기의 사람은 그 부문을 혁신할 기회를 갖는다.
혁신에 성공하면  시점에  부문에서 독점적 생산자가 되며, 이 부문의 독점은 다음
기에 2기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부문  의 시점  초기에 주어진 기술을     이라고 하자. 생산성을 나타내는 기
술 파라미터는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래 식의 평균값
으로 표현된다.


   




   

즉, 혁신에 성공한 기업가의 생산성 파라미터는        (   )인 반면에 실
패한 기업가의 생산성 파라미터는        이 된다.  는  부문,  시점에서 혁신
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자. 이 확률은 시간과 부문을 불문하고 상수라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전체 부문 중  만큼의 생산성은     이 되며, 나머지 부문인    의
생산성은     이 된다. 따라서 모든 부문을 통틀어 평균 생산성은
              

이 되며, 평균생산성 증가율은 아래 식처럼 표현된다.
     
      



중간재 부문의 혁신에 성공한 독점가는 최종재 1단위로 중간재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독점가격  는 최종재에 대한 중간재의 한계생산물이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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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중간재 부문의 이윤극대화 조건에 의해 균형 이윤은      (단,






 ≡        )가 되고, 최종재 총생산량은      (단,       )가 된다. 이

경제의 GDP는 생산성 파라미터  에 비례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증
가율     와 같아진다.
이상의 기본 모형을 금융제약이 없을 경우8)와 있을 경우의 슘페터 기술혁신 모형
으로 발전시켜 보자. 금융제약이 없을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R&D 투입비용을
 이라고 하고 목표 생산성 수준을         이라고 한다면, 기업가가 혁신에

성공할 확률은








      단,   
   


이 된다. 함수 ∙는 일종의 Cobb-Douglas 함수로 가정하여 구체적인 방정식을
위 식에 적었다. 즉,  는 R&D 투입비용9)인  의 증가함수이지만 조정된 생산성
  의 감소함수라고 보았다. 이것은 더 많은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할수록 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며, 기술발전이 될수록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혁신을 이룩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위 방정식으로부터 성공확률이  인
혁신에 필요한 R&D 비용은
      , 단,   

으로 도출된다. 기업가는 예상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용  를 선택하는
데 위의 설정으로 볼 때 연구개발 투입비용인  의 선택문제는 결국  의 선택문제
로 단순화할 수 있다. 즉, 최종 문제를 기업가의 이윤극대화식
     

8) 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9)  는 기술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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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간주할 때, 균형 혁신확률은 1계 조건으로부터
   가 된다. 이로써 균형 경제성장률은      이 된다.

1) 대출심사 모형

시점  에서 모든 혁신가는 임금소득이     인 1기 사람이다. 이 사람이 R&D 투
자자금으로  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자로부터 모자라는 자금인         
을 빌려야 한다. 앞의 정식화와는 달리 대출에 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투자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윤은 기
업가와 대출자가 나누어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모형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사람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을 추가한다. 은행은 대출이 부실
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을 치러 대출을 심사한다. 대출이 부실화되면
원금을 모두 떼이기 때문이다.
차입자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확률을  , 그렇지
않을 확률을    라고 하자. 여기에 은행이 최종재  로 표현된 대출심사 비용을
들이면 차입자의 사업계획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하자. 사업계획으로부터의
상환금이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득실은 없다.10) 이때 사업가와 은행에 지급
되는 총이윤은 혁신에 성공했을 때의 예상수익으로부터 R&D 비용 및 심사비용을
제한 것이 된다. 즉,

       

이제     를 대입하면,          가 된다. 이 식을 극


대화하는 균형 혁신확률  를 구하면    가 되고, 균형 경제성장률은
   

     이 된다. 따라서 대출심사비용  가 높을수록 혁신에 성공할
   
10) 상환금이   이므로 은행의 예상 이윤은 상환확률×상환금-대출심사비용=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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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낮아지고 균형 경제성장률도 하락한다. 효율적인 은행을 가질수록 대출심
사에 소요되는 비용  는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균형 경제성장률은 상승한다.
2) 신용승수 모형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은행은 차입자의 행위를 계속 감시하기 때문에 차입자
가 채무를 불이행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일정한 은닉비용,
 (단,      )을 지불함으로써 혁신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채무를 불이행

할 수는 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때  는 감시가 얼마나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는지, 즉 대출감시 측면에서 판단한 은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용 파
라미터이다.  가 클수록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진다.
차입자는 혁신 성공에 관한 정보를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감출 것인지를 결정하
는 시기의 초에 은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차입자는 아래와 같은 유인합치성 제약
(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이 깨질 때에만 성공 정보를 은닉하려고 한다.

 ≥          
 는 대출에 대한 이자율 요인,    는 연구개발투자  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의 혁신 확률이다. 위 식의 오른쪽 항은 정보를 은닉했을 때의 예상이득이 되므로
은닉비용이 은닉 예상이득보다 크다면 굳이 정보를 숨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오른쪽 항이 왼쪽 항보다 크다면 유인합치성이 깨지기 때문에 차입자는 성공 정
보를 숨기려고 한다.
중첩세대모형에서 유일한 잠재적 대출자는 동일한 시기를 살고 있는 1기의 사람
이므로 이 사람들은 예상 상환금액이 대출금액과 같기만 하면 대출을 주려고 한다.
따라서      이라는 조건에 의해 주어진 양의 이자율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
서 유인합치성 제약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는 초기 부존자원(    )의 승수배( , 신용
승수)인 
 를 초과하지 못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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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의 상한선 
 가 신용제약이 없을 때의 연구개발비보다 작다면(즉,
        ),

기업가는 당연히 최대금액인 
 를 대출받으려고 할 것이다. 균

형 임금     은 노동의 한계생산물이므로 위의 생산함수로부터 관계식을 도출하면,
        

이 된다(단,

     ).

따라서           는    가 된다.

즉, 기업가는 금융발전이 진전되어  가 커지거나(혹은  가 커지거나), 총생산량의 일정
비율로 표현되는 초기 부존자원  가 클 때는 제약조건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
아진다. 정책적으로는 신용승수가 클수록 대출자를 속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출자는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하며, 차입자의 초기 부존자원이 많을수록
대출자가 대출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필요 자금의 자체 조달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은닉비용  가 수반되는 모형에서 경제성장률은
     
 

가 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금융발전 지표에 해당하는  가 클수록, 기업가의
부존자산에 해당하는  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2) 금융중개 모형
이지순(2007)은 금융중개의 효율성11) 여부가 경제성장률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
는 모형을 만들었다. 이론적 근거는 효율성이 높은 금융중개 기법을 활용하면 저축
과 투자를 연결시키는 데 비용이 적게 들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
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자율화나 금융개방 조치는 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주
므로 경제성장률 제고에 공헌하겠지만, 세밀한 준비작업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11) 이 모형에서는 금융개혁조치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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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율화나 금융개방은 금융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12) 여기에서는 이지순(2007)의 금융중개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연
결시키는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는 총생산물,  는 넓은 의미의 자본재,  는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 수준을 나타

낸다. 생산함수는  모형으로  는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사회 자본 등을 포괄하
는 광의의 자본재를 나타낸다.  는 생산성의 척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수준과
효율성에 의해 정해진다. 기술수준을  , 효율성의 척도를  로 나타내면
   ∙  가 된다. 효율성  는 이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인 자본재  와 기술 

의 활용도를 나타낸다. 자본재의 양이 많고 기술이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낮으면 총생산량은 낮아진다. 생산된 재화는 소비  와 저축  로 나누어 사용되는데
소비와 저축의 비율은    와  라고 가정한다. 자본축적은 투자  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기존 자본재에 대해  의 비율로 감가상각이 진행된다. 금융중개는 흑자부문
의 저축  가 적자부문의 투자  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는 금융부문
이  를 투입요소로 해서 생산하는 금융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며     는 해당 금
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금융부문이 사용하는 자원의 양을 나타낸다.    는 저
축이 투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고려하는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금
융중개의 총량이 된다.
금융서비스 생산량     는 투입요소  의 증가함수이다.  는 신용창출 과정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  가 성립한다. 파라미터  는 금융서비스

12) Kim(2009)은 금융개방에 따라 자본유입이 자유화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는 편익과 비용을 잘 계산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흥시장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에 관해서는 학자 간 평가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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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금융중개 비용
함수     에서  는 중개되는 자원의 양을 나타내고  는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일반적으로  는  의 증가함수가 된다. 금융부문이  라는
투입요소를 들여          만큼의 순금융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는 금융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되며 여기에 총생산량 

를 합하면 이것이 바로 GDP가 된다. 따라서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식은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인데,
금융서비스의 생산함수는  의 증가함수로        로 단순화한다. 그러면
        가 되며 모형의 핵심은 금융중개비용이 된다. 만약 비용함수
    를 효율성 파라미터  의 함수로서 인식한다면  가 클수록 금융중개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양의 금융을 중개하는 데 드는 비
용이 줄어들거나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중개할 수 있는 금융의 양이 많아짐을 의
미한다.  는 효율적인 금융중개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를 높이려면 그에 합당
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는 아래 식처럼 정식화될 수 있
으며, 평균 및 한계비용함수는  자형 곡선이 된다.


             13)


위 식을  의 함수로 본다면, 총비용  를 최소화하는 효율성 파라미터  는 미분
을 통해 쉽게 계산된다. 즉, 최적 파라미터  는 다음과 같다.
 






 


 를 변형하면 아래 식이 된다.
이제 모형의 해를 구하기 위해   함수를 이용해 



13)    는 고정비용,  는 가변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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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이므로 위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를 구성하는  에 관한 두 식을 따로 따
가 되며,       를 가정할 때 


로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양의 절편을 가졌지만 기울기는 자신보다 작은 직
   이 되게 하는 자본량을   ,
선을 아래로부터 관통하는 모습이 된다. 여기서 

즉 정상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요한 점은 효율성 파라미터인  의 변화는   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
다는 사실이다.  를 높여서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고정비용을 지불해야 하
므로 이는   를 증가시키는 변화를 초래하고,  가 높아져서 금융중개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금융중개비용의 한계비용이 감소하므로   를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금
융개혁조치를 실행에 옮길 때 고정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한계비용의 감소가
작은 경우에는 금융개혁조치가 경제를 퇴보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고정비용은 적게
들지만 한계비용의 감소가 큰 금융개혁조치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이 모형에서
경제성장률 및  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변화 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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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으로부터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조치가 경제성장률을 항상 높이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본축적량  가 임계 자본축적량    보다
작을 때에는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혁조치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
다. 반면에      일 때는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혁조치가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는 부유한 나라일수록      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금융개혁조치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또한 임계 자본축
적량    는 저축률  와 생산성  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아질수록, 생
산성이 높을수록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조치가 경제
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모형들이나 실증연구는 모두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금융발전이 과연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금
융위기는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이번 경우처럼 3∼4년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는 잠
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발전이 과연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결론 내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좀 더 긴 시각
에서 생각하면,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발전 때문이 아니라 오
히려 정반대로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시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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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글로벌 금융위기

1. 위기의 배경과 발생과정
(1) 배경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1997
년에 겪었던 외환위기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Blanchard(2009)는 위기 발
생에 앞서 수년 전부터 다음 네 가지 현상이 진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i)금융시장
에서 새로운 자산이 만들어지고 거래되었는데 위험이 과소평가되었다. (ii)증권화가
진전되어 상품구조가 복잡해졌고,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평가가 어려워졌
다. (iii)증권화 및 세계화가 진전되어 국내외 금융기관 간의 연계가 심화되었다. (iv)
차입 경영이 증가하였다. 이상 네 가지 현상을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6월부터 실체를 드러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사태의 불을 댕겼지만,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다양한 파생
상품들과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순식간에 그 영향이 금융부문으로 전파되었다. 금융
부문으로 위기의 불씨가 옮겨 붙자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세계경제로 확
산되었다. 부동산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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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모기지 부실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사태를 수습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용경색은 마침내 소비와 투자의 위축을 필두로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국가 간 교역을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었다.14)
2009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논문과 서적이 출간되었으며, 이에
관한 국제세미나와 컨퍼런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최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요인들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 미국 공화당 정권의 실
정,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문제처럼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요인들도
있다. 심지어는 파생상품의 출현을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석도 있어서, 어
느 선까지를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해야 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
각한다.
최혁(2009)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급증과 주택가격의 비정상적 급등의 요인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i)역대 미
국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장려정책 (ii)2000년대 초 저금리시대의 장기화 (iii)금융공
학과 파생상품의 발달로 미국 주택시장과 세계 자본시장의 연결 (iv)금융기관, 가계
및 신용평가기관 등 여러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다. 이상의 네 가지 요인은
Blanchard(2009)와 일부 중복되기도 하지만 세 번째 요인을 제외하면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실패에 있다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본 절 후반
부에서 위기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 있는지 분석하였
다.

14) IMF의 2009년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는 2007∼2009년 중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각각 7.3%, 3.0% 및 -11.9%로 추정하였다.
15)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정부실패란 제도적 측면, 즉 금융감독이나 규제의 실패까지 포함하는 광
범위한 개념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행정부의 활동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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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과 직접적 원인
미국의 경기는 2001년 3월을 정점으로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16) 경기하강
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0년대 경기확장을 주도했던 IT, 즉 닷컴의 버블 붕괴라고
할 수 있지만,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 2001년 말에 터
진 엔론(Enron)의 회계부정사건과 이에 연관된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on)의 회사
정리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일조하였다. 미국 경기는 2001년 12월 2일 엔론 파산
보호신청 이후 사실상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지만, 미 연방준비은행은 2001년 11월에
이미 저점을 찍은 경기회복세를 감지하지 못하여 2003년 6월까지 무려 3차례나 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그림 1> 참조).17)
미 연준은 1%였던 연방기금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년 동안 17차례나 올린 결
과 2006년 6월에는 그 수준이 5.25%에 달하였다. 정책금리의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
을 초래했고, 모기지 대출 연체율도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8
년 2분기까지 상승 추이가 지속되었다. 저금리로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은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대출금 연체가 증가하기 시
작했으며,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미국의 주택가격은 원리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
택수요의 위축을 반영하여 2006년 초부터 상승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 원인은 무엇보다 먼저 잘못된 경제전망에 기초한 통화당
국의 무리한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로 인한 버블 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2003년에는 모기지 관련 신규대출금이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으며,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서브프라
임 모기지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두 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신흥개도국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
16) NBER의 기준순환일(reference cycles)에 의하면 2001년 3∼11월은 경기수축기이며, 2001년
12월부터 경기는 확장국면에 진입하였다. 이후의 경기수축기는 2007년 12월부터 시작하였지
만 NBER은 2009년 12월 현재 아직 경기저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17)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미 연방기금 금리는 2001년 12월(2%→1.75%), 2002년 11월
(1.75%→1.25%), 2003년 6월(1.25%→1%)에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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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과잉유동성이 심화되는 글로벌 불균형이다. 중국 등의 신흥개도국은 경상
수지 흑자 및 과잉저축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선진국의 국채매입에 사용하였다. 다
시 말해 미국 등 선진국이 발행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이 지역에 재투자한 결과를
보였다. 결국, 신흥개도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미국인들의 소비 활동과 주택구입
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한 미국의 과잉소비와 경상수지 적자는 불가피했으며, 부동
산 등의 자산시장에는 거품이 형성되었다.
<그림 1> 주요 국제금리
(단위: %)

주: 일본(기준할인율), 영국(RP금리), 유로(단기공개시작조작금리), 미국(연방기금금리), 한국
(기준금리)

마지막 직접적 원인은 실물부문과 괴리된 금융부문의 급속한 성장, 금융기관의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태가 발발하
기 전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
지 못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실패가 발생하였다. 금융규제도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민
간부문의 빠른 혁신을 따라가지 못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시가평가제도는 경기순
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위기 발생 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금융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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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자본금 규제와 시가평가 등의 금융감독 시
스템은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즉각 노출시킴으로써 자산을 연
쇄상각하여 신용위축을 더욱 강화한다. 이상에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몇 가지로
고려해 보았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기
의 근본 원인에 관해서는 5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2. 위기의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기에 미친 영향은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7년까지 약 5%대의 성장률은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
화 그 후 2년간 0∼2%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투자, 수출입 등의 지출
활동 지표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림 2>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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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출항목별 증감률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2000. 1∼2010. 1)

주: 2000. 8∼2001. 7, 2002. 12∼2005. 4는 각각 통계청의 공식 수축국면, 2008. 1 이후는
글로벌 위기로 인해 수축국면으로 예상하는 구간으로 음영 처리

위기가 경기순환에 미친 영향은 <그림 4>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나타나
있다. 2008년 9월∼2009년 2월까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
후 경기가 급락하는 모습과 2009년 2월 이후 최근까지 경기가 급등하는 모습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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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보기에는 V자형 회복이다. 그렇지만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개념은
추세로부터의 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기로 인하여 추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는
순환변동치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추세하락을 파악하려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
다.
본 절에서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가상적인 국내
총생산과 실제의 국내총생산과의 차이를 시산한 후, 이것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손실 규모라고 간주하였다. 가상적 총생산은 단순추세 연장 방식을 활용하여 생성하
였다. 추세 산정을 위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추세 변화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만 추세 산정 기간으로 고려하였다. 주어진 자
료를 활용하여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 5분기 동안의 GDP 손실 규모
를 계산하면 <표 1>과 같고 실제치 및 추세치는 <그림 5>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5분기 동안의 평균 손실률은 6.3%로 추정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
한 손실규모를 외환위기와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외환위기의 손실률을 계
산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발생 직후 2년간의 평균 손실률은 11.8%로 추정되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률의 약 2배로 나타났다(<표 2> <그림 6> 참조).
<표 1>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GDP 손실 규모
기간

2008:4

2009:1

2009:2

2009:3

2009:4

5분기
평균

손실률(-, %)
손실액/추세치

-7.0

-7.9

-6.6

-4.6

-5.5

-6.3

<표 2> 외환위기로 인한 GDP 손실 규모
기간

손실률(-, %)
손실액/추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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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 1998:2 1998:3 1998:4 1999:1 1999:2 1999:3 1999:4

2년
평균

-11.1

-11.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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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3.5

-12.5

-10.6

-10.1

-8.8

<그림 5>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손실규모
(단위: 10억 원, 불변가격)

<그림 6> 외환위기에 의한 손실규모
(10억 원, 불변가격)

두 위기 기간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성장률 하
락폭은 외환위기로 인한 성장률 하락폭보다는 작으며 회복세도 빠른 편이다(<그림
7> 참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분기 째인 2009년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2%까지 크게 후퇴하여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번의 위기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기순환상의 회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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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인한 충격은 생산수준의 항구적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항상 점검하여 위험 요인을 줄여 나가야 하며, 위기가 발생
하더라도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림 7>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전후한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비, %)

<그림 8>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전후한 취업자 증가율
(전년동기비, %)

주: 외환위기 발생시점은 1997년 4분기, 글로벌 위기 발생시점은 2008년 3분기로 간주하여
시점 0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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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 8>의 취업자 증가율을 살
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환위기에 비해 위기 기간 중 취업자 감소폭이 상당히
작았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때는 취업자 수가 위기 발생 바로 다음 분기부터 5
분기 연속 2.9∼7.0% 감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위기 발생 2분기와 3분기
후에 각각 0.6%씩의 감소에 그쳤고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취업자 증가율도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위기 중 고용률
의 둔화는 현저하지만 실업률의 상승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경기가 불황
에 빠지게 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근로자들이 먼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
동인구로 편입되어 고용률이 실업률보다 지표상 먼저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
하여 <그림 11>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7∼2009년의 위기 기간 중에는 빠르게 낮
아졌으며 고용률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림 9> 실업률

<그림 10> 고용률

<그림 11>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12> 원/달러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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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2009년 3월까지 상승하기 시작한 대미 달러 환율은 2010년 2월 현
재 1,150원대로 2004년 6월 수준이다(<그림 12> 참조). 환율의 상승은 국민소득의 대
외구매력을 약화시키므로 손실로 귀착되기 마련이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
력의 강화는 간접적으로 소득의 증가를 수반한다. <그림 13>에 나타난 가장 큰 특
징은 2008년과 2009년의 국제수지 변수들의 반전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등의
국제수지 관련 변수는 환율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08년에는 고유
가18) 및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외국자본 이탈로 인한 자본수지의 적자 규모도 상당히 컸다. 그러나 2009년에는 원
유가 안정 및 상품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4
백억 달러를 넘었으며, 외국자본의 재유입에 따라 자본수지도 흑자로 반전되었다.
<그림 13>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단위: 백만 달러)

<그림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2008년에는 균형에서 크게 벗어난 거시경제지표들이 경제성장과 국제수지를 중
심으로 2009년에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내 균형을 보여주는 물가상승
률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14>를 보면 고유가와 환율
상승폭이 컸던 2008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4.5%를 넘었으나 원유가와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한 2009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3% 이하로 낮아져 2007∼
2009년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3.3%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
3.5%)를 충족하게 되었다. 한편 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은 큰 변
18) <그림 15>의 원유가 변동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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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2009년 초부터 주식가격은 외국인의 주식시장 회귀
의 영향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그림 16> 참조).
<그림 15> WTI 현물유가
(단위: %)

<그림 16> 주택(아파트)가격, KOSPI
(단위: %)

경기 둔화나 침체기에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심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소득불균형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절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7∼2009년을 전후하여 소득불균형 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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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소득 5분위배율19) 및 상대적 빈곤율20)을 조사해 보았다. <그림 17>∼<그림
19>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세 가지 분배지표의 그래프이다. 여
기에서 시장소득이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것으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소득인 반면에,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을 정부가
조세와 이전소득에 의해 조정한 소득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두 가지 소득 기준에
의한 차이는 재분배정책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7> 소득분배지표

<그림 18> 소득5분위배율

<그림 19> 상대적 빈곤율

세 가지 소득분배지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간 소득분배가 지속적 악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장소득이나 가처분소득 어

19)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20)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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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기준으로 보나 동일하다. 2008∼2009년에는 지표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시장소득을 중심으로 할 경우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은 2008년에 악화되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약간 줄어들었다. 한편, 2009년에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
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08∼2009년의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은
조금 개선되었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약간 악화되었다. 이로써 글로벌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2008∼2009년의 소득분배구조는 그 이전 4년간에 비해 악화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으며, 소득재분배 정책에 의해 소득불균형 정도는 미약하나마 개선되
었다고 할 수 있다.

3. 위기대응 정책
이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대응을 간단히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글
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의 대응
미국은 금융기관들을 한꺼번에 구제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이것은
2008년 9월 28일에 발표된 부실자산구제계획(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으
로 동 계획의 골자는 MBS, CDO 등 모기지 대출과 관련한 부실자산을 정부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7,000억 달러 규
모의 구제금융법안을 2008년 10월 3일에 통과시켰다.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ㆍ확산되면서 미 의회는 2009년 2월 17일
7,89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골자로 하는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21) 를 통과시켰다. 또한, 미 연준은 5.25%였던 연방기금금리를 2007년 9월부터 8
차례에 걸쳐 인하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에는 0.25%까지 하락시킴으로써 실제로
21) 동 법안에는 감세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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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금리정책을 시행하였다. 연준의 대폭적인 금리인하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
책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연준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TARP와 같은 금융기관 구제방안은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연준은 인
플레 우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확장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로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의 대응
1) 정부지출 확대정책
우리나라는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 국제 원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국내유
가도 불가피하게 폭등할 수밖에 없었으며, 동년 4분기 중에는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크게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
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경영안정화, 서민생활의 지원, 일자리창출
과 SOC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지출 확장정책을 시행하
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6월에는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4조6
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2009년 예산안 편성 시보다 실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자 초안보다 10조 원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
회에 제출하였다. 2009년 들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의 골이 더
욱 깊어지자 정부는 2009년 3월에 총규모 28조9천억 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하
였으며 국회는 28조4천억 원을 최종 승인ㆍ확정하였다. 2009년 제1차 추경 규모는
GDP 대비 2.8%에 이르는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제2차 추경 규모인 GDP 대
비 2.9%와 비견할 만한 대규모 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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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8∼2009년 추경 및 수정예산의 주요 지출 내용
구 분

2008년
추경

2009년
수정예산(증액분)

2009년
제1차 추경

편성시기

2008년 6월

2008년 11월

2009년 4월

규모

4.6조 원

10조 원

28.4조 원

지방경제
활성화

SOC등 1조 원

지방 SOC 확충 등
4.6조 원

3.5조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유류비 환급 등
1.3조 원

1.0조 원

4.1조 원

농어민포함 유류비
지원 등 0.4조 원

농어민 포함 3.4조 원

4.5조 원

-

0.3조 원

2.8조 원

에너지절감 및
중장기에너지
확보 지원

지방재정지원 확대
1.1조 원,
외국환평형기금확대
5.6조 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투자
2.3조 원,
세입감소 보전
11.2조 원

중소기업⋅
주요
자영업자 지원
지출
실업대책
내용

기타

자료: 기획재정부

2) 감세정책
정부는 지출확대와 감세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표 4>와 같은 조세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당국이 경기활
성화를 위해 사용한 감세정책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하였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면
제(과밀억제권 제외)하거나 감면(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키로 하였다. 또한 2∼3주택보
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인하하였으며,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법인(법인세율+30% 추가)과 개인(60% 중과)에 대한 중과도 폐지하고, 법인세율
(법인)과 기본세율(개인, 6∼35%)로 과세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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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8년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주요 내용
발표시기

주요 내용

소득세율

- 구간별 세율 2%p 인하(8∼35% → 6∼33%)

법인세율

- 낮은 세율 예: 현행 13% → (2008년 귀속) 11% → (10년 귀속) 10%
- 높은 세율 예: 현행 25% → (2009년 귀속) 22% → (10년 귀속) 20%

양도세
2008. 9. 1. 상속세
개편안까지
종부세
발표사항

- 소득세율 수준(6∼33%)으로 인하
- 부동산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화
-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6억 원 → 9억 원), 과세표준조정 및 세율인하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1997년 수준(80%) 적용

- R&D 투자용 준비금(매출액의 3%)의 비용 인정
기업투자,
- 중소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당기 지출분의 15% → 25%)
서민생활
- 수도권 투자 시에도 투자금액의 3%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안정
-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2008. 12. 19.

2009. 2. 12.

승용차 소 - 2008년 12월 19일∼2009년 6월 30일 중 생산된 승용차 중 2,000cc 이
비세 인하 하 5% → 3.5%, 초과: 10% → 7%로 인하
미분양
주택해소

- 2009년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과
밀억제권역 제외) 혹은 50% 감면(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일자리
나누기

-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당해 종업원의 임금삭
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
서 추가로 공제

중산 층ㆍ -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 퇴직소득자(임원 제외) 산출세액의 30%(2009
서민층
년 말 한시),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지원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일부(200만 원 한도)를 소득 공제
기업재무
구조개선

2009. 3. 13.

-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 시 법인세 감면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 보유자산 매각 시 비과세

- 2~3주택보유자 중과세에서 양도세 기본세율(6∼35%)로 인하
부동산
시장 활성 -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법인(법인세율+30% 추가), 개인(60% 중과)에
대한 중과 폐지 → 법인세율(법인)과 기본세율(개인, 6∼35%)로 과세
화
외화 유동
성 확보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 투자 시 OECD 선진국과 동일하
게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양도세 한시 감면

투자촉진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기본공제(3% 혹은 10%)에 추가 세액공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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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R&D 투자 준비금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며, 중소기업 R&D 비용도 당기 지출분의 25%까지 세액공제를 적
용해 주기로 하였다. 수도권 투자 시 투자금액의 3%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
하며,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
를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
원하기 위해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생산된 승용차 중에서
2,000cc 이하(초과)에 대해서 적용하던 5%(10%) 소비세율을 3.5%(7%)로 인하하였다.
한편, 금융부채상환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법인세를 감
면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
국인이 국채와 통안채 투자 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3) 통화금융정책

한국은행은 금융위기로 불안해진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고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표 5>에서 보듯이 2008년 중 4회, 2009년 중 2회 등 총 6차례에 걸
쳐 한은 기준금리를 3.25%p 인하하는 과감한 금리정책을 단행하였다. 기준금리 인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신
용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정책들도 있다. 신용경색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은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출자하였으며,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
급하는 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의 경우, 한은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경로와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RP매입 거래 대상기관에 기존의
금융기관22) 외에 12개의 증권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RP거래 대상증권을 확대하기
22) 은행(국내은행 14개, 외은지점 5개) 19개, 증권사 1개, 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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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존의 국고채, 통안채에 은행채 및 특수채(2008년 10월)와 주택금융공사채
(2008년 12월)를 추가하였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의 경우, 신용경색으로 인해 회

사채 발행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한국은행(5조 원)과 산업은행(2조 원) 이외에
기타 금융기관이 출자한 총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사채, 채권담보부증권(CBO), 금융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채권발행시장의 활
성화를 유도하였다.
<표 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
조정일자

2008. 8. 7

10. 9

10. 27

11. 7

12. 11 2009. 1. 9 2009. 2. 12∼현재

조정폭(%p)

0.25

-0.25

-0.75

-0.25

-1.00

-0.5

-0.5

목표금리(%)

5.25

5.00

4.25

4.00

3.00

2.5

2.0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경우, 한은은 RP매입을 확대하고,
통안증권을 중도환매(2008년 10월 23일, 7,000억 원)하였으며, 국고채를 직매입(2008년
11월 19일, 1조 원)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조치를 취하였다. 한

은은 동 조치들을 통하여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5조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출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기
타 금융정책으로는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표 6>
에서 보듯이 한은은 두 차례에 걸쳐 총액대출한도를 6조5천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3조5천억 원 증액하고, 이 중에서 2조 원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신속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였다.
<표 6>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증액 내용
구 분

2008. 10. 23.

2009. 3. 12.

증 액

2.5조 원

1.0조 원

한 도

9.0조 원

10.0조 원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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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한은은 은행들의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대출여력을 확충해 주기 위하여
지준예치금에 대한 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 12월 11일에 한은은 5,002억 원
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약 4조6억 원의 은행여신을 확충할 수 있는 여
력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담보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한은대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취득한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의 신용증권을 총액한도대출에서만 담보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담보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대한 한
은의 자금조정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금리조정 요건을 완화
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유동성 경색현상
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4) 외환정책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대
책을 실시하는 등 각종 외환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미 연준과 일본은행, 중국인
민은행과의 외환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IMF로부터 항상 인출이 가능
한 단기 유동성 지원 자금까지 더하여 정책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외화유동성을 약
1,120억 달러로 증액시켜 놓았다. 또한,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신속하고도 충분
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은행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은
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가 1,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3년의 지급보증을 시행하
였다. 더불어 외평기금을 확충하였고,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
했으며, 원화예금(5,000만 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과 외은
지점의 외화예금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 결과 외평기금은 2008년에 10조
원에서 2009년에는 20조6천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외화유동성의 악화 현상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년 2월에는 외화유
동성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할 때는 소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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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조치하였고,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이 밖에도 관련 지침을 바꾸어 공기
업의 해외차입을 유도하였고, 글로벌 정책공조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
을 강화하였으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출촉진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에 주력하였다.

5) 기타 금융정책

정부는 기업의 수출입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산업은행
(1조4,000억 원), 기업은행(1조 원)과 수출입은행(6,500억 원)에 출자하였다. 한국수출입

은행에 대해서는 2008년 말에 6,500억 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고, 2009년 1월에
는 3,000억 원의 현금출자에 이어 3월에 세 번째로 5,000억 원 수준의 정부보유 도
로공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였다.
또한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조선업 등의 수출업체를 위해 보증․보험 공급을 확
대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보험에 대한 추가 출연을 통하여 총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는 2009년 제1차 추경에 기업은행(3,000억 원)과 수출입은행
(3,000억 원)에 대한 추가 출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1조 6,000억 원), 수출보험

기금(2,000억 원), 지역신보⋅중앙회(5,700억 원)에 대한 출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추경 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대폭 늘린 것은 2009년
2월에 정부가 시중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수출ㆍ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금
을 100% 보증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어놓음으로써, 해당 보증기관의 부실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그 배경이다. 중소기업청도 융자자금에 대한 지원을
2008년에 3조2천억 원에서 2009년에는 4조3천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운전자금에
대한 심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10일 내외로 단축함으로써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
였다. 가계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자본금을 증자(2009년 중 추경 포함 4,000
억 원)해 줌으로써 장기․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 공급을 확대하였고, 변동금리대출

의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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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대응 효과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 확대는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며, 감세는 경제
안정과 같은 장기적 목표 달성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정부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보다는 단기적인 부양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지
출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민간투자나 민간소비
를 구축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지출을 소비지출
과 투자지출로 구분한다면, 정부소비지출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
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같은 정부투자지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감세는 노동공급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위기 시에는 정부지출확대의 단기적 기능과
감세의 장기적 기능을 조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의 규모와 감세 규모는 2008년 명목 GDP 대비
각각 4.2%와 1.54%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규모의 정부지출과 감세가 생산에 얼마
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재정승수의 크기에 달려 있다. 백웅기(2009)는
현진권(2009)의 정부지출승수 0.56과 조세승수 0.3을 활용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정
부지출과 감세가 GDP를 각각 2.35% 및 0.4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
정하였다.
통화정책의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지만, 물가를 상승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기준금
리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생산을 확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인상으로 대부분의
효과가 나타난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의 효과는 어떤 모형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이 2007년에 개발한 동태적 최적화모형
(BOKDSGE)23)은 가격경직성을 가정한 뉴케인지언 모형으로 통화주의적 결과를 도

출했던 과거의 한은 모형과는 차이를 보인다.24)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23) 강희돈․박양수(2007) 참조.
24) BOKDSGE는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의 이론 틀 내에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으로 작
성되었다.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모수는 캘리브레이션과 구조적 추정법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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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차연도에는 생산이 0.18% 증가하며 물가는 0.1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5) <표 7>의 반응 계수를 이용하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
리를 325bp(5.25%→2%로) 인하한 것은 당해연도 GDP를 2.34%, 물가를 1.43% 상승
시키며 3년 평균으로는 GDP를 1.04%, 물가를 0.91%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7> 25b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
(단위: %)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평균

생산
금리
물가
고용

0.18
-0.25
0.05
0.11

0.04
-0.20
-0.01
0.05

0.01
-0.08
0.00
0.03

0.08
-0.18
0.01
0.07

자료: 강희돈․박양수(2007)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한 통화 및 재정정책 조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고려한 거
시경제모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백웅기ㆍ서은숙(2010)의 연구결과를 인
용하여 재정 및 통화정책의 산출효과를 알아보기로 한다.26)
백웅기ㆍ서은숙(2010)은 글로벌 위기기간을 포함한 1994∼2009년까지 재정정책
의 산출효과를 분석하고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 연구는 우선 정
부지출의 확대는 생산을 확대시키며, 증세는 생산을 위축시키는 통상적인 가설을 그
대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
에 이용하였다. 이 모형도 다른 DSGE 모형처럼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와 가격경직성 등을
반영한다.
25) 이것은 강희돈․박양수(2007)의 금리인상 충격을 금리인하 충격에 적용한 것으로 부호만 바
꾸었다.
26) 위기 대응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모형, 분석기간,
고려하는 정책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미시효과는 사용하는 자료와
제어변수 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거시효과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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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석의 경우, 재정지출 충격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지만 충격반응의 방향은 ‘+’
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정정책의 산출효과가 유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효성도
없고, 정부지출 확대가 오히려 생산 위축을 초래한다는 기존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동 연구는 GDP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은 재정지출보다
감세가 더 큼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할 때도 동일하
였다. 셋째로 동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지출이 조세보다는 더 긴
산출효과의 유지기간을 보였는데, 이는 정부지출의 확대가 단기 부양에 적합하다는
통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변수를 고려했을 경
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포함 유무와 상관없이 감세와 지출확대 등 재정정책의
산출효과가 모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빠른 경기
회복이 전적으로 재정활동에 기인했다기보다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정부지출의 경기조절 기능을
과대평가하여 경기 후퇴기에 정부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
전성이 위협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물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7)
정부가 시행한 위기대응 정책이 가계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림 20>∼<그림 21>에서 글로벌 위기를 전후하여 가계와 기업의 건
전성 지표 변화를 보면 큰 흐름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낮아지고 있다. 사실 글로벌 위기 기간 중에도 가계부
채는 계속 증가하였지만 가계부문의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월별지표를 보
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55∼0.67% 범위에서 움직였고, 2009년 12월 말에는 0.42%
까지 하락하였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이보다 낮은 0.33%까지 하락하
였다. 한편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9년 1분기에 2.4%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낮아졌
던 반면에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에 오히려 상승하였다. 그
27) 재정 및 통화정책이 위기 기간 중 어떠한 효과를 보였는지에 관해서는 백웅기ㆍ서은숙(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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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말 현재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63%로 점차 하락추
세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림 20> 대출채권 연체율1

<그림 21> 대출채권 연체율2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5. 위기의 근본 원인: 정부 vs 시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위기가 진행되면서 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 있는지
에 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지만 위기 극복을 위
한 합당한 대책이 나오고 향후 이와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글로벌 위기의 근본 원인(또는 책임)이 시장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이 시장의 방만한 자율성과 시장참여자들의 자기실현적인 투
기 심리에 의해 끊임없이 거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다 보
니 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규제해야 하며,
투기 심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시장이 문제라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파생상품의 창출이나 자본거래도 규제해야 하며,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정
부의 긴축적인 통화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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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개
입과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
았지만, 경기가 2001년 11월에 바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은 그 이후에
도 2003년 6월까지 1년7개월 동안 금리를 3차례나 더 낮춤으로써 시장에 유동성 공
급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미 연준이 경기후퇴기에 인하했던 정책금리를 경기회복기
에는 서서히 인상함으로써 경기회복이 안정된 시장분위기 속에서 가시화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버블이 형
성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즉,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
은 자기 돈과 신용이 없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정부정책과 맞물
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고 시장가치와 괴리된 주택가격은 마침내 폭락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판단하는 점에
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론과 같은 입장에 있다. 한편, 불필요한 규제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지만,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의 건전성을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경기침체기에도
자기자본을 규정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고 경기침
체를 악화시킨다. 그렇지만 자기자본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기에는 개
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동태적 충당금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용덕․김학수(2009)는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시장이자율을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인 자연이자율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규제하면 붐과 버스트로 이어
지는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론을 소개하고 있다. 붐-버
스트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본의 대가
인 금리 구조를 왜곡시키면 생산자는 과오투자를 하고 소비자는 과잉소비를 하게
된다. 과잉투자된 산업(자본재 산업)에서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과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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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된 산업(소비재 산업)에서는 생산요소가 과잉투자된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
든 산업에 걸쳐 생산요소의 소득이 증가한다. 그 결과 소비자는 과잉소비를 하게 되
고 전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같은 시기에 소득의 증가로 주식 및 부동산
과 같은 자산시장에서는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
다. 기업가들은 투자로부터 수익이 생각만큼 발생하지 않자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사
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위기국면이다. 이 시기가 되면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
격이 떨어지며, 자본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과잉소비는 위축되어
소비가 급감하며, 투자조정도 함께 발생한다. 그 결과 소득은 감소한다. 위기와 침체
국면이 버스트이다. 이 시기에는 화폐수요의 증가와 민간금융기관의 신용축소로 인
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만약 정부가 버스트를 피하기 위해 시
장에 개입한다면, 이것은 경기침체를 오히려 지연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서 보았듯이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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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출구전략

1. 출구전략의 의미
출구전략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위기 중에 취했던 유동
성 공급 확대, 기준금리의 인하, 위기극복을 위한 세출구조운용 등의 통화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이런 출구전략을 추
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위기대응정책을 정상화하는 시기를 놓쳤을 때 나타날지 모
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현재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경기가 위기국면을 벗
어나 회복세가 뚜렷해져서 위기대응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도입했던 각종 제도를 정
상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산업생산은 이미 바닥을 벗어나 증가하고 있으
며,28)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29)에 힘입어 주식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만약 출구전략 시행의 시기를 놓
쳐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한 후 출구전략을 시작한다면 자산가격 버블
재형성 등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빨리 경기 정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즉, 정부개입
으로 인해 저금리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끌고 갈 경우,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한 후

28)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9월 이후 두 자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9∼12월 전년동기 대비 증
감률은 11.1%, 0.2%, 18.1%, 34.3%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29) 외국인 주식순매수는 2010년 2월부터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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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상승국면이
얼마 가지 않는 소위 스톱-고(stop-go)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출구전략을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시행한다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조기에 꺾이고
금융시장이 다시 경색되어 더블딥에 빠질 우려도 있다. 본 장에서는 통화부문과 재
정부문으로 구분하여 출구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2. 부문별 출구전략
장민(2010)은 출구전략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i)명확한 목표 설정 후 출구전략 수
립 (ii)긴급 대응조치의 정상화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최적 해법 도출 (iii)금융시장
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구조 개혁의 병행을 제시하였다. OECD(2009)의 The
Financial Crisis: Reform and Exit Strategies는 출구전략을 유동성 위기 재발 방
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시장지배구조 및 세제 개선, 시스
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형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 개선, 건전한 경쟁시장 육성, 장
기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의 중장기 경제목표와 일관성이 있도록 설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는 크게 시행시기, 시행방법, 국제공조 등 세 가지 이
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장민․이규복․임형석(2009)은 민간 부문이 자생력을 회
복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2010년 하반기경에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백웅기(2009)는 2010년에는 선진국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어 정상 상
태를 거의 회복했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므로 정책시차를 고려하여 2010년 초에는 출
구전략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년
간 우리 경제가 의존해 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어떠해야 하는
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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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부문의 출구전략
통화부문의 출구전략은 적극적 출구전략(거시적 출구전략)과 소극적 출구전략(미시적
출구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출구전략이란 중앙은행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으로 낮추었던 기준금리를 인상30)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반면, 소극적 출구전
략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지 않으면서 경제위기가 전개되는 과정 중
에서 증가한 원화유동성 및 외화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림 22> Lf 증가율, 본원통화 증가율, 본원통화 금융부문 대출금, 국고채 수익률
(단위: %, 10억 원)

2010년 1월 현재 우리는 적극적 출구전략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소극적 출구
전략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준금리는 2.0%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국고채(3년) 수익률은 2009년 2월에 3.44%까지 낮아졌
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상승하여 6월에는 이미 4%대에 진입했으며 10월에는 4.47%
30) 기준금리인상은 정상적 상황에서는 긴축정책을 의미하지만,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는 정상화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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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 1월 현재 4.19% 수준에 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Lf) 증가
율은 2008년 5월에 최고치인 13.7%를 기록한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2009년 8월에
는 이후 계속 8%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본원통화도 평잔 기준으로
2009년 1월에 64.0조 원을 기록한 이후 7월에는 59조4천억 원까지 감소했으며, 이
중에서도 본원통화 금융기관 대출금은 3월에 33조1천억 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했지
만 2010년 1월에는 13.0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본원통화 증가율(평잔)은 2009
년 3월에 32.5%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0년 1월에는 1.6%의 낮
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2009년 2월 12일에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린 후
2010년 3월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3년) 수익률은 그
이후 계속 올라 2010년 1월 현재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2.19%에 달하고 있다.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은 2008년 중반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본원통화(평잔)
증가율이나 금융부문 대출금은 모두 2009년 3월 이후 눈에 띄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통화당국은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 즉 유동성 조절을 작년 2분기부터 시작했
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한은의 소극적 출구전략이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금리인상과 같은 적극적 출구전략은 시기상
조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할 때 금리인상은 금년 상반기 중
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2009년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의 정상화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
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책기조의 전환이 너무 빠르면 더블딥에 빠질 수 있
다”고 밝혔다. 또한 8월 7일에는 “출구전략이 비록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생각은
해볼 것”이라고 말했으며, 9월 24일에는 “출구전략의 시행시점에 관한 국제공조를
이뤄내는 것이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얻는 데 중요하다”라고 출구전략에 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0월 7일에는 “출구전략은 분명한 회복단계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0년 1월 18일에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
략을 단행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3월 9일에는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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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시기와 관련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할 것이지만 아직은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는 2010
년 3월 현재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고용문제도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700
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3월 9일에 그는
“정부는 경제회복의 자생력을 높이고 중장기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정책에
서 적극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으며, 저금리 기조와 경기회복에 따
른 물가 인상 압력과 부동산 거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문별 정책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대응 방향도 밝혔다.
이제 통화당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한은 총재는 2009년 5월 12일에 “출구전략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이 거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7월 9일에는 “경기 하강세는
벗어났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다”라고 언
급하였다. 8월 11일에 한은당국자는 “한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
행에 제공한 달러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간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 측면에서 일부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10월 7일에 한은 관계자는
“일상적 수단은 아니지만 유동성 팽창이 극심하고 자산 시장이 과열돼 문제점이 커
지는 상황에서는 지준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여 출구전략
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은 총재는 10월 15일에
2010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금리 변경 시기를 사전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정부와 합의할 성질도 아니다”라고 말
함으로써 적극적 출구전략이 통화당국 고유의 권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10
일에 한은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가 5% 성장한다는 전망에 비하면, 현 기준금리는
엄청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하루아침에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출구전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은 총재는 2010년
3월 말에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완화 기조는 적당한 시기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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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는 쪽으로 금통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단지 시점이 언제인지 확
인하고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 조치
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출구전략에 관한 KDI의 입장은
2009년 7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8년 10월 이후 취해진 많은 비상대책 및
재정ㆍ통화정책들은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조
기에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위기를 증폭시켰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금융기관의 방
만한 경영을 오히려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출구전략을 조기
에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11월 22일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
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
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근 물가 급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KDI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작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금리인상을 통해 비상 경제조치들을 제거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9년 8월 이후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언
급하면서 시행시기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통
화정책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리인상의 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은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따라서
금리를 낮은 상태에서 묶어둘 때 얻는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
상실에서 오는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이 가계부채가 7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1%p 인상되어서
시중금리가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오른다면, 가계부담은 연간 7조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만 지금은 금리인상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경기회복 속도에 맞추어 금리를
서서히 조정해 간다면 추후 큰 폭의 금리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해소할 수 있으
며, 앞에서도 보았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은데다 가계의 채무상환비율이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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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에 비해 20% 이상 높아져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지금과 같
은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면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 명확하며, 이는 추후 자산
가격 버블을 야기함으로써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재정부문의 출구전략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조
치를 말한다. 재정정책의 정상화란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며, 여기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자. 세입 측면에
서 볼 때 감세조치 중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해진 여러 조치들은 대부
분 철회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유보는 2년간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지만, 최고 세율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율 하락
에 따른 세입 감소는 당분간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므로 재정건전성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출의 구조조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재정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09년 신규 사업
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1조3,820억 원, 한시생계구호 4,18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
었고, 증액된 복지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4,000억 원 증액), 구직급여(1조 2,882억 원
증액), 긴급복지(1,155억 원 증액), 고용유지지원금(3,070억 원 증액) 등이 있다. 2010년의

경제성장률 5% 전망하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금액들을 과감하게 축소함으로써 정상
화해야 한다.
안재욱(2010)은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확장적 통화정책보다 더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연명시
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을 시장에 머물게 만들며, 불
황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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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대된 각종 지원정책은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출구전략은 아무 때나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반
영해야 한다.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에 관한 정부 입장이 담겨
있을 것이다. 2010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2.5% 증가(추경 대비 감소)
하였기 때문에 외형상 긴축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2009년 예산은
추경 예산뿐 아니라 본예산조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외적으로 편성된 확장 재
정이었기 때문에 2010년 예산안을 단순히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나 방향만 가지고
긴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 편성 시 경제활력 회복, 성장
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재정부
문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경제활력을 회복한다든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 등은 대
부분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예산만 투입한다고 경제가
활력을 찾거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거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정부의 일
자리 창출이나 경제활력의 회복은 공공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이 낮아지기 쉽다. 정부가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가
활력을 찾고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생산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
성화될 수 있다.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병행하여 비생산적
이며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축소ㆍ폐지함
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하며, 생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출구전략의 주요 쟁점
(1) 시행 시기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09년 8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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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당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건 이
유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인플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회
복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인플레 완화, 국제공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자국만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11월과 12
월에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출구전략을 가속화하였다.
G20 가운데는 호주가 2009년 10월 6일에 가장 먼저 출구전략 실시에 나섰다. 호
주는 49년 만에 최저수준인 연 3.0%로 낮아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이는
2008년 3월 이후 19개월 만의 첫 인상이었다. 금리인상의 배경으로는 최근 6개월간
주택가가격의 현저한 상승, 모기지 대출의 확대, 기업 대출 등 경기가 예상보다 호
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며, 경제활동의 진작과 물가안정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였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그 이후 11월과 12월, 2010년 3월에 계속 금리를 인상함
으로써 출구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공격적인 출구전
략에 시동을 걸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10년 3월 19일 재할인금리를 4.75%에서
5%로 0.25%포인트 인상하였으며 역재할인금리도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인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지난 2008
년 7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4월 20일에 열리는 정기 통화정책 회
의에서 금리인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습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진 이후에 뒤늦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금리인상의 배경을 밝혔다.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거시경제 전망인데, 현재와
같이 2010년 경제전망이 4∼5%, 2011년 전망치가 4% 수준이라면 출구전략을 미룰
이유가 없다. 작년에만 해도 출구전략이 논의될 때마다 2010년 경제전망이 불확실
하여 최적 시점은 경기의 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
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물론 더블딥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
만 OECD,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금년과 내년의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4% 이상
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하에서 금년에는 선진국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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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이상 성장할 수 있다면 정상 상
태를 회복했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므로 정책시차를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출구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인상에 대한 예상이 형성되어 있는데다 시장금리는 이
미 올라 있었기 때문에 0.25∼0.5%p 정도의 금리인상은 민간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오히려 경기변동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한
은 총재가 취임한 직후 금통위원들과의 정책 교감을 통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의 시기나 규모에 관해 어느 방향으로든지
시장을 향해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상반기
중에는 금리인상이 절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재정거래 유인 및 자산가격 급
등과 같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시장이 통화당국의 결정에 대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통화당국은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버린 것이
나 다름없다. 통화당국은 시장의 흐름을 늘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물가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금리라는 수단을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3월 중순 현재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비하면 2.0%의 기준금
리는 지나치게 낮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율을 3%라고 할 때 통안증권(364일), MMF
(7일), CD(91일), CMA(수시형) 등의 시장금리는 모두 3%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

융상품들의 실질금리는 모두 마이너스이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위기가 진행 중이라
는 이유로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용인하면서 시장이 감내해 왔지만 금년 상반기 중
이라도 기준금리를 조금씩 인상하는 출구전략을 시작함으로써 왜곡된 금리구조를
바로잡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는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2) 시행방식
출구전략의 시행방식에 관해서는 (i)통화부문과 재정부문의 동시 출구 (ii)先통화
부문, 後재정부문 (iii) 선(先)재정부문, 후(後)통화부문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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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통화부문과 재정부문의
정책기조가 모두 적극적이지만 경기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칙으로 돌아가야 하며, 재정정책은 국가재정운용
계획상의 재정운용방향을 준수하면서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이라는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
차가 길며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는 정책시차 특성을 고려해
야 한다. 시차구조를 고려하면 통화정책은 정책을 집행한 후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까지의 시간이 재정정책보다 길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선(先)통화부문-후(後)재정부문
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통화정책 효
과는 경제의 전 부문에 미치는 반면에, 재정정책 효과는 부문별, 분야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선(先)통화-후
(後)재정의 출구전략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비교적

작은 개도국은 선(先)통화-후(後)재정, 국가채무가 많은 선진국은 선(先)재정-후(後)통
화를 권장하고 있다.

(3) 국제공조
2009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
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경제상황의 진단 및 출구전략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31) 이 회의에서 그 당시에는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위험요인
이 많기 때문에 경제회복이 불완전한 상황이며,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는 지속
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회의내용의 요약인 기획재정부(2009)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다. 첫
31) 기획재정부(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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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비일상적 재정․통화․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 철회를 위한 투명하고 신뢰할 만
한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하며, 그 이행은 경제회복이 공고할 경우에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재무장관들은 IMF, FSB와 함께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협력 및 공조하
에 시행될 출구전략의 개발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출구전략의 시행 규모,
시기, 순서는 국가, 지역, 정책,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시장에 잘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사항을 보면 경제회복이 확실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경기부양정책을 지속적
으로 실시할 것과, 출구전략은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개발하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출구전략의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은 하되 시행은 독립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한 나라의 출구전략
은 재정․통화금융정책을 통해 자국 환율과 국제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선진국의 눈치를 봄으로써 출구전략의 시행을 실기하면 안
된다. 정부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르다면 굳이
선진국과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맞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칫 실기하게 되면 자산
가격 버블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수년간 시달릴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과 같은 적극적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는 환율과 국
제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로부터의 이해를 얻을 필요는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국제공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절차를 따라 차분히 적극적
출구전략을 진행시켜 나갈 때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위축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 시장에 알림으로써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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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과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급한 불을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한 점에 대
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 신속하게 균형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명
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지순(1989)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정부의 역
할이 중요시된 것은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1929년의 대공황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말한다. 시민혁명을 거쳐 활약한 18∼19세기의 사상가들은 경제운용
이 원칙적으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대공황 이후
에 극심한 불황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시장기구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들을 해결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으며, 정부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
입함으로써 경제안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사
상적 변화는 시민의 재산,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만 정부의 역
할을 한정하자는 자유주의사상이 후퇴하면서 나타났다.
World Bank는 1993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예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보고서의 제목인 The East Asian Miracle이 시사하듯이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신흥개도국과 일본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의 원인을 민간과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 지역 경제성장의 요인은 민간투자와 인적
자본인데, 왕성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높은 국내저축 때문이었으며 높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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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과 효율적인 공공행정 시스템의 발전도 비약적 경제성장의 요인이라고 파악
하였다. 그렇지만 동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성장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다.
World Bank는 이 지역에서 고성장을 이룩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정 산업의 발
전을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한 점에 주목하였다. 동 보고서는 특
정 산업에 대한 신용지원, 예금금리는 낮게 유지하는 대신 대출금리에 대한 상한 설
정, 수입대체산업의 보호, 사양산업에 대한 지원, 국책은행의 설립과 지원,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원,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수출목표의 설정, 수출
홍보기관의 설립,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교류 등을 고도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정부개입이 과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동 보고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정부개입은 성장을 크게 저해하지 않았다고 평가
하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World Bank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 지
역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졌을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개
발도상국도 유사한 정책을 구사했지만 대부분 정부의 지나친 개입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개입이 성공하고 어떤 나
라에서는 실패하는 것인가? 정부개입이 성공한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
제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정부개입에 대한 분명한 성과기준을 가
지고 있었으며, 개입의 성과를 평가할 만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정부개입의 비용은 크지 않았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로 재정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을 지연시켰다. 마지막으로 정부개입에 의한 물가왜곡
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World Bank의 보고서처럼 정부개입이 경제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개입이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Borensztein and Lee(2005)는 정책금융과 관련해서 한국은 1970∼
1996년에 걸쳐 신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선호하는 산업에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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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였다. 동 연구는 산업을 32개 세부부문으로 나
누어 조사하였는데,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개혁이 신용을 직접 배분받았던 부문
의 수익률을 더 향상시켰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개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와
는 반대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학계의 평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경제는 정부개입에 의해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믿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커져 버렸다. 17년 전 정부개입의 성공을 위해 World
Bank가 제시했던 세 가지 전제조건들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
어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첫 번째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개
입을 위한 분명한 성과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더
욱이 외환시장 개입의 결과를 평가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두 번째 전제조건인 정부
개입 비용에 대한 판단은 정책의 시계(視界)를 얼마나 길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진다. 일반적으로 정부개입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시간이 흐름
에 따라 개입에 따른 비용이 편익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정부개입에
의한 물가왜곡은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심하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물가지수를 관
리하지 않는데다 민간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글로
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체득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점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7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최빈국에서 중
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개
발도상국들은 한국의 발전모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
부터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 고유의 발전모형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지식공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32) 강광하(2000)는 경제개발계획이 국민들에게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져다주었으며, 경제정
책수립에 있어서 방향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투자활
32)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은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원
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KDI가 사업실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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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동 연구는 경제개발계획이
공급자 중심의 경제관을 형성케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생산이라도 생산은 유익한 것
이고 합리적 소비라도 소비는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경제개발계획
의 수립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했으며, 경
제성장을 계속하는 동안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부 의존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더디게 만들었고, 정부개입에 의한 금리결정과 자금배분은 금
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내렸다.
1997년 말에 겪은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해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
기관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는 시장책임론도 있으나 본질상 정부개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정호(2004)는 외환위기의 대내적 원인은 기업 부문과 금융 부문에 누
적된 부실이었는데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과 금융 두 부문뿐 아니
라 우리 경제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임을 직시하고, 문제의 뿌리
가 정부의 역할에 있다고 간파하였다. 동 연구는 외환위기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
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소위 ‘시장경제 부전(不全)’현상이며, 기업주가 기업
을 경영하고 관리하듯 정부가 경제를 경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고 믿는 관리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1960년대의
폭발적 수출 증대는 관치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며33), 1970년대의 관치는 경
제성장을 오히려 둔화시켰음을 밝혔다.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전용덕․김학수(2009)는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된 경기호황에서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율이 이자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자본재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과소비에 의해 소비재 산업에
서도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경기
변동 혹은 위기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 견해가
있지만, 최운화(2009)처럼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금융기법에 대한 과신
33) 유정호(2004)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고속성장과 공업화가 가능했던 것은 관치 때문이 아니라
세계 시장 규모의 증대와 정부 본연의 역할 수행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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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동 연구는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만으
로는 현실 경제에서 많은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정부개입과 감독 시
스템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험관리나 신용관리기법이 낙
후되었거나 감독 시스템이 미비해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맹신,
금융기법에 대한 과신, 그리고 감독 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과 의회의 거대한 착각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시장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
해가 존재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방기했거나 모두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재미있다. 정부의
시장 방기론은 정부가 시장에 꼭 필요한 만큼의 규제와 감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
력을 가졌을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
는 시장에 필요한 규제의 양을 정확히 생산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관치는 위기를 불러오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
히 국민이 떠안는다는 체험을 하였다.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시장개입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위기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
해서는 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환율불안정과 취업자
감소 등을 비롯해 위기에 취약한 면모를 드러내었다. 또한 생산물시장이나 외환시장
의 회복 속도에 비해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구조가 노동절약
적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위기로 인한 기업부실의 발생도 한 몫
하고 있다. 부실기업이 많을수록 경제활력은 저하되기 마련이며, 경제의 효율성도 낮
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실기업들이 연명할 수 있
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출
구전략을 염두에 둔 금리조정 등의 거시경제정책과 기업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미
시경제정책을 병행해야지만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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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 대응전략 및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글
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장실패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정부실패에
서 비롯되었는지의 여부는 위기의 근본 원인에 관한 사안이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대증요법식 대응만 계속한다면 언제 다시 위기가 다른 모
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하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실패에 있
으며 이 바탕 위에서 출구전략과 위기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금융발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금융발전이 경
제성장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금융이 포함된 경제성장 모형들을 소
개하였다. 첫 번째는 금융발전에 따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대출의 심사에 소요되
는 비용이 낮아지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는 신용제약
과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데, 금융발전에 따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사람이 혁신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은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커짐으로써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모형이다. 세 번
째는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선진국의 경우 금융발전에 따라 금융중개의 효
율성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모형이다. 이처럼 금융발전은 다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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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이론적 관계는 여러 문헌을 통해 인과관계가 검증되었다.
이론이나 실증분석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온 금융발전이 과연 이론이나 실증분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장이라
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대규모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지난 3년간 지속된 경
기침체는 결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융발전이 과연 경제성장
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 원인과 전개과
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금융발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시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참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2001년 3월을 정점으로 이미 경기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 경기하강의 직
접적인 원인은 1990년대에 경기확장을 주도했던 IT, 즉 닷컴의 버블 붕괴라고 할
수 있지만,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 2001년 말에 터진
엔론의 회계부정사건과 이에 연관된 아서 앤더슨의 회사정리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이 일조하였다. 미국의 경기는 2001년 12월 2일 엔론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사실상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지만, 미 연준은 2001년 11월에 저점을 찍은 경기회복세를 감
지하지 못하여 그 이후 2003년 6월까지 3차례나 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결국
통화당국이 강행한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로 생긴 거품이 경제 전반에 형성되었으
며,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경
기가 저점을 통과한 지 2년7개월이 지난 2006년 6월에야 비로소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하는 뒤늦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3년에는 모기
지 관련 신규대출금이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하였고,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대
출이 증가함으로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며, 결국 글로벌 금융위
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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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생산, 고용, 물가, 소득분배 등의 측면
에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순추세 연장법에 의해 가상적인 총생산을 시산함
으로써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률을 계산하였는데, 2008년 4분기∼2009년 4분기까지
5분기 동안에 GDP의 6.3%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의 절반에 이르는 손실률이다. 위기는 생산뿐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경기가 회복 중인 2009년 1분기 이후에도 고용회복은 눈에 띄
지 않는다. 고용률이 어느 정도 경기후행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
4분기 중의 취업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0%에 머물고 있어 상당히 저조하다. 고유가
와 고환율로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던 2008년에는 물가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 4.7%까지 상승하였지만 2009년에는 다시 3% 이하로 안정되었
다. 한편 소득분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지속적이면서도 빠르게 악화되
어 왔지만, 2008∼2009년의 소득분배는 그 이전에 비해 악화 속도가 훨씬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25%p의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대규모 추
경편성과 파격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
과 예상보다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서 보았듯이 통화당국의 저금리정책을 바탕으로 한껏 팽창한 유동성이 자기 돈과
신용이 없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정부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장가
치와 괴리된 채 급등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개입의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환율 결정
과 저금리 결정에는 정부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 개입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기의 씨앗을 제공하거나 잠
재적인 경제문제로 표출되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활동은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다시 정상화되고 시장개입은 축
소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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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버려야 한다.
위기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이 생존
의 기로에 서있다. 위기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물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회복 속도에
비해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구조가 노동절약적 구조로 바
뀌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위기로 인한 기업부실도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이 많을수록 경제활력은 저하되기 마련이며, 경제의 효율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실기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부실기업들을 정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금리조정 등의 거시경제정책
과 기업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미시경제정책을 병행해야지만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위기에 대해서도 강인한 체질
을 가진 경제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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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정부 또는 재정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 신고전파 경제학과 거래비용 경제학은
서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 선택이 사회적 최적을 보장한다는
이념하에서 정부도 합리적 예산제약하에서 최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거래비용 경제학에서 정부 또는 재정의 역할은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
하여 시장에서 달성할 수 없는 상호이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
련하는 것임.

□ 신고전파 경제학과 거래비용 경제학은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과 과제를 규정함에 있어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개인들이 시장기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욕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재정
은 관련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적 절차를 구축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함.

｝거래비용을 줄이는 정부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치의
혼합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계약을 적극 활용해야 함.

80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민간의 자율적 규율을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매우 높을 때에만 정부가 공적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선택을 유도하는 개별적 자원제약의 전체 합은 국민경
제 전체의 자원제약과 일치하도록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재정은 시대적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
데, 2000년대 이후 재정운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며 정치 이슈화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가 긴요함.

｝
1948년 이후 1960년까지 재정은 국가의 기본 틀을 구축함과 동시에 근대적 재
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며 국방, 치안질서의 확립에 주력하였음.

｝
1961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
내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부문에서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재정투융
자에 주력하였음.

｝
1980~1996년 기간 중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정긴축을 통한 경제안
정화인데,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고 안정기조
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000년대에 들어와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적 자율성이 강조되면
서 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관리기능이 쇠퇴하며 국가채무, 재정규모, 복지지출
등 재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노무현 정부는 합리적 재정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
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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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함.

□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광역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조직 감축을
도모하고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감세, 4대강 사업 등 각
종 사업들을 합리적 재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미흡하였음.

□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재정지표의 신뢰성 제고: 국가채무, 재정규모, 재정수지 등은 재정총량에 관한
의사결정의 핵심적 지표이므로 이들에 대해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균형 있는 개선노력이 필요함.

｝장기적 시계(視界)의 재정운용: ①중장기적 경제․사회여건의 점검 ②중기재정
운용전략 수립 ③연도별 분야․부문․부처별 또는 주요 사업별 예산총액 설정
④매년 각 부처의 예산총액 범위 내 예산요구 ⑤예산당국의 취합․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엄격성을 제고함.

｝
범정부적 시계(視界)의 재정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등 공공부
문 전반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확립하여 범정부적인 예산조정과정을 확립하
고, 프로그램 내에서 단위사업 선택에 대한 타당성평가 절차를 보다 개선함.

｝자기책임성과 해명책임성의 제고: 정부행정조직과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협략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명책임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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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머 리 말

1945년 이후 196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국가로서의 기본적
면모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은 1961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 정부는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형태의 정책수단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었
다. 정부는 국민총생산과 성장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소비, 투자, 저축, 통화, 금융,
환율, 국제수지, 물가, 조세, 재정지출 등 제반 거시지표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
던 것이다. 정책수단에 대한 이와 같은 틀은 1987년의 민주화와 함께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는데, 민주적 선거로 출범한 정권들은 모두 ‘민간주도형 경제질서’와 함께
자율적 시장기능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정부의 고유한 정
책수단으로서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정부는 재정정책(fiscal policy) 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monetary
policy), 금융시장․금융기관의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정책(financial policy)을 구사하기

도 한다. 그런데 이들을 재정정책과 다른 별개의 정책분야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이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재정정책에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완전히 재정과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화폐발행에 따른 발권수입을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곧 재정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제２편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 요약

83

경제정책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통
화․금융정책이 경제안정화와 주로 관련되는 것과 달리 재정정책은 이들 세 가지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정책의 분야는 재정총량, 분야별 재정배분, 분야
내 재정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경제안정화와 특별히 관련되는 부분은 재정총
량 규모와 재정사업의 자동안정화 장치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정정
책의 기능 대부분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하여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향후 수행해야 할 역할을 조명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과제의 형태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시장경제와 정
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조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이념이 퇴조하면서 상당한 정도 수렴하고 있다. 가격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질서가 형성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쟁은 ‘보이지 않는 손’
에 인도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향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를 잡아왔다. 물론 1930년대 경제공황의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던 케인즈 경제학에
의해 일부 도전은 있었지만, 시장기능이 경제운용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는 신고
전파 경제학은 그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정부개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정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다른 시각을 견지하는 학문적 주장이 널리 개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도경제학
또는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으로 불리는데, 로널드 코즈(Ronald
Coase),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 올리브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엘리노 오

스트롬(Elinor Ostrom) 등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이 1990년대 이후 노벨경제학상을 수
상함으로써 이러한 시각이 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도경제학적 시각은 행정학, 법학, 정치학 등 다른 학문분야뿐
만 아니라 현실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제2장에서는 거래비용
경제학을 소개하며,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구축하고 장기계약을 적극 활용
해야 한다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며 재정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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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인 1948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재정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2
기는 소위 개발연대로 불리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인데,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은 재정투융자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한다.
제3기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었던 적자재정에 의한 인플레이션
구조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그 특징을 부각하고자 하는데, 이는 1980년부터 1996년
까지로 설정된다. 마지막 제4기는 1997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로서 외환․금융위
기와 함께 재정논쟁이 정치적 화두로서 등장하는 과정을 조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
혁적 고찰을 통해 재정운용 제도의 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2005년 이후의 재정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노무현 정부
의 4대 재정혁신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특징을 서로 비교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제5장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재정운용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거래비용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
면 재정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여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정제도 개혁의 과제는 네 가지 관점에
서 정리될 수 있다. 재정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일, 공공부문 전반을 망라하는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일, 그리고 재정
운용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결과에 대해 해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화하
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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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시장경제와 정부 역할: 거래비용 경제학의 접근

정통적(orthodox) 신고전파 경제모형에서 시장경제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
자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로 구성된다. 소비자로서 개인은 자신의 소득 제
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묶음을 선택한다. 그리고 생산
자로서 기업은 자신의 생산기술 제약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이를 가
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요소투입 묶음을 선택한다. 시장경제는 이와 같이 효용
극대화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수많은 소비자와 이윤극대화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수많은 생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완전경쟁이 전제되는 시장경제는 어떠한 외부적 도움 없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
리적 선택에 따라 국민경제의 한정된 자원제약 내에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다
시 말해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예산제약하에서 최적의 선택을 한다면, 이러한
최적선택(optimal choices)들의 집합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파레토 최적 또는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전파 경제학은 최적선택을 기초로 하는 시장기능만
으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경우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하는데, 외부효과, 공공재, 자연독점, 가치재
(merit wants), 정보의 불완전성 등의 경우에 나타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실패를 중심으로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시
장실패가 있으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세, 보조금, 직접규제, 인허가, 직접생산 및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들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86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설명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등대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도 하고, 시장기능으로 충분
히 공급가능한 재화(예컨대 비료, 철강, 골프장 심지어 목욕탕 등)를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
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기능과 시장실패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경제현상과 정부개입에 대한 신고전파적 설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비
용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경제적 거래에는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분
석하며 판단하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들을 거래의 목적물과 분리하여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이라고 한다. 거래비용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1)

첫째, 거래당사자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또는 미래의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래당사자들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 이들 정보를 처리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인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거래당사자들은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취
할 수 있는 경우 전략적으로 ‘기회주의적 태도(opportunistic behavior)’를 취하기 때문
이다. 완벽한 정보와 완벽한 예측이 가능하고 또 거래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경우, 아무리 복잡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은 상대방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노출됨으로써 상
대방을 파악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인지한 많은 학자들은 거래비용을 0으로 전제하고 있는 신
고전파 경제학의 많은 이론들을 비판하고 있다. 거래비용 경제학을 주창한 코즈
(Ronald Coase)는 사유재산권이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없는 신고전파적

시장경제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2) 사유재산권이
1) Gomez-Ibanez(2003), p.20 참조.
2) Coase(1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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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손해를 감안하여 자신
의 행위를 결정하며, 또 거래비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거래라 하더라도 모두 자발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을
확립하고 경제적 거래를 수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거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들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은 거래비용 경제학을 정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구분
하며 ‘선택의 과학(Science of Choice)’과 ‘계약의 과학(Science of Contract)’이란 개념을
대비하였다.3) 신고전파 경제학은 인간의 행위를 목표달성을 위한 한정된 수단 사이
의 선택의 문제로 설명하지만, 거래비용 경제학은 갈등해소와 상호이득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거래를 분석하며 그 규율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
경제학, 즉 ‘선택의 과학’으로 조명하면 비정상적이고 어색한 형태로 비난받아 왔던
각종의 경제현상들이 보다 건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각종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노력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즈(Ronald Coase), 노스(Douglass North),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등 많은 경제학
자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모든 정치․사회․경제활동은 일련의 거래행위로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거래에서 수반되는 거래비용은 정치․사회․경제적 제도에 의해 결
정되며, 이러한 제도의 발전이 곧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역사가 되어 왔다는 것이
다. 그리고 거래비용의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는 헌법, 법률, 행정명령 등과 같은 공
적규율(Public Ordering)뿐만 아니라 관습, 비공식적 관계 등과 같은 사적규율 또는 민
간규율(Private Ordering)로 구분할 수 있다.
노스(Douglass North)와 토마스(Robert Thomas)에 의하면, 법적 제도는 규모의 경제
가 있고 또 정부만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개인들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규율
(Public Ordering)의 발전이 많은 경제적 거래들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할 수 있었
던 이유가 법률적 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4)
3) Williamson(2002) 참조.
4) North and Thomas(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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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은 민간규율의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윌리엄슨은 일정한 제도적
절차가 일정한 유형의 거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윌리엄슨은 자발적 교환의 상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규율을 확립하고 갈등을 경감
하는 과정을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정의하고 있다.5) 이러한 거버넌스의 유형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의 성
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응
하는 안전장치(safeguards) 여부로서 규정할 수 있다.
자산특정성이란 특정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란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실물자산,
전문적 인력, 특정한 입지, 용도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투자, 특정한 브랜드
가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두 포함한다. 자산특정성이 존재하면 거래당사자들
은 서로 상대방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구입자들
은 특정한 입지에 정착하여 공급선을 다른 곳으로 쉬이 전환할 수 없고, 또 공급자
들도 특정성이 있는 전문적인 자산을 다른 용도로 재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단순한 시장교환과 달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특정 투자를 —
소비자의 소비를 위한 것이건 생산자의 생산을 위한 것이건 관계없이— 보호할 필
요가 있다. 계약의 조기 해지에 대한 벌금, 정보공개 및 검증방법, 특수한 분쟁해결
절차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거래가 갖는 자산특정성과 안전장치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거버넌스 유형을 체계
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자산특정성과 쌍방 의
존성이 없으면 경쟁적인 시장기능을 통해 거래가 수행되고 관련 분쟁은 법원의 판결
로 해결된다. 반면 자산특정성이 존재하는 거래에서 안전장치가 없다면 거래당사자
들은 거래의 위해(hazards)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된다. 만약 안전장치가 마련되
어 있는 신뢰가능한 계약 또는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거래는 수행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계약상의 안전장치가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면,
5) 윌리엄슨의 정의처럼 거버넌스는 시장기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사용되지만, 시장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조직의 내부 규율과 체제와 같은 협의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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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거래는 시장에서 구축(驅逐)되고 하나의 조직에 통합됨으로써 계급제(hierachy)
또는 관료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나의 조직에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계급제 또는 관료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
명될 수 있다. 계급제하에서는 유인강도가 약하고, 행정적 통제는 보다 다양하고 재
량적이며, 내부의 분쟁은 법률과 같은 공적규율 대신 자체 규율에 의해 해결된다. 계
급제의 장점은 ‘협력적 적응(coordinated adaptations)’인데, 자산특정성이 심화될수록
협력적 적응의 필요성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가장 먼저 시장기능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혼합적(hybrid) 형태로서 ‘신뢰 가
능한 장기계약’을 시도하고 이들 모두가 실패할 때 내부조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거버넌스의 상대적인 비용
금액

M(k)
X(k)
H(k)

0

k1

k2

k(자산특정성)

자료: Williamson(2002), p.181.

<그림 1>은 시장(M, market)과 계급제(H, hierachy)에서 거래를 성립시키는 거래비
용을 자산특정성(k)의 함수로서 표현하고 있다. 계급제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비용
때문에 초기에는 H(k)의 비용이 높으나, 자산특정성이 심화되면서 시장 M(k)와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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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k)의 비용 차이는 좁혀져 마침내 ‘협력적 적응’의 필요성이 특히 커질 때 역전
된다. 혼합형(hybrids), X(k)는 신고전파적 시장과 계급제 사이의 중간적 특성을 갖는
데 신뢰가능한 계약이 이를 대표할 것이다. 여기서는 유인강도, 행정적 통제가 중간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 1>은 공공재와 자연독점이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방
향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의
무임승차와 자연독점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지적하지만,
거래비용 경제학은 이들 재화에 존재하는 ‘내구적이며 비유동적 투자(durable and
immobile investments)’에 착안하며 거래비용으로 정부개입을 설명한다. 많은 경우 공

공재와 자연독점적 재화는 내구적이고 비유동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들의 문
제는 재화 자체의 성격보다 쌍방-의존성 또는 관계-특정적(relationship-specific) 투자
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구적이고 비유동적 투자’하에서
거래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기회주의(opportunism)적 태도에 노출되므로 자율적
거래를 형성하는 데에는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쌍방-의존성 또는 관계-특정적인 투자에서 나타나는 기회주의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수단은 장기적으로 신뢰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장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신뢰가능한 장기계약이 충분히
체결될 수 있다면 공공재와 자연독점적 재화의 공급도 정부개입 없이 해결될 수 있
다. 민간기업 상호 간에 공공재와 자연독점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장기계약의
형태로 수급하는 일은 현실 사회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과 고객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거나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다수의 고객들이 존재
하고 또 이들의 서비스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예측하기 어려울 때, 기업과 고객
사이의 계약을 협의하고 이행하는 거래비용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데, 정부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
서 거래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정부개입의 적절한 방법
이 결정될 것이다.

제２편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 요약

91

정부개입의 방법은 시장과 계급제, 또는 정치(politics)의 상대적인 역할에 따라 그
유형을 연속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6) 한쪽 극단에서는 가격과 품질이 거의 전적으
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또 다른 극단에서는 대부분 계급제 또는 정치에 의해, 그
리고 그 중간에는 혼합적 형태가 존재한다. 시장의 이념이 강할 때에는 상업적인 계
약과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지만, 점차 정치의 이념이 강해지면서 공공정책을 형성하
는 광범한 정치기구와 이해집단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시장에서 정치로 정부개입의 범위를 증가할수록, 정부는 개별 거래의 잠재적인 비
용과 편익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인 개인들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추정의 오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정부가 결정하여도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큼 거래비용이 매우 높을 때에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의 자율적 수행에 너무 높은 거래비용이 소요될 때, 정부의 재량적
인 규제 또는 공공기관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할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설명과 거래비용 경제학의 설명은, 정책수단
으로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사
점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규정하
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시대별
로 재정의 역할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과 시각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
역할에 대한 이론적 조명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란 개인들이 시장기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욕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서, 정부는 관련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적 절차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절차는 사후적인 협력적 적응보다 사전적인 규칙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불확
실성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규정함에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재정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6) 시장과 정치의 이념에 따라 정부개입의 유형을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s), 재량적 규제
(discretionary regulation),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public enterpris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설명은 Gomez-Ibanez(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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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2000년대를 기준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둘째, 거래비용을 줄이는 정부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치
의 혼합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계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산특정
성에 따라 거래유형은 구분되고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는 다양한 형태로 고안될
수 있는데, 신뢰가능한 장기계약은 가장 유력한 안전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재정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장기계약을 적절히 활용하
지 못하고 있다. 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규정할 때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
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민간의 자율적 규율을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거
래비용이 매우 높을 때에만 정부의 공적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의 가
장 기본적인 가치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으로, 경쟁과 신축적 적응이
라는 시장의 가치는 자율성 뒤에 오는 가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재
정의 역할과 과제는 민간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민간규율을 존중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선택을 유도하는 개별적 자원(또는 소득)제약의 전체
합은 국민경제 전체의 자원제약과 일치하도록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일반균형모형이 강조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개
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의사결정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예산제약과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예산제약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자주성, 자기책임이 부
족한 ‘느슨한 예산제약’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할 수 있도
록 정부는 재정적 역할과 과제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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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국민경제의 발전과 재정의 역할

1. 국방 ․ 치안질서의 확립(1948~1960)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대의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었다. 또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의 이념을 받아들이며 이를 위한 기본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재정정책은 국가의 기본 틀을 구축함과
동시에 근대적 재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중 재정의 역할과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하면 다음 세 가지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대적 재정제도의 기반과 함께 자유기업을 기본으로 하
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재정조항은 수차례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조문배열과 몇 가지 조항(가예산, 내각책임제 개헌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특히 유진오 박사는 일본국 헌법과 일본제국 헌법에
도 존재하지 않았던 ‘국회의 예산증액 및 신비목 설치금지’ 조항을 제헌헌법에 규정
하였는데, 이는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로 하였던 행정부 주도의 강력한 예산권을 뒷
받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7)
제헌헌법이 근대적 재정제도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달리, 경제운용의 기본 원리에
7) 유진오 박사는 의회의 예산권이 강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프랑스 의회의 경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옥동석(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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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명문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헌
헌법 제87조는 공공성이 강한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운영하
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水利), 수도, 가스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 제88조에서는 국방 및 국민생활의 필요에 따라 사
영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
한 관리경제체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 등으로부터의 외자도입 필요성에 따라
자유기업원칙, 자유가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경제제제로 전환되었다. 1954년 11
월의 제2차 헌법개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국방 및 치안질서의 확립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
어났으며,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조세수입의 비중이 매우 낮아 통화당국으로부터의
직접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였다. 재정지출 측면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인 1940년
에는 치안비가 전체 세출에서 6.2%를 차지하였으나, 정부를 수립한 1948년에는 ‘사
법 및 경찰비’가 14.2%, 국방비가 25.8%로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954년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사법 및 경찰비’ 10.5%, 국방비 60.1%를 각각 기록하였다. 총세
입에 대한 조세의 비중은 1945년 21.0%, 1946년 11.2%, 1948년 26.1%, 1951년
60.1%를 기록하는 등 기복이 많았으나 1950년대 기간 중 대체적으로 35~45% 수준
을 유지하였다. 이를 GDP 대비 조세부담율로 계산하면 대체적으로 5~10% 범위로
생각될 수 있다.8)
셋째, 이 기간 중에는 총세입의 50~60%를 미국 등의 대외원조와 중앙은행 차입
금으로 보전하였는데, 통화당국의 기능과 재정정책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
았다. 1950년대 이전에는 총세입의 50~60%를 중앙은행 차입금에 의존하였으며, 한
국전쟁 이후에는 총세입의 40~50%를 외국원조로 10% 내외를 국채(산업부흥국채)와
한국은행 차입금에 의존하였다. 한국전쟁 초기에는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재정지출
을 보전하였으나, 외국원조가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은행 차입을 통한 재정보전은 총
세입의 5%를 넘지 않았다.
8) 기간 중의 재정관련 통계는 자료마다 서로 다른데, 본 연구의 통계는 한국산업은행(1955)의
pp.359-360과 pp.400-40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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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화량 증감의 주요 원인(1948~1953)
(단위: 백만 환 - 1953~1962년 화폐단위)
기간 중 증감
연도

對정부
대출

원조물자 정부외화
매출금
매출금

對UN군 對금융기
대여금 관 대출금

한은
대출금

기타

기간 중
통화량
증가

1948

159

△42

0

0

67

23

△7

200

1949

459

△356

0

0

174

244

48

569

1950

1,193

△98

0

548

235

△140

△140

1,598

1951

△5

△1,441

0

3,621

1,514

679

576

4,944

1952

△690

△2,955

△220

5,556

4,245

786

1,071

7,793

1953

15,948

△2,903 △15,775

8,024

11,600

972

1,388

19,255

자료: 한국은행, ｢경제연감｣, 1955, p.19 참조.

또한 이 기간 중에는 통화당국의 준재정 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 활발하게 시
행됨으로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었다. 1950년 한국은행이 설
립된 직후 한국은행과 직접 여수신 거래가 가능한 정부대행기관을 17개 지정하여
이들에게 직접 대출, 정부보증 등을 수행하였다.9) 또한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재정
에서 부담해야 할 UN군에 대한 대여금을 한국은행이 직접 부담함으로써 통화량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이 되었다.10)

2. 재정투융자의 확충(1961~1979)
1961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에서 경제정책의 가장 핵
심적인 특징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과 집행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개발 5개년
9) 정부대행기관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
을 수행하는 법인인데(한국은행법 제77조), 1950년대 초에는 17개 기관(석탄공사, 해운공사,
광업진흥공사, 조선운수 등)이 있었으나 2010년 현재에는 비료업무를 취급하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두 개가 해당된다.
10) UN군 대여금이란 한국은행이 UN 참전국들의 물자, 용역 구입 및 수송에 필요한 원화경비를
대여하고 차후 달러로 상환받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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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국민경제 전반의 자원제약하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달성해
야 할 제반 총량지표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총생산과 성장률의 목표치
를 설정하고, 국민경제의 거시모형 내에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총량변수들의 값을 관리하는 것이다. 계획에 포함되는 총량변수들로는 1차․2차․3
차 산업구조의 비중, 소비지출, 투자지출, 국민저축률(민간 및 정부), 해외저축률, 수
출, 수입, 경상수지, 환율, 물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은 국민경제 내의 ‘총자원 예산(Overall Resource Budget)’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재정운용 이상의 의미
를 가진다. 국민경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정부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도하고 관리하였던 것
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재정정책은 통화, 금융, 환율, 외환수급, 수출, 수입, 물가관
리 등 여타의 정책수단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인식
되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세부담률과 재정규모 비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부록의
<표 A-1> 참조).

이 기간 중 시행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의의와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지
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경제의 총량지표와 40여 개를 넘는 하위부문들이
체계적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경제 전반의 자원제약하에서 실행가능
한(또는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정부는 5개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달
성가능한 목표, 개발전략(정책과제),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선택하였다. 물론 이
당시 제안된 많은 투자사업들은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수요예측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실행가능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셋째, 경제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부문별로 다양한 기술자, 기업가, 경제학자, 정
책전문가, 관료 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기간 중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내의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저축을
장려함과 동시에 정부저축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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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정부문에서 이루어진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각종의 투자 및 출자는 모두 재정
투융자라는 개념으로 구분 계리하였다. 재정투융자란 자본축적을 위한 재정의 기능
을 의미하는데, 재정투융자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주안점을 자본축적
에 두는 지출구조 개편을 유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개발을 위해 재정정책의
핵심이 자본축적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다음의 인용문에 잘 표현되어 있다.11)

“후진국에 있어서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축적
의 증대이다. 초기자본주의와 현대공산주의는 저임금, 격심한 소득의 불공평 또
는 소비재 생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생활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높은 저축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느 방법도 오늘날 민주정치
를 지향하는 후진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때문에 유일한 타개책으로는 소비
억제에 의한 민간저축의 증대와 더불어 정부투자로의 확대전환이 긴요하게 되
었으며 조세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인 한계저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정책수
단이 된다. … (중략) …
후진국에 있어서의 재정정책의 특색은 선진국에서 발전한 이론이 그대로 적
용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면서, 첫째 정책의 기본목표는 경제의 성장에 있으
며, 둘째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자본축적과 투자증대가 급선무이며, 셋
째 정부의 경제통제는 직접통제보다는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한 간접통제와 유
도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넷째 왜곡된 기존 투자 패턴을 적정 투자패턴으로 인
도하여야 한다.”

특히 재정융자는 196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될 때 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달리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각 정부부처의 장이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
제도 도입과 함께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이 신설된 후 1980년도에 이르기까
지 약 30여 개의 기금이 설치되었다. 이들 기금 중에서는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
11) 경제기획원, ｢재정투융자 해설｣, 1964, p.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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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들이 다수 설치되었는데, 1981년 말 현재 국민투자기금, 산림개발기금, 기계공업
진흥기금, 농업기계화촉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 등 13개 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 및 재정정책뿐만 아니
라 통화․금융, 외환, 물가, 무역․관세, 산업, 노동 등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하였
다. 우선 한국은행은 1962년 2월 ‘금융부문자금운용규정’을 제정하여, 금융부문의
자금운용에 대해 양적 그리고 질적 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을 크게 강화시켰다. 또한 농수산업, 중소기업, 서민금융 등에 특화하는 정부소유 및
정부통제하의 각종 특수은행들을 다수 설립 개편하였으며, 장기산업자금의 공급과
장기금융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한국산업은행 기능을 크게 확대하였다. 통
화․금융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및 가격결정에서도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였는데,
1961년 12월 말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매각집중제로 수집된 외국환의 수급계획
심의, 정부외환사용계획의 집행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등을 재부무 소관의 외국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3. 경제안정화 도모(1980~1996)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개발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모범적 사
례로 평가받았던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접어들며 정치․사회적 혼란과 함께 침체
의 늪에 빠졌다. 이는 1979년의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지금
까지 추진한 경제정책의 근본적 잘못인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논란이 이어졌다. 경제기획원을 위시하여 현실 경제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
한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침체 원인을 과거의 개발전략에서 찾았다.
과거 20년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생활수준을 향상하여 대중적 빈곤
을 해결하며 자립성장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개발과정에
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①소득분배의 악화와 이중구조의 지속 ②기본수요 및 생활편
익시설의 부족 ③가치의 혼란과 신뢰의 저하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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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①기회불균등을 확대시키는 개발전략의 지속 ②경제개발 위
주의 재정기능 지속 ③경제․사회변화에 상응하지 못한 정부 역할 지속 등으로 진
단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개발전략의 방향으로서 ①개발전략의 추진방식 변경 ②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적 추진 ③종전의 경제활동 조정방식의 전환 등을 제시
하였다.12)
이와 같은 취지는 경제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77~
1981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만료되면서, 정부는
1982~1986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5차 계획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명칭에는 ‘경제’와 함께 ‘사회’가 포함되고, ‘개발’ 대신에 ‘발전’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도 추진하며, 양적 위주의
성장 전략을 질적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발전계획은 이전의 경제개발계획이 정부가 수립한 총량지표 목적을 달성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 경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이
에 도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연도별 투자
계획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집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경제개발계획이 퇴
조하면서 총자원에 대한 계획보다는 재정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의 중
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82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시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중기재정계획은 정부 각
부처나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장기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실종되며 예산당국의 내부자
료로만 활용되었다.13)
이 기간 중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정긴축을 통한 경제안정화’로 요약
될 수 있다. 1979년 하반기부터 1981년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사회적 혼란,
제2차 석유파동, 1980년의 대흉작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12) 경제기획원 편(1982), p.220 참조.
13) 경제기획원(1994), p.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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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중 하나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인플레
이션을 치유하고 안정기조를 정착’하는 것을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
는 재정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영점기준 예산편성(zero base budgeting)’
방식을 천명하였는데, 비록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의 시행효과, 경
비수준을 영점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예산단가와 편성지침의 새로운 검토,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재검토, 낭비 및 비효율
요인의 철저한 색출 등이 예산편성작업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통계에는 재정범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대별로
재정지표를 비교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
록의 <표 A-1>을 대체적으로 조명할 때 1983~1989년 기간 중 GDP 대비 ‘중앙정부
세출 및 순융자’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14)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1987년 이전의 ‘중앙정부 수지차’는 관리대상재정수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1989년 이후부터는 점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
개를 들기 시작하였으나, 경제안정화 논리와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인식
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15)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도 작은 정부를 기치로 하여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
통분담’을 강조함으로써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표방하였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
분담을 통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임금 동결, 정원 감축, 구
체적인 경비절약 지침을 마련하는 등 경비지출을 감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영삼 정
부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부문이 과대성장하였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였는
데, 특히 규제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였다.
14) 이러한 추세는 2002년에서도 발견되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권 후반기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5) 이 기간 중에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992년 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사상 유례없이 24.2%에 달하여 ‘팽창예산논쟁’이 촉발되
었다. 경제기획원(1994), p.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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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6년 기간 중에는 긴축적 재정기조가 유지되었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긴축은 강력한 지도와 통제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재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한 결
과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건전재정기조라는 특징 이외에 재정제
도와 운용의 획기적 변화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선
진국들의 다양한 정부개혁 및 재정개혁 경험들, 예컨대 뉴질랜드,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들의 정부개혁이 1996년경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16) 이러한 논의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공공부문 개혁작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 기간 중 재정운용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한국은행 차입을 크게 줄이며
본원통화 증발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것이다. <표 A-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 차입에 의한 보전재원은 1980년 2,640억 원, 1981년 4,530억 원 등
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1982년 이후 한국은행 차입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대신 국
채발행에 의한 보전차입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며, 통화증발의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4. 외환․금융위기와 재정논쟁(1997~2007)
1960년대부터 정부는 물가관리, 수출입통제, 외환관리, 금융통제, 정책금융 등 다
양한 정책수단들을 통해 거시변수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재정운용은
보조적 정책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사회
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 전반에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관리기
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적기대응 미흡, 대규모
기업집단의 도덕적 해이 심화, 금융기관의 부실 누적과 느슨한 여신관리, 금융감독
의 소홀 등 병폐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국가부도의 위기
에 직면한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재무구조를
16) 대표적인 저술로서 이계식․문형표(1995),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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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에 등장한 공적자금이라는 용어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전통적인 재정의
영역 이외에서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 외에도 각종 국유재산과 기금 그리고 공공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에서 국회의 승인에 의해 집행되는 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한정되었다. 결국
공적자금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가 재량적으로 동원 집행할 수 있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이외의 제반 자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자금이 포함된다. 첫째, 국유재산, 전대차관, 한국
은행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관리 운용)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 관리 운용)의 부
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채권발행자금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채권에 대
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하였는데, 이들을 통상 공적자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협의의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영어 문헌에서 ‘Public Money’란 재정의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공적자금이라고 번
역하며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17)
정부가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사용한 공적자금에 대해 1999년 이후 야당에 의
해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9년 가을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제기되었던
국가채무 논쟁은 2000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급속하게 다시 점화되었
다. 2000년 3월 8일 한나라당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면 광고를 통해 ‘200조 원이
넘는 나라 빚’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3월 13일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선거대책위원
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채무를 총선의 쟁점으로 본격 부각시켰다. 공적자금 조성
을 위한 정부보증 채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관련 잠재채무 186조 원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논쟁은 2000년 4월 총선이 끝난 후에도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17) 미국 헌법 제1조(Article Ⅰ) 제9절(Section 9)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법률로 규정된
지출승인(appropriation)에 의하지 않고는 재정부(the Treasury)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인출
될 수 없으며, 모든 공적금전(public money)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와 계정은
수시로 공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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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질 때면 계속 제기되었다. 2001년 5월 한나라당은 ‘국가부채 백서’를
발간하며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달한다고 정부 여당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국가채무는 IMF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서 정부
보증채무, 공적연금채무, 중앙은행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
다.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등과 같은 재정에 관한 이슈가 정치적 논쟁의 핵심으로 등
장하기 시작한 것은 재정정책의 시대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올
바른 정책방향인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 가치의 실
현을 국정기조의 중요한 축으로 천명하였는데,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인 예산배분에서 성장보다 복지를 증액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
는 매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장 대(對) 복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정의 분야별 배분을 조명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경제사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매우 낮았다. OECD 주요국을 중심으
로 분야별 재정지출의 비중을 비교하면,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되는 정부기능, 즉 보
건, 사회보호에 대한 지출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22.3%에 불과하였지만, OECD 국가
들의 평균은 51.2%에 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도 성장을 위
한 경제사업보다 복지분야의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2003년 이후 본격
제기하였던 것이다.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반론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복지분야의 지출은 실질적으로 의무적 지출이 많아 현행 제
도하에서도 고령화 진전에 따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행 제도하에서도 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이 현행 OECD 평균에 가까울 것
으로 전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을 제고하여 사
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발전 정도, 국가규모, 인구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선진국보다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영(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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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반론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등을 보여주는 통계가 국제적 기준과 다르
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판단은 착시현상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정
부부채, 조세부담 등이 OECD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재정규모 통계를 산정하는 재
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 간주하거나, 재정규
모가 작아 국가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
적하였다.
특히 이 후자의 지적은 우리나라가 큰 정부인가 아니면 작은 정부인가를 논쟁할
때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2006년 4월 5일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탐사기획보도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규모가 정부통
계처럼 28.1%가 아니라 국제기준으로 37.9%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기획
예산처 장관은 ‘국가 기본질서 왜곡’ ’통계조작’ ‘악의적이고 정치적 의도’라고 즉각
반발하며 상당 기간 동안 재정범위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채무, 재정규모, 복지지출 등 재정문제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
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정부 및 재정제도의 문제점을 본격 인식하며 이
에 대한 개혁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해 금융, 기업, 노동, 정부 등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들 개혁의 핵심
은 시장 메커니즘의 회복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었다. 민간주도, 시장경제, 기업가
적 경영, 경쟁과 개방 등이 당시 개혁의 화두였던 용어들로서 개혁의 방향을 시사하
였다. 이러한 방향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이 추진한 정
부개혁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인데, 학계에서는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으로 지칭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 구현’을 공공개혁의 모토
로 삼았다. 경제위기 직후 정부가 추진한 공공개혁의 핵심적 특징으로는 공공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정식 정부기구로 설치한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형태의 임시적 자문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이 공공개혁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보고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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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관련 부처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98년 정부는 이
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정부개혁실을 정식
정부조직으로 출범시키고 여기에 다수의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하였던 것이다. 이러
한 추진체계가 채택되었던 이유는, 공공부문의 속성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의한 자율
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 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1998~2002)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 구현
구조조정
(작은 정부)

운영시스템 혁신
(효율적인 정부)

대국민서비스 개선
(봉사하는 정부)

인력감축

자율․경쟁․성과원리 도입

전자정부 구현

공기업 민영화
자회사 정리
방만경영 쇄신
․산하기관 폐지･통폐합
․외부위탁
․자산매각
․퇴직금누진제 개선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 직위제
․성과연봉․상여금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업무 개선

재정운영의 효율화
․기금제도 정비
․준조세 정비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자료: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2002년 12월, 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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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정에 대한 평가

1.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혁신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 직후 4대 재정혁신과제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제시하
며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
였다. 이들 외에도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007년 관련
법이 제정된 공공기관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도 재정분야의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
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다 체계화하고 계획으로서의 엄격
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중기재정계획은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초 중기재정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연도별․사업별 재정소요를 파악
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연동 수립될 예정이
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략적인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연도별 예산편
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의 연계도 미흡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이 다시금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라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긴요해지면서 재정운용의 중장기적
시계가 중시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별 30개 내외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각 분야별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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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9~2002년의 4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개별 부처와 실무적 수준의
협의가 거의 없어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로 유명무실화되었다.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더욱 전략적으로 배분
하여 국정과제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
을 추진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추상적인 투자방향만을 제시하던 종래의 중기
계획과는 달리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총량목표와 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
였다. 또한 중기계획이 재정운용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계획
의 포괄범위도 넓어져 종래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
라하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재정운용 내부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을
넘어 작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언론 등 외부에 공표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
에 제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는 이전의 ‘부처요구 중앙편성’ 제도를 변경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처요구 중앙편성’ 제도하에서는 예산실이 각각의 중앙행정
기관에 대해 예산의 지출한도금액을 엄격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부처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을 절약하기보다는 신규사업들을 가능한
많이 포함시키고 또 기존사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유인을 가졌다. 왜냐하면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여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서는 예산실이 각 집행부처에 지출한도금액
을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각 부처가 예산의 제약을 스스로 마음에 감안하도록 하
였다. 집행부처별 예산상한 금액이 조기에 또 엄격하게 시달되면, 각 부처의 실질적
인 권한과 자율성은 제고되며 비로소 책임이 추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각 부처의 예산담당관과 그 하위 조직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통해 정부는 국가재원배분의 전략적 선택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 기존의 ‘부처요구 중앙편성’하에서는 정부가 재정총량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전략적 고려보다는 개별 사업별․비목별 예산편성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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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총량과 재정적자 규모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
을 인식함으로써, 전체 재정규모를 산정하고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중요한 임무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또한 예산실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재정통제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적
극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성과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예산제도는 인건비, 경상비, 물건비 등 투입물(input) 중심의 품목
별 예산제도인데, 정부는 예산비목별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
산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산출물(output) 수준과 성과(performance)를 통제하고
투입물 중심의 비목에 대해서는 사업책임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은 전통적 예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1999년도부
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2년까지 시행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 부처의 일부 실․국의 사업만
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기관장의 관심 부족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인식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자, 2003년부터 22개 부처를 선행부처로 선정하여 30%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목
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2004년에는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예산
요구 시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에
는 국가재정법이 통과되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8년에는 2007년도분 성과보고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이와 같이 성과관리제
도를 도입 정착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회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재정정보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관리되어 통합된 재정정보의 제공이 어렵다
는 판단을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정보시스템(FIMSys)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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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이들 시스템은 각각의 운용주체가 서로 다르고, 또 상호 연계가 부족하
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 및 결산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복식부기․발생주의에 따라 전
자결재를 통하여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그런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
하며 집행실적과 성과 등 사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새로운 재정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대 재정혁신과제 외에도 정부는 2005년부터 기존의 민간투자제도를 확대하는
임대형 민자사업(또는 BTL 민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투자제도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정되면서 그 대상시설을 기존의 산업기반시설에서
생활기반시설로 확대하였던 것이다. 2005년에 민자사업으로 추가된 학교시설․아동
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공공청사․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렵고 또 최
종수요자에게 시설물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시설물을 운영하
며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물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
와 같은 사업방식을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비하
여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불렀다.
2007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관
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정부
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전체
기관들을 모두 망라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적 관리체제를 구
축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유형을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적
절한 지배구조(또는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수백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전
체에 대하여 정부가 갖는 소유권(ownership) 기능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
당시의 기획예산처로 통합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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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의 재정관련 주요 정책
(1) 정부조직 개편
2008년 1월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한 과제는 정부기능과 조직의 개편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
개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을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당시 인수위원회의 시각은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을 슬림
화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18)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무
현 정부의 18부 4처 18청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
부조직 개편으로 연내에 6,951명의 공무원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여
기에는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이 감축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재정
적으로는 4,900억 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의 공사화
를 통해 연간 2조7천억 원의 감축효과를 전망하였다.
2008년 1월 21일 한나라당은 인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여야 정당 간의 협상결과 13부 2처 17청 5
위원회(특임장관 2명)의 인수위원회 안은 15부 2처 17청 3위원회(특임장관 1명)로 확정
되었다. 당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부처 숫자만 줄인다고 작은 정부가 되지 않는
다. 공공지출과 정부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대부처주의가 반
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큰 부처와 작은 부처 간 갈등이 우려되
며, 작은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큰 부처가 압도할 것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9)
당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처주의와 주요 기
능의 통합․재편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자치부 내에서는 1년 전부터 조직진단포럼
18) 민진(2008), p.272.
19) 민진(2008), 각주 1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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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한국조직학
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정부조직관련 학회와 한반도
선진화재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등에서는 집단별로 또는 전문가 개인별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세미나, 포럼, 논문발표 등이 줄을 이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대안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2) 감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여야 정당 간에 ‘증세 대 감세’의
논쟁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2.7%
수준으로 OECD 평균 26.9%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미국
(20.6%), 일본(17.3%), 중국(16.8%), 대만(14.1%), 홍콩(12.7%), 싱가포르(13.0%)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
하고자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
하,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등 총 16개 세법개정
안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감세정책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 부유층에 감세 혜
택이 집중되고, 2008년 9월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세보다 재정확대가
더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국민경제의
성장능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
는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할 경우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감세정책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세제개편에 대해 세수효과가 적정하게 추정되고, 또 재정 전반의 상태를
적정하게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환․
신영임(2009)은 행정부 내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분석이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
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0) 더구나 행정부는 2008년 이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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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있었던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를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하여 2008~
2012년 기간 중 총 33조8,826억 원 감소로 추정하고 있으나, ‘기준년도 대비 방식’으
로 전환하면 세수감소는 총 90조1,533억 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세제개편이 0기(期)에 있을 때 향후 3년차까지의 세수를 T0, T1, T2, T3라고
할 때 ‘기준년도 대비 방식’은 세수감소를 ‘(T0-T1)+(T0-T2)+(T0-T3)’로 추정하는 반면,
‘전년도 대비 방식’은 이를 ‘(T0-T1)+(T1-T2)+(T2-T3)’로 추정한다. ‘기준년도 대비 방
식’은 특정한 세제개편으로 향후 수년간 나타날 세수감소를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세제개편이 중장기적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기준년도 대비 방식’을 통해서 세수효과를 검토하는 것
이 재정운용에 대한 중장기적 시계를 지원할 것이다.

(3) 금융위기 극복
2007년부터 시작된 파생상품가격 폭락과 투자기관들의 부실화는 2008년 9월 미
국의 대표적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세계적 금융위기로 나타난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감한 통화, 금융 및 재정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7년의 외환위기
와 그 극복과정에 비견되는데,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추진된 일련의 통화
금융정책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1)
우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인하, 공개시장조작 확대(환매조건부채권 매입, 통화안정증
권 중도환매, 국고채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초단기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정대출․예

금제도의 조정, 미연준(FRB) 등과의 외환스왑계약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이
들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을 국고채 매입 등의
형태로 5조 원 지원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하는 산업은행 등에 10조 원을
대출하기도 하였다.
20) 이영환․신영임(2009) 참조.
21) 국회예산정책처(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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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안정펀드’는 채권발행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산업은행 2조 원, 그 외 금융기관 8조 원)
이며,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은행자본확충SPV 유한회사, 자본금 1,0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0%, 한국정책금융공사 10%)

로서, 산업은행 등의 대출금 12조 원, 기관 및 일반 투자자 8조 원의 자금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산업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보증을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최대 4,3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 이외에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도 동시에 설치하였다. 금융
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매입 정리하는 ‘구조조정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
하였고, 정상 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한국
정책금융공사에 설치하였다. 이들 기금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가재정법의 적
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1998년에 도입된 제도인 ‘공적자금’에 포함된다.22) 즉 공적자
금관리특별법에 의하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
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안정기금은 모두 공적자금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한국은행, 펀드, 기금 외에도 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을 통하여
수출입금융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
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보험,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기금, 지역신보․중앙
회 등에 대해 출자하였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청년층 실업대책, 빈곤층 주거지
원 등 세입세출예산을 통한 재정확대로 경기부양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통화, 금융 및 재정정책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
께 경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2/4분기와 3/4분기 연
속으로 전 분기 대비 2%대 성장을 이어감으로써 이전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
기회복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2009년 하반기부터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
고 있다.

22) 이들은 금융성기금이라는 이유로 통합재정, 국가채무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표 4> 참조.

114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4) 공공기관 민영화 등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싱가포르식 ‘테마섹’ 모델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작업을 예고하였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에 발표된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민영화 대상기업들은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소규모 자회사들이 대부
분으로, 집권 당시에 홍보하였던 의욕에 비해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민영
화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였던 노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일시적으로 공기업으로 유지되
었던 기관들은 당연히 민영화가 조속히 추진되었어야 할 기관들이었다. 그런데 노무
현 정부하에서 민영화 작업이 중단되며 이들 또한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았는데, 민
영화를 재점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원가의 100%를 매출수입으로 보전하고 설립근거법에 의한 정부통제
가 불필요한 공공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모두 민영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2008년 확정 발표된 민영화 38개 기관
구 분

추진방안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
공적자금 투입기업 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14개)
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 한국지역난방공사, 88관광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
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8개)

자회사

한국토지신탁(토지공사), 농지개량(농어촌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광공사), 안산도시개발(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한국전력),
한국자산신탁(캠코), 한전KPS(한국전력), 한국건설관리공사(도로공
사), 경북관광개발공사(관광공사), 인천종합에너지(지역난방공사), 한
국기업데이터(신용보증기금), 산은자산운용(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산업은행), 기은캐피탈(기업은행), IBK시스템(기업은행), 기은신용
정보(기업은행) (16개)

기존
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년 8월 11일자 및 2009년 7월 3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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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으로서 설립근거법이 존재
하는 상태에서 민영화를 명분으로 주식을 민간에 매각 상장하는 것은 향후 다소 복
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3) 설립근거법으로서 특별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
의 정책적 사업이 공기업을 통해 다수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책임과 공기업
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별법
에 의한 설립근거법이 존재하는 기관, 생산원가의 100%를 매출수입으로 보전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관들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 등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공기관 관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계획과 함께 공공기관의 통합, 폐지, 기능조정 등 선진화 계
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통합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정부의 R&D사업을 관
리하는 기관 통합(9개→4개), IT진흥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통합(10개→4개) 등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능조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구분되는데, ①여건변화를
감안 고유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②수
요감소, 설립목적 상당부분 달성,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기관은 기능축소(국민체육진흥
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③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기능재조정(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
단, 근로복지공단,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디자인진흥원․생산기
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의 R&D 관리) 등과 같다. 그런데 공공기관 관리의 궁극

적 목표는 가능한 한 민영화를 통해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적 민영화와 무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은 공공
기관의 개혁작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4대강 사업
최근까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구현
23) 송전시설, 활주로 시설 등을 민간에 이전한 이후에도 국가가 이들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안
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민간의 참여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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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①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②풍부한 수자원 확보 ③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④수변공간을 복합공간으로 개발 ⑤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
된다. 첫째, 본사업으로서 홍수조절, 물 확보 등을 위해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 둘째, 직접연계사업으로서 섬진강과 13개 주요 지류 국가

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확충 사업, 셋째, 연계사업으로서 강 살리기로 확보되
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 등과 같다.
<표 3> 4대강 사업의 주요 내용
(단위: 조 원)
구분

본사업

내용(억 원)

총사업비
(억 원)

준설(51,599), 보 설치(15,091), 생태하천(21,786), 제방보강
(9,309), 댐․조절지․낙동강하구둑(17,241) 농업용저수지․영산 169,498
강하구둑(27,704), 수질대책(5,000), 기타(21,768)

직접연계사업

준설(265), 수중보(110), 생태하천(9,358), 제방보강(6,856), 농업
용저수지(1,471), 수질대책(33,837), 기타(607)

52,504

연계사업

지방하천정비,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문화
가 흐르는 4대강,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정비, 신재생에
너지 생산, IT 접목 산업 등

n.a

자료: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2009)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댐건설사업, 농업용저수
지 증고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을 수계별로
망라하여,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수변공간 개발, 강 중심 지역
발전’이라는 정책기능과 목표에 따라 정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각종
사업들이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었지만 이제는 수계별로 묶어 최적화를 추구하는 통
합 조정의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업들
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 계
획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이들 계획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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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들을 조기에 집중투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고, 또 강과 관련되어 수
변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여가공간 등의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에 무리하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다.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2,002억 원에 달하는데 준설, 보 설치
등 하천공사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댐, 저수지, 하구둑 등은 시
설물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부담하는 사업
비 15조4,000억 원 중 8조 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외
화채권 등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기업이 수행하
는 영업적 성격의 사업 이외에 정책적 이유로 수행하는 사업은 준재정활동
(Quasi-Fiscal Activities)이라 하는데 이는 사실 재정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 또 국제기준으로도 타당하다.24)
두 번째 반론은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없었다면 ‘4
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는 많은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다. 개정 전 시행령에는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업들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와 무관하므로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해예방․복구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면제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에 합리적인 공공투자 선택을 위해 채택된 제도로
서 그 의의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는 한정된 자원의 제약하에서
24) 우리나라에서 통상 불리는 공기업은 ‘영업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형적 공기업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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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선
택하는 유용한 분석도구다. 물론 타당성조사에 번문욕례(繁文縟禮)와 같은 번거로움
이 없는 것은 아니며, 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다양
한 국가계수(National Parameters)들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타
당성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총합적으로 표현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유용
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간편, 약식, 심층
조사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다.

(6) 재정건전성
2000년 이후 국가채무와 재정범위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이들 논쟁을 주도적으로 해소하기보다 지출증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으로 소극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야당시절 국가채무 논쟁을 주도하였던 한
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기존
의 인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청와대는 새 정부의 초기 재
정여건 분석을 위한 지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
전히 이를 탐탁지 않게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된다.25)
2008년 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재정학회 연구용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개념과 수치가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주당, 민
노당 등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7
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은 OECD 평균치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옥동석
(2009) 참조]. 2009년 9월 민주당은 ‘MB 포퓰리즘과 재정파탄’ 제하의 기자간담회에

서 “국가부채 1천조 원 훌쩍 넘어, MB 정권 말기엔 재정파탄 금융위기 위험”을 주
장하기 시작하였다. 야당은 2008년의 금융위기 극복, 4대강 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사
업비 부담, 미소(美少)금융 등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본격 제기하였다.
25) 박경돈, 유지영 외(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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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 정부의 재정운용에 관한 평가는 재정적자, 재정부채의 변화추이를
평가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들 통계를 비교하는 데에는 일관성이 결여되
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
함하고 특히 최근에는 금융부문에서 각종 ‘펀드’가 등장하면서 재정운용 실적을 평
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표 4> 중앙정부 재정 및 통합재정, 국가채무의 범주 비교(기금을 중심으로)
구분

내

용

국가채무
범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신문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특
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 불포함
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감․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근로
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복권기금, 국
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군인연금기
통합 재정 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청소년육
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남북협력기금, 군인복
지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
작물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자유
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전력
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임
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국민
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포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국가장학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금융성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
기금 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 불포함
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09. 11, p.38.

<표 4>는 기금을 중심으로 통합재정수지를 평가하는 통합재정의 범위, 그리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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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무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성기금 대부분은 재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성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 이들의 활동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용 실적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관리대상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자면 재정건전성 관리에서
이전 정부에 비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5> 국가채무의 추이
(단위: 조 원)
연도

국내
차입금

해외
차입금

1997

3.2

15.3

1998

3.0

1999

국채

국가채무 총액

비중

국고채무
부담행위

28.6

56.6

3.4

50.5

-

18.8

46.6

65.3

3.0

71.4

41.4

2.4

18.9

65.8

73.4

2.5

89.7

25.6

2000

1.9

20.0

76.3

75.6

2.7

100.9

12.5

2001

2.1

20.4

87.8

77.6

2.8

113.1

12.1

2002

2.3

18.4

103.1

81.4

2.8

126.6

11.9

2003

3.2

12.6

140.6

88.5

2.4

158.8

25.4

2004

2.0

8.6

182.9

93.3

2.5

196.1

23.5

2005

2.1

5.6

229.0

95.9

2.1

238.8

21.8

2006

2.2

4.3

264.3

96.7

2.5

273.2

14.4

2007

2.2

3.6

280.5

97.0

2.9

289.1

5.8

2008

1.5

3.8

289.4

97.1

3.2

297.9

3.0

2009(전망)

2.8

2.8

343.9

94.2

3.7

365.1

22.6

2010(예산)

3.0

2.0

385.7

94.7

3.9

407.1

11.5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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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재정지표의 변천
(단위: 조 원)
연도

중앙정부 총지출 및

통합재정수지

공적자금 사회보장성 관리대상재정수지
대GDP 국채전환 기금흑자
대GDP

순융자

대GDP

1996

84.4

18.3

1.1

0.2

0

5.3

△ 4.2

0.9

1997

100.3

19.8

△ 7.0

△1.4

0

5.8

△12.8

△2.5

1998

115.4

23.0

△18.8

△3.8

0

6.1

△24.9

△5.0

1999

121.0

22.0

△13.1

△2.4

0

7.3

△20.4

△3.7

2000

129.3

21.4

6.5

1.1

0

12.5

△ 6.0

△1.0

2001

136.8

21.0

7.3

1.1

0

15.5

△ 8.2

△1.3

2002

136.0

18.9

22.7

3.2

0

17.6

5.1

0.7

2003

164.3

21.4

7.6

1.0

13.0

6.6

1.0

0.1

2004

173.5

21.0

5.2

0.6

12.0

9.2

△ 4.0

△0.5

2005

187.9

21.7

3.5

0.4

12.0

23.6

△ 8.1

△0.9

2006

205.9

22.7

3.6

0.4

12.0

26.4

△10.8

△1.2

2007

209.8

21.5

33.8

3.5

0

30.2

3.6

0.4

2008

238.8

23.3

11.9

1.2

0

27.5

△15.6

△1.5

2009(예산)

301.8

n.a

n.a

n.a

0

n.a

△51.0

△5.0

2010(예산)

290.8

n.a

n.a

n.a

0

n.a

△30.1

△2.7

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digitalbrain.go.kr/ifms/hp/sa/SaItgPfinRad.do)에서 공
표한 자료인데, 재정의 포괄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
금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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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지표의 신뢰성 제고
1998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가채무 논쟁, 2004년 이후의 증세 대(對) 감세, 성
장 대(對) 복지 논쟁, 그리고 2006년의 재정규모 논쟁과 2009년의 국가채무 논쟁 등
은 모두 우리나라 재정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이다. 이들 논쟁은 우
리나라 재정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립관계로 표현
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재정지표에 대한 논란은 점차 국가채무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데, 많은 재정지표들 중에서 국가채무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이래로 행정부 재정당국(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재정지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을
제외한) 정치권은 여야 간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여당이 되

면 행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야당이 되면 행정부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결같고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제적인 비교지표
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완벽하
게 도입된다면 재정지표가 크게 개선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에 대한 현행 진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1997년부터 재정지표
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옥동석(2009)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국제적으
로 비교가능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임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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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와 무관하며 재정범위와 회계 또는 계
정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26)
이제 여기서는 국가채무 논쟁과 관련된 주요 반론과 재반론들을 정리하며 이에
대한 입장들이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27) 첫째, 우리나라의 재정범위가
국제기준과 달리 자금단위(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재정범위를 제도단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정부통제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도단위 기준의 재정범위와 자금단위 기준의 재정범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유럽통계청(EUROSTAT)이 개별 회원국의 재정통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점검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적절히 준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IMF 등 국제기구가 나름대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재정통계 지표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만약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재정통계 지표들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IMF 등 국제기구는 재정통계의
처리지침과 기준만을 제시할 뿐 개별 국가가 제출하는 재정통계의 신뢰성까지 담보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IMF 등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재정통계 시스템 전
반을 점검 조사하여 재정통계를 공표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재정범위를 제도단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을 재정범위(또는 일반
정부)에 포함되는 준정부기관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들을 구분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도 ‘자체수입 비율’이라는 ‘시장성 기준’으로 체계적인 구분을 이미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자체수입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대부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정통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자체수입 비율’을 사용하여 준정부기관까지 망라한 재정통계는 아직 생
산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구분은 ‘시장성 기준’이라는 단일
26)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차이는 국가와 일반정부라는 재정범위의 차이, 채무와
부채라는 회계 또는 계정범위의 차이로 요약될 수 있다.
27) 여기서 정리한 주요 의문들은 일반인과 기자들의 문의 내용, 각종 보도자료 및 해명의견, 비
공식적 토론 또는 의견교환 과정에서 제기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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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로써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MF, UN 등의 국제기준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와 사업내용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구분해야
한다. 또한 ‘시장성 기준’은 ‘매출수입 비율’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의적으로 고
안한 ‘자체수입 비율’은 적절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UN의 SNA지침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를 생산하는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와 달리 제도단위로 재정통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재정
통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재정범위(또는
일반정부)는 공공기관들을 극히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 공공부문 전체를 망

라한 후 체계적 기준에 따라 재정범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재
정통계도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각종 정책금융(금융성기금 포함) 기관들은 금융공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재정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재정지표는 현행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매출수입 비율’을 기준으로 준정부기관/공기
업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의 사업은 시장이자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UN이 2008년에 발간한 SNA지침과
EU의 제반 지침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부보증과 자기책임이 특히 중요한 판단기
준으로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들(특히 부실채권정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
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기업은 재정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기업의 채무 또한 재정지표에
서 완전 배제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IMF는 2001년에 공기업
이 수행하는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거래의 재분류’를 통해 재정범위에 포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IMF는 2007년 ‘재정투명성 지침(Manual on Fiscal
Transparency)’에서 준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을 재정통계에 포함할 것으로 명

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활동에 대한 준재정
활동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28)
일곱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미래의 정부지급금을 채무 또는 부채
28) IMF(2009), 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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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는 것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다. 그러나 UN은 1993년 SNA지침에서 이미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리스를 금융리
스와 운영리스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
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연합은 이들에 대한 계약(즉, 실시협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
험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금융리스로 간주하여 부채로 인식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논쟁들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각각의 쟁점
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비정치적인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된 입장을 정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장기
와 단기 과제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거시재정운용에 대해 국
민적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정총량지표가 생
산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할 것이
다.

2. 장기적 시계의 재정운용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5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은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민
경제 전반에 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주의적 경제개발 색채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의 결과 고도성장이 지속되며 민간경제 부문이 급속히 성
장하였다. 그 결과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내에서 정부부문의 각종 정책에 대한 계획 특
히 재정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량 확대로 국민경제 전반에 관한 총체적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를 망라하는 5개년 계획은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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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국정과제의 추진을 체
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①중장기의 경제․사회여건을 점검하고 ②중기적 재
정운용전략을 수립하여 ③이에 따라 예산배분방향을 설정한 후에 ④이러한 방향에
따라 매년도의 분야별․부문별․부처별 또는 주요 사업별 예산총액을 설정하고 ⑤
각 부처가 주어진 예산총액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⑥예산당국이 이를 취
합․조정하여 정부 전체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1년 단위의 예산으로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의 중장기적 변화는 다년도 계획을 통해서만
도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지출한도와 같은 하향식 요
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기능별 또는 소관별로 엄격한 한도금액이 책
정되지 않는다면 중기재정계획은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표 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대상재정수지
(단위: 조 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년도 계획 △ 7.2 △ 8.2 △ 5.4 △ 2.9 △ 0.5
2005년도 계획

-

2006년도 계획

-

-

2007년도 계획

-

-

-

2008년도 계획

-

-

-

-

2009년도 계획

-

-

-

-

실적치*

2009

2010

2011

2012

2013

-

-

-

-

-

-

-

-

-

-

-

-

-

-

△12.1 △11.7 △10.7 △10.5 △9.7

△14.9 △13.7 △12.1 △10.3 △9.0

△4.0 △8.1 △10.8

△14.8 △11.1 △10.8 △9.9 △7.4

△11.0 △10.4 △9.7 △6.6 △0.0
-

-

△51.0 △32.0 △27.5 △16.1 △6.2

3.6 △15.6 △51.0 △32.0

-

-

-

주: * 2004~2008년은 결산한 수치, 2009~2010년은 예산상의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그런데 2004년에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갱신되면서 중요한 재정지표
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큰 폭의 변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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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화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에 계획을 수립한 직후 국제적
인 금융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폭 변경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09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해 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기능별․소관별 한도금액이 주어지면 각종 개발계획이
보다 현실성 있게 수립될 수 있다. 국토건설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도시 기본계획, 공항개발 기본계획, 다목적댐 기본계획, 항만 기본계획 등
이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중장기 가용재원이 없다보니 각 계획은 그
야말로 필요성의 관점에서 방만하게 수립되고 나아가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획수립 시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입각한 가용재원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 기준 16개 분야, 프로그램 결산기준 16개
분야, 통합재정 결산기준 10개 분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도 있
다.29)

3. 범정부적 시계의 재정운용
범정부적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ing)
은 예산사업 또는 예산프로그램의 산출물(output) 또는 주요 정책목표와 기능을 중심
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과 활
동별 예산(Activity Based Budgeting)은 소관조직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의 품목과
활동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해, 프로그램 예산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목표
와 기능을 주요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구분 표
시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예산과정을 정부지출의 대상물(또는 투입물)에서 사업 성격과 목적으로 전환한다는
29) 나아정․박승준(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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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프로그램 예산은 목적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은 정부가 궁극
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또는 산출물)에 주
안점을 두는 것이다. 여기서 프로그램 또는 사업(Program)이란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하위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의 활용과정에서는 예산분류의 최상위 개념을 소관 및 기관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품목별 예산과 활동별 예산은 기관단위의 총예산이 먼저 편
성되기 때문에, 개별 기관은 자원획득을 위해 여타 기관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또 개별 기관의 예산이 주어지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및 품목들을 놓고
서로 경쟁한다. 이에 반해 프로그램 예산은 정부부문 전체에 걸쳐 유사 및 동일 목
적의 사업들을 동일한 예산단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동일
한 예산단위 내에서 자원획득의 경쟁을 벌인다. 프로그램 예산에서는 동일한 정책목
표를 추구하는 대안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품목 및 활동별 예산에서는
서로 다른 정책목표 사이에 자원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재정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환류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과 집행결
과 평가 등 성과관리의 기본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프로그램 예산의 기본구
조는 ‘정부기능(function)-정책(policy)-프로그램(program)-단위사업(activity)’의 계층구조
가 되는데, 정부기능은 ‘분야’와 ‘부문’으로 실국별 정책사업은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정책사업의 하위 단위사업을 구분하는 형태로 예산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기존의 예
산항목 분류체계는 ‘장-관-항-세항-세세항-세사업-목-세목’인데, 정부기능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장-관’을 보다 체계화하고, ‘항-세항-세세항-세사업’을 프로그램과 사업단위
로 재편하였으며, 비목을 반영하는 ‘목-세목’을 대폭 단순화하였다. 그 내용은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별 프로그램 내에서는 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단위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야 한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기획원이 주도하였던 투자사업 심사평가기능
은 1994년 출범한 재정경제원 체제하에서 심사평가국이 폐지되면서 크게 약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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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실은 각 사업부서가 제출한 주요 사업의 타당성평가 결과를 전문성과 시간
의 부족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다. 이 당시의 타당성평가는 사업부서가 사업예
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4~1998년 중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된 총 33개의 사업 중에서 ‘타당성 없음’으로 조사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표 8> 예산과목체계의 변화
장
품목별
예산체계 대기능
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대기능

관

항

중기능

소기능

부문

세항

세세항

실․국 세부사업

프로그램

중기능 실․국별 정책사업

세사업

목

세목

지역, 예산편성 예산심의
사업 등
비목
비목

단위사업

목

세목

정책사업의 하위 예산편성
통계비목
단위사업
비목

<표 9> 1994~1998년 중 타당성조사 현황
(단위: 백만 원)
조사결과

소관부처

건수

예산액

건설교통부

15

12,829

9

1

5

철도청

6

730

6

0

0

농림부

1

102

1

0

0

해양수산부

16

12,770

14

0

2

문화관광부

5

930

1

0

3

환경부

1

405

1

0

0

과학기술부

1

600

0

0

1

합계

44

28,366

32

1

11

타당성 있음 타당성 없음

조사 중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보도자료,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1998년 9월 22일자.

더구나 주요 사업의 타당성평가에 대해 범정부적인 지침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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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당성평가에서 사용되는 제반 계수들이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
되지 못하였다. 미래 가치를 현재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
는 1980년대부터 일률적으로 13%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투자부문에 따라서는
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10%를 사용하기도
하였다.30) 또한 고속도로 타당성평가에서는 모든 고속도로에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
야 할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시간당 가치 등이 사업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되었
다.31) <표 10>은 1990년대 초반에 시행된 각종 고속도로의 타당성평가에서 적용된
시간당 가치를 예시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각각 다른 차량유형과 가치가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10> 고속도로 타당성평가에서 적용된 시간당 가치
(단위: ￦/인․시간, ￦/톤․시간)
고속도로

평가시기

일산~회계원

1992(추정)

진주~충무

승용차

소형버스 보통 버스

소형
화물차

보통
화물차

대형
화물차

511

511

511

-

-

-

1992. 8

1,648

801

630

-

-

-

고서~순천

1992. 9

1,219

1,219

1,219

-

-

-

청주~상주

1992. 10

1,032

746

691

2,701

1,078

840

회덕~영동 확장

1993. 7

1,488

1,076

996

2,570

1,085

847

구미~옥포

1994. 5

875

633

585

-

-

-

대전~당진

1994. 5

875

633

585

-

-

-

판교~양평․가남

1994. 5

1,904

1,376

912

2,316

978

763

전주~함양

1994(추정)

3,498

2,363

2,363

11,081

11,081

11,081

자료: 노성태․옥동석(1996), p.148 참조.

공공사업의 타당성조사에 대해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외환위기 직
30) 당시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의는 김재형 외(1999), pp.268-271 참조.
31) 당시 우리나라 고속도로 타당성평가의 현황에 대해서는 노성태․옥동석(1996), pp.142-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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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 할 수 있다. 1997년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1998년도 당초 예산은 10.8%
의 경상성장률을 상정하였으나, 곧이어 발생한 외환 및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의 급
격한 하락이 예상되었고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였다. 경
제위기에 따른 세출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공공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1998년 당시 기획예산위원회는 <표 9>를 활용하여 각 부처
주관하에 실시하는 타당성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고, 또 타당성조사에 대
한 통일된 표준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주
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결과
(단위: 건)
연도

B/C≥1

B/C<1

사업추진 중장기검토

사업추진

중장기검토

계

통과건수 통과율(%)

1999

8

1

4

6

19

12

63.2

2000

14

3

1

12

30

15

50.0

2001

12

2

2

25

41

14

34.1

2002

11

3

2

14

30

13

43.3

2003

18

0

2

13

33

19

57.6

2004

27

1

14

13

55

41

74.5

2005

15

1

4

10

30

18

63.3

2006

21

2

7

22

52

28

53.8

2007

20

0

6

19

45

26

57.8

합계

146

13

42

134

335

188

56.1

자료: 김재형, ｢국책사업의 타당성평가 체계 및 방법｣, 내부자료,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7,
pp.13-14.

이후 1999~2007년 기간 중 모두 335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
었는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통과율은 2001년의 34.1%에서 2004년의 74.5%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9개년 평균은 56.1%로 계산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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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유형별 건수는 도로 153건, 철도 71건, 항만 22건, 문화관광
26건, 수자원 19건, 기타 44건 등과 같다. B/C 비율이 1보다 높게 평가된 사업의 건
수와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69건(45.1%), 철도 36건(50.7%), 항만 14건
(63.6%), 문화관광 5건(19.2%), 수자원 8건(42.1%), 기타 25건(45.8%) 등과 같다.

4. 자기책임성과 해명책임성의 제고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법인들은 ‘국가(sovereignty)’라는 단일의 법인격에 포함되는
정부행정조직, 그리고 개별적으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구
분될 수 있다. 정부가 정부행정조직과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화된 통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적절
한 거버넌스를 고안․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부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일률적
인 제도(재정관리, 회계, 공무원, 조달법규 등)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통제제도의 차별화(differentiation of the control environment)’를 도모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제반 거래
비용을 감축하는 데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는 구입과 판매를 위한 수
개의 계약들이 체결되는데, 법인은 다수의 거래계약들에 대한 연결체(nexus of
contracts)로서 자기책임하에서 거래를 수행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취지하에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출의 책임과 권한을 가
능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법인의 소유권자(ownership interests)로서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과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소유권자로서 기관의 일반적인 정책, 예산, 인사, 조직을
통제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생산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며 산출물을 획득
하는 구매권자(purchase interests)로서 특정 산출물과 공공기관을 통제한다. 셋째, 정
부는 소유권자, 구매권자가 아니면서도 법령에 의해 특정 공공기관을 개별적이고도

제２편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 요약

133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황금주(golden share)와 같이 정부개입의 조건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법률이나 공법(public law)에 의한 설립근거법
에서 재량적 정부통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소유
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특히 상법)의 형태로 전환하여 기업구조로 전환하고, 구
매권에 대해서는 시장계약의 형태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법령을 폐지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구매권자로서 공공기관과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
해서는 출연금을 시장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관계
(budgetary relation)는 협력협약(cooperative agreement)으로 전환하고, 협력협약은 출연

협약(grant agreement)으로 전환하며, 최종적으로는 시장계약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시장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시 정리하면, 첫
째, 특별법 형태의 설립근거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정부 소유권과 구매권에 일반
적인 시장 이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소유권과 구매권을 명확하게 구분하
는 거버넌스와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의 자기책임성(또는 엄격한 예산제약, hard
constraint of budget)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소유권과 구매권에 장기계약(또는
장기협약)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이념을 점차 강화해야 한다. 앞의 세 가지 방

안이 도입되어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에 시장의 이념이 강화되면 공공기관은 비로소
재무적 성과지표를 궁극 목표로 하는 경영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정부가 출연금, 정책사업 등에 대한 느슨한 형태의 협약을
시장계약으로 전환한다면 경쟁입찰(competitive tendering)의 조달과정이 가능해질 것
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정형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낮으며 우발상황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시장계약이 체결가능하다. 공공기관 민영화의 당위성은
‘소유권, 구매권, 설립근거법을 기초로 한 정부통제’를 민간지배로 전환하더라도 큰
혼란 없이 시장실패를 적절하게 교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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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정부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이 많이 제기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분권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지방재정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방정부의 지출책임(expenditure respons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지출책임을 명확
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지출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
치단체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자치사무와 국가 등으로부터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위임사무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법에서는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구분
하고 있지만, 제9조 제2항에서는 이 두 가지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사무를 모두 여
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내용과 관련 경비가 체
계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
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자치사무의 내용과 직접적이고도 충분하게 연
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으로 규정되는 자치사무의 내용과 그 소
요 경비가 법령 또는 협약 등의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중앙정부의 지출책임으로 규정되는 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 내용과 소요금액이
법령과 협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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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주요 재정지표의 변천
(단위: 10억 원)
연도

중앙정부 세출 및 조세수입(국세)

보전재원
중앙정부 관리대상
대GDP 수지차 재정수지 한은차입 국채발행 해외보전

순융자 대GDP

1970

469 16.9

369 13.3 △

21

n.a

△

2

n.a

26

1971

549 16.0

458 13.3 △

10

n.a

△

8

n.a

51

1972

746 17.6

482 11.4 △

161

n.a

144

n.a

16

1973

721 13.1

586 10.7 △

27

n.a

3

n.a

63

1974

1,203 15.3

924 11.8 △

164

n.a

167

n.a

89

1975

1,765 16.8

1,406 13.4 △

202

n.a

195

n.a

130

1976

2,519 17.5

2,117 14.7 △

192

n.a

△ 41

n.a

243

1977

3,274 17.7

2,657 14.4 △

316

n.a

26

n.a

286

1978

4,408 17.7

3,702 14.8 △

300

n.a

14

n.a

370

1979

5,990 18.7

4,837 15.1 △

545

n.a

△ 324

n.a

266

1980

7,682 19.6

5,897 15.1 △

849

n.a

264

n.a

318

1981

10,190 20.7

7,364 14.9 △ 1,585

n.a

453

n.a

533

1982

11,639 20.5

8,530 15.1 △ 1,656

n.a

△ 40

n.a

676

1983

12,200 18.3

10,207 15.3 △

663

n.a

125

n.a

399

1984

13,445 17.6

11,077 14.5 △

841

n.a

△

1 △

164

309

1985

14,867 17.3

12,105 14.1 △

945

n.a

△

7 △

418

441

1986

15,927 15.9

13,882 13.8 △

86

n.a

△ 10 △

1987

18,180 15.4

16,690

477

n.a

0

1988

20,881 14.9

20,389

2,009

1989

25,677 16.2

22,394 14.1

800

530

0 △ 604

1990

33,296 17.4

28,363 14.8 △ 1,207 △ 2,500

0

1,453 △ 327

1991

40,312 17.4

32,196 13.9 △ 3,494 △ 5,200

148

2,029 △ 283

1992

44,993 17.0

37,751 14.3 △ 1,188 △ 2,900

5

2,363 △ 311

1993

49,047 16.4

43,548 14.6

1,704 △ 1,900

205

2,668 △ 447

1994

60,125 17.2

51,837 14.8

985 △ 1,400

1

1,935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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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1,100 △ 655

31 △ 146
799

10

1,333 △ 715

<표 A-1> 계속
연도

중앙정부 세출 및 조세수입(국세)

보전재원
중앙정부 관리대상
대GDP 수지차 재정수지 한은차입 국채발행 해외보전

순융자 대GDP

1995

71,052 17.3

62,210 15.2

1,035 △ 2,200 △ 650

1996

83,841 18.2

72,386 15.7

1997

99,150 19.6

78,434 15.5 △ 7,005 △12,800 △ 492

1,401 △ 357

431 △ 4,200 △ 204 △ 1,475 △ 296
2,929

6,962

1998 112,435 22.4

78,310 15.6 △16,953 △24,900

323

13,330

5,534

1999 118,177 21.5

87,666 16.0 △12,322 △20,400

244

17,295

975

2000 126,786 21.0 107,733 17.9

7,262 △ 6,000

60

7,859 △ 415

2001 158,130 24.3 113,331 17.4

9,968 △ 8,200

0

11,014 △ 434

2002 131,057 18.2 123,690 17.2

25,821

5,100

0

8,732 △ 562

2003 157,028 20.5 135,367 17.6

12,583

1,000

1

24,728 △6,159

2004 168,731 20.4 140,643 17.0

7,799 △ 4,000

132

25,249 △2,630

2005 184,955

4,856 △ 8,100

n.a

n.a

n.a

n.a

2006

n.a

n.a

n.a

n.a

n.a

△10,800

n.a

n.a

n.a

2007

n.a

n.a

n.a

n.a

n.a

3,600

n.a

n.a

n.a

2008

n.a

n.a

n.a

n.a

n.a

△15,600

n.a

n.a

n.a

주: 1) 2005년(2004년 결산자료)까지는 통합재정통계 담당국에서 매년 발간한 자료를 기준
으로 작성하였는데, 2006년(2005년 결산자료) 이후는 통합재정통계의 공식적 발간이
중단됨에 따라 간헐적인 보도자료 형태로 공표되는 몇 가지 주요 통계를 본 표에 포
함시켰음.
2) 본 표에서 중앙정부의 포괄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 제외) 그리고
기금 일부인데, 기금의 포괄범위는 기금제도의 변천에 따라 연도별로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보전재원은 중앙정부에 기업특별회계와 기업기금(조달, 양곡)을 포함하여 계산하였
음.
4) 정부발간 통합재정통계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표의 수
치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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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지방채 제외)
구분

관련 법률

재정증권

․국고금관리법

․국고수지목적: 각 회계
․통화관리: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

외평채권

․외국환거래법

․외국환평형기금

국고채권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

국

국민주택채권 ․주택법
채

관련 기관

․국민주택기금

공공용지
보상채권

․일반회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교통시설특별회계
에 관한 특례법
․철도사업특별회계

양곡증권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양곡증권정리기금

․한국은행법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통화안정증권

특수은행채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
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특
․한국전력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수
․대한주택공사법
․부산교통공단법
채
․한국도로공사법
비금융 특수채
․한국가스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
․지방공기업법 등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산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SH공사 등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채권시장해설｣, 2008년 1월,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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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4
18,491
3,170
419
2,751
2,112
639
15,322
n.a
n.a
n.a
28,554
4,871
4,200
0
6,320
12,974
29
11
150
3,408
n.a
n.a
n.a

71,437
21,760
2,976
849
2,127
1,448
679
18,785
n.a
n.a
n.a
46,648
4,871
3,900
5,064
18,783
14,005
15
11
0
3,029
n.a
n.a
n.a

89,715
21,386
2,443
789
1,654
885
769
18,943
n.a
n.a
n.a
65,806
4,871
6,200
4,626
34,233
15,864
2
11
0
2,522
n.a
n.a
n.a

1997년 1998년 1999년

100,942
21,907
1,901
410
1,491
722
769
20,006
n.a
n.a
n.a
76,325
2,483
8,400
5,088
42,555
17,788
73
11
0
2,710
n.a
n.a
n.a

2000년

113,116
22,536
2,104
590
1,514
710
804
20,432
n.a
n.a
n.a
87,757
2,126
8,700
5,356
50,919
20,645
64
11
0
2,822
n.a
n.a
n.a

2001년

126,630
20,735
2,295
950
1,345
1,231
114
18,440
53
18,387
0
103,131
1,100
15,850
4,848
55,615
25,707
0
11
0
2,763
1,910
343
510

2002년

158,825
15,750
3,170
1,940
1,230
1,230
0
12,580
43
12,537
0
140,633
600
23,650
4,838
81,483
30,051
0
11
0
2,441
1,796
304
342

2003년

196,087
10,655
2,040
830
1,210
1,210
0
8,615
6
8,609
0
182,932
0
22,200
5,270
123,061
32,389
0
11
0
2,500
1,871
306
323

2004년

238,766
7,625
2,055
830
1,225
1,225
0
5,570
0
5,570
0
229,002
0
15,300
6,129
170,475
37,086
594
11
0
2,139
1,839
300
0

2005년

273,214
6,436
2,157
1,007
1,150
1,150
0
4,279
0
4,279
0
264,317
0
8,100
6,554
206,798
42,854
0
11
0
2,460
2,060
400
0

2006년

289,102
5,724
2,167
1,117
1,050
1,050
0
3,557
0
0
3,557
280,466
0
3,000
6,744
227,373
43,337
0
11
0
2,912
2,412
500
0

2007년

297,946
5,287
1,457
1,117
340
340
0
3,829
0
0
3,829
289,425
0
0
5,201
239,290
44,923
0
11
0
3,234
2,734
500
0

2008년

(단위: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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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출보험기금, 축산발전기금(1998년 이전), 공무원연금기금(1998년 이전), 한국과학재단기금(1999년 이전) 등
이 해당, **한국산업은행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해당됨. ***국제기구에의 출자재정증권임.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www.digitalbrain.go.kr

국가채무총액
1. 차입금
가. 국내차입금
한국은행(에서)
기타(에서)
-기금(에서)*
-공공기관(에서)**
나. 해외차입금
일반회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 국채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원화)
외국환평형기금(외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기금채권
3. 국고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채무구분

<표 A-3> 국가채무 현황

３편

제

재정정책 효과의 국제비교

김필 헌
(한경연 연구위원)

요 약

□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다
시금 제기됨.

□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의 재정승수 추정 및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 재정승수를 들 수 있으
나,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 이론적․실증적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
고 있음.
∙ 케인지안 학파의 경우 재정승수의 부호가 양(+)이며, 그 크기도 1보다 클 것
으로 주장하는 반면, 신고전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
히려 경기부양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
∙ 실증적으로도 분석에 동원된 방법, 시기, 대상국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상
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재정변수를 대상으로 구조적 VAR 모
형을 이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함.
∙ 기존 연구의 보완 차원에서 대상국들에 대해 일관된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분석기간을 통일하여 국가 간 비교가 좀 더 용이하도록 함.
∙ 또한, 해외충격이 재정승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

144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해 국제경기 변동요인을 구조적 VAR 모형에 포함하는 ‘factor-augmented’
VAR 추정방식을 사용함.

□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비교 대상국 전체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정수입 감소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지출승수는 0.838로 전체 평균(0.905)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입승수는 1.082인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출보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다른 나라(전체 평균 0.796)에 비해서도 상대적으
로 정책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출확대의 경기부양 효과는 3분기 정도, 수입충격의 경기부양 효과는 2~5
분기 지속됨.
｝또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대외의존도 및 개방도가 심화될수록, 정부가 activist
stance를 취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재정정책의 효과는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장개입을 통해 불확실성
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경제운용을 민간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음.
｝대외의존도 및 개방도의 심화로 정책효과가 외부로 누손되면서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경기부양 능력이 감퇴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activist stance를 취할수록 오히려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짐을 감안하
면, 섣부른 시장개입으로 시장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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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시장실패 및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면서 정부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이후 경제 전반에 걸쳐 디레버리징
(Deleveraging)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각국 정부

는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2008년 GDP 대비 5.9%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도입했고, 해외경기 변동에 민감한
우리나라도 2008년 GDP 대비 2.7%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썼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
로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채무 부담의 증대와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
한 세금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
하는 목소리가 많다. 더불어 경기안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면서 재
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
다. 우리나라에서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다. 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이전의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노태우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재설정하고 규제완화 및 민영화 등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의 자율성
과 창의성 신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민간주도형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다각적인 규제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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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크기보다는 효율성 내지 생
산성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옮겨졌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시장참여자이자 시장실패 교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당시 정책입
안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작은 정부’의 포기로 받아
들여져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어떤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 혹은 효율적인 정부인가 하는 문제, 즉 정부의 생산
성 문제는 정부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측면에
서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성격상 정부규모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부규모의 판단기준은 정부
정책의 목적에 따라 재정규모, 인력규모, 규제수준 등으로 대별된다. 물론 세 가지
지표 모두 기술적․통계적 한계를 안고 있으나 통계획득의 편의성 측면에서 재정규
모가 가장 흔히 정부규모의 대리변수로 많이 쓰인다.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와 달리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국제비교가 상대적
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편의상 재정규모를 정부규모의 판단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정부의 생산성은 재정
정책의 효율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재정정책은 여러 다양한 목적에서 동원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안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
의 효율성은 이를 통한 경기안정 효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재정정책
의 효과를 진단함으로써 정부의 역할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재정승수 추정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경기안정 측면에서의 정부의 시장개입
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기부양에 있어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지안 학파의 경우 재정승
수의 부호가 양(+)이며, 그 크기도 1보다 클 것으로 주장한다. 반면 신고전주의 학파
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구축효과가 크거나 소비자가 정부의 예산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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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체내화할(internalize)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경기부
양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두 상반된 이론적 주장으로 인해 재
정승수의 크기나 부호에 대해 선험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또한 두 이론 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각 이론에 수반되는 가정이나 정부에 대한 기본적 견해 차이에 기인하
는 것이어서, 실제로 재정정책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답은 실
증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정책 효과의 실증적 검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방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크게 나누면 우선 경제변수 간 관계를 이론적 가정을 이
용하여 정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재정승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접근법은 모형이 경제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된 결과의
이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변수 간 관계의 설정에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된 가정에 따라 결과가 편향되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는 모형의 구축이 불가능하므로 국제비교 연구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이론을 배제하고 관심대상이 되는 변수들로 구성된 축약형
회귀분석(reduced form regression)을 통해 재정승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부문에
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추정방식이 벡터 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on) 모형
이다. VAR은 변수 간 관계에 대한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축약형 회귀분
석 시 변수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simultaneity)으로 인한 편
향성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법에 비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이 분야의 연구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승수 추정을 위해 VAR 모형을 사용한다. 재정승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Blanchard and Perotti(2002)와
Perotti(2004)의 방법을 원용한 VAR 모형이 국내외 문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한 Bènassy-Quéré
and Cimadomo(2006)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다.
VAR을 이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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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로는 우선 외생적 정부지출 충격의 GDP에 대한 영향을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 김성순(2003)이 있다. 김우철(2006)은 1970~2000년 기간 국민계정의
국민소득과 조사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영덕ㆍ조경엽(2007)은 Blanchard and Perotti(2002)와 Perotti(2004)의
접근방법을 이용한 5변수 구조적 VAR 추정기법을 1994~2006년 기간 통합재정수
지 통계에 적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했다. 허석균(2004)은 Blanchard and
Perotti(2002)와 De Castro(2004)의 방법론에 기초한 4변수 구조적 VAR을 이용하여
1979~2000년 기간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재정승수를 추정했다. 해
외연구로는 1960~1997년 기간 미국의 재정승수를 추정한 Blanchard and
Perotti(2002)가 이 부문 연구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Ilzetzki and Vegh(2008)
가 27개 개발도상국가와 22개의 고소득 국가의 정부소비 자료에 패널 VAR을 적용
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했다.
앞에서 제시된 연구들 이외에도 VAR 모형을 이용한 재정승수 추정이 여럿 시도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 즉 재정지출 확대나 감
세는 일반적으로 총생산을 단기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
나 구체적으로 재정승수의 크기나 지속성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일치된 견해가 존재
하지 않는다.
재정승수 관련 분야에서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와 달리 추정된 계수의
크기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령 경제성장론의 경우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규명이 중요한 관심사이며, 투자 확대가 실제로 얼마만한 크기로 경제성
장을 촉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그것은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추정방법이나 분석자료 및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승수 문헌은 그 성격상 분석대상이나 시기 또는 방법론상의 차
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정승수의 크기가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어
쩌면 일치된 견해를 도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한 분석방법을 통계획득이 가능한 모든
나라에 적용한다. 또한 분석기간을 통일시켜 국가 간 비교가 좀 더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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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해외충격이 재정승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제경기 변동요인을 구조적 VAR 모형에 포함하는 ‘factor-augmented’ VAR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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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분 석 방 법

VAR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 우선 선택해야 할 문제는 재정충격의 식별방법이다.
기존 문헌에서 사용되는 접근 방법은 촐레스키 분해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Blanchard and Perotti(2002)를 필두로 한 제도적 정보를 이용한 방법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재정충격의 식별을 위해 전통적 방법인 촐레스키 분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1) 그러나 촐레스키 분해법의 단점은 동 기간에 교란항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호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촐레스키 분해법을 사용한 재정승수
추정의 대표적 연구인 Fatás and Mihov(2001)이나 Favero(2002)의 경우 재정충격의
순위가 GDP에 앞섬으로써 GDP 변동에 따른 재정변수의 탄력성이 0이라는 다소
무리한 가정을 하고 있다. 또한 충격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인과관계의 명확한 규정이 어려워 결국 경제이론에 근거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 즉, 촐레스키 분해법은 이론상으로는
재정충격 상호 간, 그리고 변수 간 관계를 주어진 자료에 의해 정의할 수 있으나 실
천적 측면에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정보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되
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1)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적용하여 충격을 식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원칙을 198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다른 나라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입 내 세출 원칙을 통한 충격식별을 고
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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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hard and Perotti(2002)의 구조적 VAR을 기본으로 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다.
Blanchard and Perotti(2002) 모형은 거시경제가 정부지출, 정부수입, 국내총생산
의 세 변수로 대표된다고 가정한 3변수 구조적 VAR이다. 여기서 모형을 간략히 설
명하면, 거시경제를 대표하는 3가지 변수들의 축약형 VAR은 식(1)과 같이 표시된
다.2)
(1)             
여기서 내생변수   ≡       ′ 이며 축약형 오차   ≡      ′ 이며, T, G,
X는 각각 정부수입, 정부지출, 국내총생산을 뜻한다. 모든 변수는 차분된 1인당 실
질 로그값이며, 모든 식은 각 내생변수의 4기 시차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각 변수에서 나타나는 계절효과와 추세를 분석에 반영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영덕(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정책이 의도적
으로 계절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럴 경우 계절조정으로 인해 재정
충격의 식별이 부정확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정변수와 국내총생산은 통상적으로 뚜렷한 계절효
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계절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이 계절조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대다
수 관련 문헌들은 변수들을 계절조정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경우, 각 변수에서 나타나는 계절효과를 분기더미를
이용하여 고려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계절
조정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3) 추세와 관련해서는 Blanchard and Perotti
(2002)를 위시한 많은 연구들이 추세를 직접 추정식에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하고 있

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허석균(2007)에 따라 각 변수의 시계열 추세를 제거한 후
식(1)을 추정한다. 따라서 본고의 초점은 재정정책의 경제성장 효과가 아닌 단기적
2) 최근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물가 및 이자율을 포함한
5변수 VAR 모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용자료의 부족으로 여기서는 이들 변수를 분석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계절조정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미국 Census Bureau의 X12 방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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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점에서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즉 경기안정화 효과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축약형 오
차벡터인   로부터 관찰된 충격들을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의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축약형 오차항 Ut는 다음의 세 구성요소의 선형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여기서 et, eg, ey는 동시 및 시차 교차상관관계가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구조적 충
격을 나타낸다. 식(2)를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것이 식(3)이다.


                      
(3)                 
                    

  







식(3)에서 미정계수의 수가 모두 16개이므로, 충격이 완전식별(just identified)되기
위해서는 9개의 제약식 내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와 김영덕․조경엽(2007)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래
와 같이 충격을 식별하였다.
t
g
ⅰ. 재정변수의 축약형 오차항 u 와 u 는 국내총생산의 변동에 대한 자동적 반응

(automatic

response),

정책입안자의

체계적인

재량적

반응(systematic

discretionary response), 재정정책에 대한 무작위적 재량충격(random discretionary
shocks)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

ⅱ. 국내총생산의 무작위적 재량충격(ey)은 재정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ⅲ. 국내총생산은 당기 재정변수들의 무작위적 재량충격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재정변수의 무작위적 재량충격은 축약형 오차항을 통해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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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     )

ⅳ.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이 수입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
ⅴ. 분기별 자료의 특성상 당기의 국내총생산 변동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ⅵ. 정부수입의 GDP 탄력성( )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정부수입의 GDP 탄력성은 그 값이 알려진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사용한다. 추
정이 어려울 경우, 탄력성의 값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분석한 후 상
이한 결과가 나오는 국가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4)
세계경기 변동은 재정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외부로 누손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로 인해 미국과 같은 일부
대규모 경제를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들의 국내경기가 세계경기에 의해 좌우될 가
능성이 많아졌다. 따라서 재정승수의 좀 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해외경기의 변동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관련문헌들은 대부분 미국의 GDP나 환
율을 외생변수로 이용하여 해외경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BènassyQuéré and Cimadomo(2006)에 따르면, 미국경기가 세계경기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미국의 경기변동이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으
며, 이러한 경우 미국 경기의 변동이 세계경기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
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하나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 국가들의 경기가 미
국과 잘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미국의 GDP보다 민간소비 및 투자,
임금수준, 이자율 등의 변수가 국제적 충격을 더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최근 더욱 진전되고 있는 국내 수출산업의 다변화와 국
내경제의 수출의존도 심화 등을 고루 감안할 때, 미국의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세계

4) 허석균(2004)과 김영덕ㆍ조경엽(2007)에 따르면 탄력성의 값이 다소 다르더라도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석균(2004)은 정부수입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그 값을 1.09로 놓고 추정한 경우와 -1.09로 놓고 추정한 경우 설명력에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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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경기변동도 같이 포착해 낼 수 있는 변수
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Bènassy-Quéré and Cimadomo(2006)의
접근법을 이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해 세계경기 변
동을 추출해 내고, 이를 앞서 설명된 구조적 VAR 모형에 외생변수로서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경기는 경제적 비중이 큰 나라들의 경기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고 가정한다. 이들 국가의 경기상황에 모두 영향을 주는 관측 불가능한 공통된 국제
경기 변동요인을 PCA 추정방식을 사용해 추출해 낸다. 주성분분석 방식은 다수의
변수 간에 존재하는 공통된 움직임(comovement)을 추출해 내는 데 대단히 유효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5)
주성분분석을 위해 경제규모의 국제적 비중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의 다섯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총 34개의 시계열 자
료를 획득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여기에는 Bènassy-Quéré and Cimadomo(2006)에
의거하여 민간소비, 민간투자, 산업생산, 실업률, 노동비용, 물가, 이자율, 주가 자료
등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6) 시계열 자료에서 공통된 세계경기 변동요
인을 추출해 내기 위해 사용된 PCA를 간략히 소개하면, 우선 변수 At는 식(3)과 같
은 factor structure를 가진다고 가정한다.7) 여기서 Ft는 공통요인(common factor)으
로 이루어진 R×1 벡터이며, Λ는 N×R의 factor loadings 행렬이다. ξ는
idiosyncratic components들로 이루어진 N×1 벡터이다. Ft는 순위별로 A의 공분산
의 R 정적주성분(static principal components)로 추정된다.8)
(4)        .

5) Forni, M., Hallin, M., Lippi, M. and Reichlin, L.(2002)과 Reichlin, L.(2002)을 참조하라.
6) 민간소비 및 투자, 임금비용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실질치로 환산하였고, 이자율과 주가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계절조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7) PCA는 다수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공행성(comovement)을 추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이
미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분석방법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한다.
8) 주성분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ADF 검정을 통해 각 변수의 비정상성(non-stationarity) 유무를
확인하고,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 차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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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경기와 국내경기의 상관관계
(단위: %)

주: pc는 주성분이며, US GDP는 계절조정된 실질GDP의 전기비 연율, Kor GDP는 계절조
정된 실질GDP의 전기비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그림 1>은 식(4)를 이용하여 추출된 주성분들 중에서 자료의 공분산을 68% 설
명하는 첫 번째 주성분과 GDP 성장률로 나타난 미국 및 한국의 경기변동 간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은 미국보다는 주성분
으로 추정된 세계경기의 변동과 더욱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경기는 세계경기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경우
0.407, 주성분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77, 주성분과 미국 경제성장률은 0.508로
나타났으며, 모든 상관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러한 통계 수치들은
Bènassy-Quéré and Cimadomo(2006)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내경기 변동에 미국경
기보다 여러 나라로 구성된 종합적인 세계경기 변동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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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정승수 추정을 위해 PCA에서 추출된 세계경기 변동요인
을 정부지출, 정부수입, 국내총생산의 세 변수로 이루어진 구조적 VAR 모형에 외생
변수로 포함시켰다.9)10)

9) 단, 미국의 경우 동시성(endogeneity)의 가능성이 커 외생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10)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주성분 중 자료의 공분산의 99.99%를 설명하는 세 개의 주성분을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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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분 석 결 과

1. 분석자료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가용한 재정통계는 크게 국제연합에서 마련한 국민계정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통계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축하고 있는 통합

재정 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재정승수 국제비교 관련 문헌은 SNA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 기초하고 있거
나 개별 국가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SNA가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이유는 장기간 시계열이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반면,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할 수 있는 SNA 자료는 미국, 영국, 캐
나다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국가들의 재
정정책 효과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와는 반대로 GFS는 주요국들의 재정통계
를 폭넓게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단, SNA와 달리 GFS 통계를 사용할 경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통계가 1999년 말부터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재정승수를 추정하여 이들
의 다양한 경험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GFS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 미국과 일본의 경우 GFS 기준에 맞춘 통계를 획
득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국의 경우는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Government account에서 추출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고,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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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1993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이후부터 GFS 기준에 맞춘 통합재정 통계의 획득이 가
능하다. 그러나 2003년 이후부터는 세부항목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경
상수입, 경상지출, 자본지출 등 대분류의 항목만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지출을 순융자를 제외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합으로 정의하고, 정부지출은
정부총수입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의
GFS 통계도 한국과 동일한 항목들을 선택하여 정부지출 및 수입의 변수로 사용하
였다.11)
분석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시계열이 다소
짧은 감이 있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불가피했
다. 분석기간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재정승수의 크기나 유의성, 그리고 재정효과의 지속성이 시대별, 시기별로 다
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Perotti(2004)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서의 재정정책 효과가 1980년대 이전과 이후에 걸쳐 점차로 약해지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김성순(2003)이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정부지출
과 국내총생산의 관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기간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해 분석하는 것도 나름 의
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와 <그림 3>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분석대상이 된 22개국의 국가별
GDP 대비 정부지출과 수입의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정부지출과 수입의 GDP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정부수입의 경우, 전 기간 평균이 43.2%로 나타났고, 정부지
출도 43.3%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간평균은 각각 23.1%, 21.2%
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변수의 성장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압
11) IMF에 따르면 총수입(Revenue)과 총지출(Expenditure)은 각각 taxes, social contribution,
grants, other revenues/receipts, receipts from sales of nonfinancial assets의 합과
compensation of employees, use/purchase of goods & services,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interest, subsidies, grants, social benefits, other expenditures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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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다. 분기평균 성장률(전년동기 대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정부수입은
1.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외 21개국 중 정부수입이 확대된 나라는 헝가
리(0.76%), 이태리(0.23%), 일본(1.03%), 네덜란드(0.14%), 폴란드(0.15%), 영국(0.43%) 등
이며, 이 중 1%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나라들의 정부수입은 -0.06%∼-1.77%의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지출은 수입과 달리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
다. 22개국 중 오스트리아(-0.2%), 노르웨이(-0.3%), 스웨덴(-0.23%) 등 3개국만이 정부
지출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이 중 두 나라가 북유럽 복지모델로 유명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라는 점이 다소 흥미롭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장 낮은 정부지출 비중을 기
록하고 있는 미국은 2.4%의 정부지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22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처럼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는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출이 대폭 늘어난 데다 최근 국제
금융위기의 진원지로서 막대한 재정확장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이후 분기평균 5.4%(전년동기 대비)의 정부지출 증가세를 보
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분석대상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정부지출 증가세를 보인 아일랜드(4.5%)
에 비해서도 0.9%p 높은 증가세이다. 또한 모든 국가들에서 최근 정부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국제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책들
이 대규모로 동원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60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그림 2> 국가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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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GDP 대비 정부수입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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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결과
재정승수는 재정충격 1원이 가해졌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GDP의 증감분으로
정의된다. 본고에서는 재정충격의 크기를 구조적 오차항의 1-표준편차로 설정하여
12분기 간 충격반응함수를 유도하였다. 식(1)의 각 변수가 로그차분된 값이므로 이
를 통해 추정된 수치는 GDP의 재정충격에 대한 탄성률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정승
수는 충격반응함수로부터 도출된 GDP의 재정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재정변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12)
<표 1>과 <그림 4>는 식(1)을 추정하여 구한 재정승수 추정치들을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누적충격반응함수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충격반응
함수를 통해 추정된 값들을 앞서 서술한 방법으로 재정승수로 변환한 후, 유의성이
없는 추정치를 0으로 처리하여 누적재정승수를 구한 결과이다.13) 누적재정승수는
주어진 horizon 내에서 유의미한 재정승수를 모두 합한 값이며, 재정충격의 경기부
양 효과를 보는 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pilimbergo et al, 2009). 여기서는
각국의 결과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을 지적하고자 한
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출승수의 크기는 0.838, 수입승수는 1.082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 전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은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세로 해석될 수 있는 정부수입 감축은 누적승수가 1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나 경기부양에 있어서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재정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다른 비교대상국과 마찬가지로 재정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확대의 경
우 경기부양 효과가 3분기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입충격의 경기부
12) 식(1)을 추정하기 전에 계절조정과 추세선이 제거된 각 변수에 대해 단위근의 유무를 확인하
기 위해 ADF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부 국가의 GDP 변수가 I(1)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러한 경우에도 VAR 모형의 계수는 일치성을 만족시킨다(Hamilton, 1994).
13) 신뢰도는 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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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효과는 2~5분기 동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모든 관련 연구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재정충격 효과의
장기간 지속현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이 두 나라의 재정승수
크기는 미국이 지출과 수입에서 각각 1.479와 1.512, 캐나다가 지출과 수입에서 각
각 1.317, 1.005인 것으로 추정되어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재정정책 효과가 높은
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가별 재정승수의 크기는 대단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그리스의 경우, 지출승수가 0.459, 수입승수가 0.348로 분석되었
고, 재정정책 효과의 지속성도 2분기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아 분석대상 국가들 중
재정정책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달리 지
출승수와 수입승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나라가 있었다. 이태리, 일본, 폴란드의 세
나라는 지출승수의 크기가 모두 1이 넘고 있는 데 반해 수입승수의 크기는 전체 평
균 0.796보다 낮은 0.5~0.7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재정승수의 크기가
지출과 수입 모두 평균적으로 1보다 낮아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정부수입 축
소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정정책의 효
과가 5분기 이하로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
럽국 대부분은 경기부양 효과가 처음 3분기 이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빠르
게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출충격과 수입충격을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지출충격의 효과는 수입충격보다 빠르게 나타나지만, 그 소멸 속도도 수입충격보다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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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재정승수 비교
국 명

누적
지출

수입

오스트리아

0.962

0.710

벨기에

0.805

0.732

캐나다

1.317

1.005

체코공화국

0.713

0.618

덴마크

0.846

0.952

핀란드

1.022

1.200

프랑스

0.649

0.607

독일

1.235

1.099

그리스

0.459

0.348

헝가리

0.723

0.642

아일랜드

0.728

0.741

이태리

1.194

0.698

일본

1.026

0.513

한국

0.838

1.082

룩셈부르크

0.680

0.696

네덜란드

0.942

0.792

노르웨이

0.752

0.845

폴란드

1.067

0.654

스페인

0.727

0.625

스웨덴

0.778

0.826

영국

0.965

0.612

미국

1.479

1.512

평균

0.905

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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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누적충격반응함수(cumulative fiscal 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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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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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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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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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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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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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재정승수의 크기가 케인지언 학파가 주장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OECD 회원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국가군 사이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가 매우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point estimate에 다소 과도하게 치중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겠지만, 각 나라가 처한 고유한 경제구조 내지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재정승수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경제가 더욱 잘 개방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재정정책, 특히 재정
지출의 정책적 효과의 누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 나라의 수입비중이 높
을수록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소득증가분이 수입수요의 증가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결론은 <그림 5>를 통해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국들에게도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수입비중으로 본 경
제의 대외의존도와 누적지출승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록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출승수가 수입승수보다 작은 것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수입의
증가를 통해 해외로 누손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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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외의존도와 재정정책의 효율성

주: 세로축은 GDP 대비 수입비중이며 가로축은 정부지출의 누적지출승수임.
<그림 6> 정부부채와 재정정책의 효율성

주: 세로축은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중(%)이며, 가로축은 정부수입의 누적수입승수임.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성향도 재정승수 크기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개인의 경우, 부채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에 증세 내지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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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통한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며, 그 결과 개인의 항상소득과
소비는 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
히 정부의 과도한 부채 수준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사실은 <그림 6>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부채의 GDP 비중과 재정수입승수 간의
역관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정부부채의 규모
면에서 대단히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
점이 재정승수, 특히 수입승수의 국가별 차이를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별 재정승수의 크기가 상이한 또 다른 이유로 자동안정화 기능을 들 수 있다.
경제 내에 자동안정화 기능이 크게 작용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
지게 된다. 반대로 자동안정화 기능이 취약할 경우, 재정확대를 통한 국민의 소득보
전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승수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림 7>을 통해
서 보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국 사이에서는 이러한 점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분석대상 대부분이 자동안정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유럽국들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
<그림 7> 정부규모와 재정정책의 효율성
정부지출

14) 그 밖에 통화정책의 성격이나 재정수지 현황 등도 재정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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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

주: 세로축은 각각 GDP 대비 지출과 수입의 비중(%)이며, 가로축은 해당 누적재정승수임.

이와는 별도로 불확실성 내지 정책의 변동성이 재정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정된 재정충격의 표준오차와 재정승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8>에서 보듯이 두 변수 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재정충격의
표준편차는 재정정책의 변동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충격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것이 재정정책에 따른 경기부
양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정충격의 표준
편차는 경기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경제에 간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해
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정부의 activist 정책 성향이 클수록 재정정
책의 효과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끌어낼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생각할 때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향후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0
년대 이전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정정책의 효과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간 추진해 온 개방정책과 어
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 구조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인상분의 해외 누손이 가속화되면서 재정정책의 경기부
양 효과가 점차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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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조적 충격과 재정정책의 효율성
정부지출

정부수입

주: 세로축은 누적지출승수이며, 가로축은 추정된 구조적 충격의 표준오차임.

그러나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개방 추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다. 세계화는 이미 국제경제질서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국제적 추세이며, 이러한
대외환경 속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방정책의 포기 내지 퇴조는 불
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개방도나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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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정정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미래에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경기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기조에 대해 재고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림 7>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정부가 activist
stance를 취할수록 오히려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짐을 감안하면, 섣부른 시장개입
은 오히려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하락시킬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방향이 다소 잘못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표 2>는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
요국들이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한 재정정책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
르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경기부양책에서 감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여 미국(34.8%)이나 영국(73%)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더욱 재정지출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
국 중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를 제외하면 아르헨티나, 중국, 인디아 등의 상
대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추세와 수입충격의 경기부양
효과가 지출충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본고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 추진되
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재정승수 크기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또
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정부규모와 연결 지어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가용자료와
추정기법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재정승수 추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선 재정정책의 효과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정책입안자의 합리적인 가치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연구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책입안자는 경제 전반에 걸
친 다양한 요인들을 근거로 도입할 재정정책의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좌우된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해
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가 고려하는 다른 경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접근법은 이러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정승수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3변수 VAR 추정방법을 취함으로써 물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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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등으로 대변되는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와 정부활동이 민간에 대해 가지
는 구축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위의
두 변수를 감안한 5변수 VAR의 추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재정승수의 크기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5) 향후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표 2> 최근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별 경기부양책

구 분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Korea
Mexico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Spain
Turkey
UK
US

Initial Conditions
Spending in 2009
Total size of stimulus
Gross
Fiscal
USD Percent
USD Percent
Public
Balance
Tax cut
Tax cut
amount 2008
amount 2008
Debt
(Percent
share
share
(bb)
GDP
(bb)
GDP
(Percent
2008GDP)
2008GDP)

51.0%
15.4%
40.7%
62.3%
15.7%
64.4%
62.6%
59.0%
30.1%
103.7%
170.4%
27.2%
20.3%
6.8%
17.7%
29.9%
38.5%
37.1%
47.2%
60.8%

1.7%
0.3%
N/A
0.1%
0.4%
-2.9%
0.9%
-4.2%
-1.3%
-2.7%
-3.1%
0.9%
0.0%
6.2%
11.2%
0.2%
-2.4%
-1.5%
-4.8%
-3.2%

4.4
8.5
5.1
23.2
90.1
20.5
55.8
6.5
6.7
4.7
66.1
13.7
11.4
30.0
17.6
4.0
18.2
0.0
37.9
268.0

1.3%
0.8%
0.3%
1.5%
2.1%
0.7%
1.5%
0.5%
1.3%
0.2%
1.4%
1.4%
1.0%
1.7%
3.3%
1.3%
1.1%
0.0%
1.4%
1.9%

0.0%
47.9%
100.0%
40.4%
0.0%
6.5%
68.0%
0.0%
79.0%
0.0%
30.0%
17.0%
0.0%
100.0%
0.0%
0.0%
36.7%
N/A
73.0%
44.0%

4.4
19.3
8.6
43.6
204.3
20.5
130.4
6.5
12.5
7.0
104.4
26.1
11.4
30.0
49.6
7.9
75.3
0.0
40.8
841.2

1.3%
1.8%
0.5%
2.8%
4.8%
0.7%
3.4%
0.5%
2.5%
0.3%
2.2%
2.7%
1.0%
1.7%
9.4%
2.6%
4.5%
0.0%
1.5%
5.9%

0.0%
41.2%
100.0%
45.4%
0.0%
6.5%
68.0%
0.0%
79.0%
0.0%
30.0%
17.0%
0.0%
100.0%
0.0%
0.0%
36.7%
N/A
73.0%
34.8%

자료: IMF, The CIA World Factbook, various news sources and author’s calculations;
Eswar Prasad & Issac Sorkin, Assessing the G-20 Economic Stimulus Plans: A
Deeper Look, Brookings, 2009.
15) Sims(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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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국가별 정부수입의 GDP 탄력성
국가명

값

국가명

값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1.89
1.88
2.16
1.78
1.55
1.72
1.63
1.38
1.36
1.07
1.26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1.64
1.09
1.09
1.43
1.85
1.41
1.25
1.76
1.10
1.33
1.41

주: 미국, 영국, 독일은 Bènassy-Quéré and Cimadomo(2006)에서, 캐나다는 Perotti(2004)
에서, 한국은 박기백․김형수(2002)를 인용하였음. 일본은 한국과 같은 수치로 가정하였
음. 다른 국가는 Perotti(2004)의 방법론을 이용한 추정치이며, 자료가 없을 경우 완건성
(robustness)을 감안한 임의의 수치를 사용하였음.
<부표 2> PCA에 쓰인 국가별 자료
변수명

소비자물가
민간 최종소비지출
민간 비거주 총고정자본형성
정부 순융자(net lending)
민간부문 임금보상률(compensation rate)
산업생산
실업률
회사채 금리(3개월)
연방기금금리
T-bill 금리
다우존스지수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는 자료 획득이 가능한 국가를 의미함.
자료: IMF; OECD;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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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국가별 평균 정부지출 및 수입 비중
(단위: %)
국명

GDP 대비 정부지출

GDP 대비 정부수입

평균

최댓값

최솟값

평균

최댓값

최솟값

오스트리아

51.1

61.5

46.4

49.2

56.5

44.1

벨기에

50

60.5

46.6

49.2

61.4

40.6

캐나다

40.6

43.9

38.7

41.1

44.4

38.6

체코공화국

44.6

55.8

38.4

40.4

43.6

35.3

덴마크

53.9

57.9

48.8

56.2

60.7

53.3

핀란드

48.8

54.7

44.9

53.2

59.2

48.5

프랑스

51.8

55.4

48.7

49.5

56.8

42.8

독일

46.7

50.6

41.9

44.3

49.5

41.1

그리스

43.6

50.8

35.6

40

43.7

36.6

헝가리

49.4

59.9

44.3

43.3

49.5

39.9

아일랜드

31.9

43.1

26.7

34.9

49.3

29.2

이태리

47.4

57.2

43.7

44.7

55

38.1

일본

38.1

43.2

35.5

32.4

35.2

30.4

한국

21.7

32.2

14.9

23.1

31.6

17.2

룩셈부르크

37.7

45.8

32.7

42

47.7

37.5

네덜란드

45.3

50.7

43.5

45.2

49.5

41.8

노르웨이

42.3

48.5

37.3

57

61

52.6

폴란드

41.9

47.2

34.4

39

44.5

34.9

스페인

37

48.4

31

38.5

45.3

29.4

스웨덴

54.4

57.9

50.6

56.6

61.9

54

영국

42.6

50.5

38.4

40.6

46.7

36.7

미국

32.7

38.2

30.3

29.1

32.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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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욱
(서울여대 교수)

요 약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을 규명하려는 경제학자들의 노력이 바로 경제학의 역사
이고, 인류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이다.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강조되면
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서구의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기술변화를 강조하였다.
1960년대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보았다. 1970년대
에는 시장정보 비용 감소의 성장효과를 강조하게 된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도를 간과해 왔지만, 제도를 중
요한 성장요인으로 연구해 5명의 학자들, 즉 1986년 Buchanan, 1991년 Coase,
1993년 Vogel과 North, 1998년 Sen, 2009년 Williamson이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됨으로써, 제도는 주류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정
의되며, 법률인 공식적 제도와 문화, 윤리, 종교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도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면 위법이 되므로, 시장
도 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시장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제도가 경제상장의 장기적인 성과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소이다.
한 국가에서 강력한 성장 원천의 역할을 하는 제도는 누가 만드는가? 제도를 만드
는 기관이 바로 한 국가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국회, 대통령, 관료이다. 권력의 상징
은 바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더구나 만들어진 제도의 실행은 전적으로
관료의 능력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료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다. 이를테면,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서구가 동양보다 산업화를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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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루어낸 것은 서구가 동양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유리한 제도를 더 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관료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
한 인지도가 너무 낮다. 국민도 잘 모르지만, 국가를 리드해 가는 대통령의 무관심
이 더 문제이고, 지식인이나 언론 등에서는 안타깝게도 관치, 정경유착 등의 비난
섞인 말이 많다.
한국경제가 한 단계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면, 먼저 제도를 만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정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제적 규칙인 제도를 잘
만들어 시장의 불완전성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정치권이 바로서야, 국가의 제도 실
행을 통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관료를 견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
난투의 만화 같은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던 지역주
의로 인해, 언제나 당선이 확실시되는 국민의 책임도 있다.
둘째, 훌륭한 제도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과 관료에게 달려 있다. 경제정책 실행
메커니즘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정보가
흐를 수 있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는 관료나 정치에 포획되지 않고 국정을
운용하는 대통령의 능력이고 책임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는 어떤
제도에서도 가능하므로, 위기 발생 여부도 제도운영을 책임진 대통령, 관료의 능력
에 달려 있다. 세종시 문제, 인구 고령화, 사교육 문제, 지방 경제 낙후, 공공지출의
비효율성 등은 일반국민이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만들 권한이 있는 국회,
대통령, 관료의 책임이다.
제도 운영을 책임진 관료에게서 정치권의 지배 범위를 한정시키고, 국가 예산을
투자해 육성한 전문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자. 이들이 제도를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료의 꽃인 국장의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올리자. 관료
의 전문성이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것도, 국가경제의 큰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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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학자들 사이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산업혁
명이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서구의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기술변화를
강조하였다. 1960년대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보았
다. 1970년대에는 시장정보 비용 감소의 성장효과를 강조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더
확대된 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 인구 등도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부가된다.
경제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발견된 성장의 원천들이 성장의 기여 요인들이 주로
투자와 기술혁신이라면, 어떤 사회는 왜 경제성장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들을 발전시
키지 못하고 있는가?
North & Thomas(1973)는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경제성장의 전통적인 요인들(기술
혁신, 규모경제, 교육, 자본축적, 정보투명성 등)을 성장 원천이 아니고 성장의 결과라고 주

장한다. 경제조직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이러한 요인들이 형성되
지 않아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조직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이를 행동에 옮길 사
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테면 소유권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확립된 소유권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개인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이루
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효율적인 경제조직은 경제성장의 핵심이고, 서구의 효율적인 경제조직의 발전이
‘서구의 부상(the rise of the West)’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효율적인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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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로 하여금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이 근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해 주는 제도적 장치 및 소유권을 확립한다.
서구 유럽은 왜 동양보다 효율적 경제조직을 더 빨리 만들었을까? Landes(1998)의
설명을 응용해 보면, 지식 증강의 과정을 통해 실험정신이 발휘되며, 경제의 도약에
적극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동유럽과 구소련의 체제이행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안정
화, 사유화 외에 체제이행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도 제도로 보고 있다. 제도 이론
을 응용하여 분석하는 학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도를 간과해 왔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도를 간과해 왔지만, 제도를 중요한 성
장요인으로 연구해 5명의 학자들, 즉 1986년 Buchanan, 1991년 Coase, 1993년
Vogel과 North, 1998년 Sen, 2009년 Williamson이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됨으로써,
제도는 주류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 제도가 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주류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성장이론의 기본 모형을 구축한 Solow 교수가 Buchanan보다 1년 뒤
노벨경제학 수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도가 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제도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이수희(2000), 이
종욱 외(2005) 등을 제외하면 아주 적다.
더구나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지만, 그 중요
성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고 안타깝게도 관치, 정경유착 등 서로의 비난 섞인 말
이 많다. 최근 정국의 주요 의제인 세종시, 사교육, 인구고령화 등도 제도를 만들 권
한을 가진 국회, 대통령, 관료들의 책임으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국가발전과
제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게임의 법칙으로서 제도가 국가발전에 왜 중요한가에 대한
기존 이론을 소개하고, 제도의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결과를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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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장에서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제도를 누가 만드는가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다. 한 국가에는 제도를 만드는 국회, 정부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관료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경제관료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경제논리를 이해하는 경제관료의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제도의 주요한 제정자로서
관료의 역할의 제고와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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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제도

사회 전체의 모든 활동의 결과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제성장은 당연히
그 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에 의존하게 된다(Lucas, 1988). 경제성장은 그 사회 모
든 활동(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업, 가계, 언론, 학교, 군대, 종교, 노동조합 자원 개발 및 활용
등)의 성과인 셈이다.

국가발전에서 관료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관료
의 역할이 부각되는 제도1)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이론과 그에 대한 실증분석을 정리
해 볼 필요가 있다.

1. 제도와 경제성장2)
제도란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the rules of game)’이다. 제도와 목적을 가진
조직(및 기업가)과의 상호작용이 경제의 장기적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도틀이 지식과 기술획득의 방향을 형성하고, 그 방향이 사회의 장기적 발전
의 결정적 요인이다. 제도 속에 내재된 인센티브가 바로 그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
1) 여기서 제도는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이고, 인간이 고안한 제약으로 인간 사이의 상호작
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도는 일상생활에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불활실성의 감소는 바로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되어, 주어진 투입요소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만든다.
2) 여기서 논의는 North(1990)의 제9장~제11장에 기반을 두고 있음.

제４편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

187

를테면, 인센티브가 소득의 재분배냐 생산성 증대냐에 따라 지식과 기술의 발전 방
향이 달라질 것이다.
기술과 지식에의 체계적 투자와 경제에 대한 그 기술과 지식의 적용은 특정한 집
합의 제도적 특성이 수반되는 경제의 동태적 발전의 방향을 결정한다.3) 파레토 최
적과 같은 정태적 효율과 달리 동태적 효율을 강조하게 되면, 적응적 효율(adaptive
efficiency)이 어떤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양식을 형성하는 규칙의 종류와 관련

되게 된다. 적응적 효율은 지식과 학습을 얻고, 혁신을 유도하고, 모든 종류의 위험
과 창조적 활동을 감수하려는 사회의 의사와도 관련되고, 사회의 여러 문제와 애로
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의 의사와도 연관된다.
적응적 효율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사회와 경제가 적응적
으로 효율적이라 특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시행, 실험 및 혁신을 장려하는 데에는
전반적인 제도적 구조가 분명히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제도 틀에 내재된 인센티브는
경험학습의 과정과 암묵적 지식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마침내 개개인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처음의 체계와는 다른 체계로 서서히 발전해 가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누구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하며, 누
구도 실질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행을 최대한 허락하
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하이에크, 1960). 그러므로
적응효율성은 분권적 의사결정 과정의 발전을 권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
한 분권적 의사결정은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탐구하려는 노
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실패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따라서 변화
는 조직적 시행의 발생과 조직 실패의 제거로 구성되게 된다.
확실한 경쟁, 분권화된 의사결정, 재산권의 잘 규정된 계약 및 잘 규정된 파산법
은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실패한 경제조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치조직도 제거하는 규칙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규칙조직은 성공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 중 부적합한 부분의 잔존을 거
부한다.
3) North(1990)의 9장의 IV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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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도 적응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에 도달하는 방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
고 있다. 왜냐하면 배분효율성과 적응효율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연관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경제성장에서 제
도변화의 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 데 중요하다.4) 첫째, 무엇이 시간이 가면서
사회, 정치조직, 또는 경제의 상이한 발전을 결정하는가? 둘째, 지속적으로 빈약한
성과의 경제가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North(1990)는 제도변화의 경로를 형성하는 두 가지 힘—수확체증과 거래비용으
로 인한 불완전시장—이 존재한다. Arthur(1988), David(1985)는 첫 번째 요인을 다
루었다. 이를테면, 두 기술의 수확체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기술이 같은 비
율로 성장할 수 없다. Arthur는 두 기술의 발전의 차이를 네 가지 자기강화 메커니
즘(self-fulfilling mechanism)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산출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비용 저
하의 이점을 주는 거액의 고정비용이다. 둘째, 생산물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생산물
의 비용을 인하하거나 생산물을 개선하는 학습효과이다. 셋째, 유사한 활동을 행하
는 다른 경제 대리인과의 협력이 이점을 발생시키는 조정효과이다. 넷째, 시장에서
판매증대로 향후 더 많이 판매될 것이라는 신념을 고조시키는 적응적 기대이다.
이러한 자기강화 메커니즘의 결과는 Arthur의 용어를 사용할 때, 다음 네 가지 특
성5)—복수균형, 비효율성의 가능성, 감금효과(lock-in),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에 의해 그 해가 한번 퍼지면 어떤 특정한 경로로 향하게 만든다.
North(1990)는 Arthur와 David가 간과한 두 번째 요인인 거래비용 문제를 분석하
였다. Arthur에서는 대리인들이 극대화에 반응하는 경쟁시장에서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과정에 이루어지는 기술변화의 수확체증 논리를 North는 기술변화 대신 거래
비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제도변화로 확장하였다. 시장이 불완전하고 정보의 피드
백이 단편적이고 거래비용이 크다면, 매우 불완전한 피드백과 이데올로기로 수정되
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모델이 경로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경로 및 지속적
4) North(1990), Chapter 11
5) 다수의 해가 가능하여 확정적인 해가 없는 복수균형, 본질적으로 더 좋은 기술이지만 운이 나
빠 하위 다른 기술에 선점을 빼기는 비효율성, 일단 해에 도달하면 그로부터 탈출이 어려운 감
금효과, 작은 사건이나 우연한 상황의 결과가 해를 결정할 수 있는 경로의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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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빈약한 성과가 퍼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유도되는 행위자들의 지각이 자신들의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 제도적 틀에 의해 수확체증이 발생되는 동태적인 세계에서는
행위자들의 불완전하고 서툰 노력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구조물—아이디
어, 이론, 이데올로기—로는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6)
제도적 변화의 틀에 수확제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약 변화 그리고 실행 변화도 점진적인 진화로 이루어
지게 된다.
점진적 제도변화의 경로의존성은 장기 성장 또는 쇠퇴 패턴의 지속성과 통합된다.
일단 발전경로가 특정경로로 설정되면, 네트워크 외부성, 조직의 학습과정 및 쟁점
에 대해 역사적으로 유래된 주관적인 모델화가 그 코스를 강화한다. 경제성장에서는
적응적 효율경로를 통해 불확실성하에서 최적선택, 사업활동의 다양한 시도, 상대적
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을 식별해 제거하는 효율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이 가능하게 된
다.
제도변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비생산적인 경로, 즉 부정적 영향의 수확체증도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의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가 되는 초기 제도들
의 수확체증의 특징으로 인해, 현존하는 제약조건과 이해관계를 갖는 조직이나 이익
집단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정치조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정치와 경제의 군사독재, 종교적 광신, 단순한 재분배조
직을 조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지만,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축적과 전파
에서 누릴 수 있는 보상을 전혀 제공해 주지 못한다.
모든 경제가 생산적 기회와 비생산적 기회를 모두 만들어 내는 제도적 틀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의 역사도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도적 기반의
수확체증의 성질이 경제성과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상호의존적인 규칙과 비공식적
제약의 복합체로 구성된다. 즉,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제약에서 개별적인 특정한 변
화가 역사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방향을 역전시키지 못한다.
6) North(1990)에 따르면, 대부분의 역사에서 대리인의 경험과 행위자의 이데올로기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결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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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에서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거래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시장 확장에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도적 혁신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신고전학파 모형의 효율적 시장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정치조직은 경제적 시장의 재산권을 규정하고 집행
하며, 정치시장의 특성이 시장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열쇠이다(North,
p.108). 제도의 창조자로서 국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의회의 최근 사례를 보자.

2010년 3월 21일 밤 미국 하원에서는 100년 만에 미국 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법안
이 통과되었다.7) 이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이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마지막 연설을 하였는데, 다음 구절은 제도가 미국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고, 역사를 만들고, 진보를 이뤄내는 데 동참하기를 촉구합
니다.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8)

2. 다양한 실증분석의 접근9)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이 경제적 및 정치적 제도가 경제적 성과의 중요
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제도들의 경제성장, 투자 및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적 요인과 경제성장,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학에서의 실증연구는
주로 수렴현상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렴현상

7) 하원 재적 431명은 공화당 178명, 민주당 243명으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고,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은 투표에서 공화당 전원 반대, 민주당에서 34명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되었다.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였다면, 여당의 일방적 통과의 저지를 위한 의사당
점거, 몸싸움, 의장석 점거, 회의실 이동 등 한국 의회에서 목격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
나 미국 의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가진 제도의 승리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바
로 미국 국민의 수준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의원을 뽑
기 때문이다.
8) 동아일보, 2010년 3월 23일자 A20면.
9) 이종욱 외(2005)의 연구에 최근 연구를 정리하여 확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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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Barro(1991)의 회귀방정식(모델 없는 회귀분석)에서 외생변수는 어디까지나 솔
로모형의 장기균형의 차이를 통제하는 변수, 즉 조건부 수렴의 식으로 해석되어 왔
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변수로 각종 제도변수들을 추가하고 그 추
정결과를 이용하여 단순한 솔로모형의 함의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접근법
이 발전되고 있다.
제도경제학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제도가 경제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
하기 위해 시민의 자유, 정치적 제도를 변수로 활용하는 연구가 시작된 것도 그 예
이다. 이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제도에 속하는 다른 요인들보다는 시민의 자유,
정치적 제도를 수량 변수화할 수 있는 대변수(proxy variables)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Kormendi & Macquire(1985)는 Gastil(1979)이 시민자유 정도를 측정한 변수를 이용
하여, 이것이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를 준다는 것을 보였다. Barro(1991)는 제도로서
정치체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Gastil(1979) 지수와 함께 혁명 및 쿠데타 지수를 활
용하여, 이들이 성장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Levine & Renault(1992)의 기존 문헌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민감도
(sensitivity)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성장원천으로서의 각 변수들의 기여도가 달라지는

데 초점을 두고, 안정관계에 있는 성장의 원천을 재분석하였다. 성장은 전쟁 및 혁
명의 지수, 시민의 자유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고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반면 투자는 전쟁 및 혁명의 지수
와 안정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보다
혁명과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서 국내투자되는 금액이 더 적어진다는 결론
을 내리고 있다.
Knack and Keefer(1995)는 Kormendi & Macquire(1985), Barro(1991)가 정치제도
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Gastil(1979) 대신, 민간 기업이 발하는 국제투자위험지수
두 가지—국제적인 국가위험 가이드(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와 기업환경 위
험정보(Business Environmental Risk Intelligence)—를 사유재산권 보호의 제도에 대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존의 경제성장 원천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North(1990)의 이
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해 보려는 첫 시도에서, Knack and Keefer는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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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폭력, 그리고 Gastil(1979)의 정치 및 시민권
지수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변수로 불충분하다. 제
도의 영향력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더 직접적인 지수가 필요하다. 둘째, 사유재
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경제성장 및 투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제도가 통제되었을 때, 조건부 수렴의 증거가 더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La Porta et al.(1997)는 신뢰가 거대한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부유한 국가의 경우, 신뢰가 더 높기 때문에, 일인당 GNP를 통제하게
되면 신뢰의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10) 일인당 GNP를 통제변수로 사용했을 때, 신
뢰의 증가는 사법의 효율성, 반부패, 관료의 질, 조세 순응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Putnam(1993)이 이태리 사회에서 발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성립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더구나 신뢰의 증가는 시민활동과 전문가 협회의 참가를 증가시키고,
경제에서 대기업 비중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신뢰는 정부의 대규모
조직만이 아니라 모든 대규모 조직의 활동을 편리하게 해 준다는 Fukuyama(1995)
의 가설은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Fukuyama(1995)는 특히 기업에서의 신뢰가 가족이라는 협력의 또 다른 메커니즘
을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족의 끈끈한 유대관계(family strength)’는 기업성장
에 해롭다는 가설을 믿고 있는데, La Porta et al.(1997)는 이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을 하게 된다. GNP 대비 상위 20개 기업의 매출 비중을 미지인에 대한 신뢰의 측도
와 가족에 대한 신뢰의 측도로 회귀방정식 분석을 했을 때, 사람 간의 신뢰는 기업
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지만 가족의 신뢰는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즉, 강한 가족연계는 대기업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후쿠야
마의 주장이 지지를 받게 된다.

10)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씨족, 부족사회에서는 신뢰가 높았지만, 현대적 자본
주의 발전에서는 소득수준이 신뢰수준을 결정해 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잘 아는 범위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낮더라도 신뢰는 높을 수 있다. 신뢰의 크기는 사회의 범위가 클수록 소득
수준, 법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좁은 지역 사회에서는 서로 인지하는 범위(즉 거리, 접촉 횟
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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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a Porta et al.(1997)에서 주어지는 신뢰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주
목할 가치가 있다. 신뢰는 하부구조의 질 및 적절성11)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
만 유의적인 효과, 유아사망률에 유의적 효과를 미치지만, 교육달성 수준의 측도에
는 유의적이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신뢰가 증가하면,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생의 비율 그리고 학교 적절성12)을 증가시킨다.
Hall & Jones(1999)는 성장원천의 제도변수에 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비공식
적 제도가 강조되는 사회자본을 도입하게 된다. 그들은 기존 연구의 방법론과 달리
증가율보다 수준변수를 이용하여, 그것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성장회계로 측정한 일인당 생산량은 일인당 실물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생산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자본량과 생산성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는 한 나라의 장
기 경제성과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개인과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및
정부정책을 나타내는 사회적 하부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소
득수준은 실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그리고 기술수준에 의존한다. 그러나 한 사회가 이
러한 자원과 기술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하부구조라고 하는 사회제도인 것이다. 즉, 사회적 하부구조는 기본적으로
실물자본 및 인적자본의 축적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결정한다.13)
Hall & Jones(1999)에서 경제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도와 연관된 변수14) 로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생산활동을 범죄로부터 보

11) 여기서 하부구조의 질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설 및 편리성뿐만 아니라 교통의 질을 측정하
는 지표이고, 하부구조의 적절성은 각 국가의 하부구조가 기업의 니즈를 만족시켜 주는 한도
를 측정하는 5점 기준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12) 라 포타 외(1997)는 ‘학교 적절성’을 학교 시스템이 완전경쟁경제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한도
에 대한 측도로 이용하고 있다.
13) 따라서 TFP(A)를 단순한 물적 생산성(T)과 제도적 생산성(Z)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므로 신성장이론처럼 솔로모형을 이론적으로 대체하는 접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 제도적 요인은 아니지만, 적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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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 주는 사회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둘째, GDP 대비 정부소비가 낮고, 셋째, 국제
무역에 관해 개방적이며, 넷째,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의 사적소유권이 보장되어 있으
며, 다섯째, 국제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다.
Acemoglu(2003)에 의한 취약한 제도를 가진 국가의 특성을 보자. 엘리트와 정치인
들이 효과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여러 집단들 간에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내부 투쟁이 심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
다. 제도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엘리트와 정치인들은 거시경제에서 미시경제 정책
을 이용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러한 견해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 제도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엘리트
가 특정 수단을 이용하는 데 방해를 받을 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시소효과(seesaw effect)” 부른다.
Acemoglu(2003)는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기존 제도 연구 문헌을 확장하여 제도가
경제활동의 변동성에 안정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이 왜 큰 변동성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가설15)을
15) 여섯 가지 가설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
첫째, 제도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는 통치자들에 대한 제약조건이 적다. 정치권력의 균형에
변화가 발생할 때, 정치권력을 잡는 집단은 새롭게 잡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산과 소득을 자신
들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하려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교란 요인이 창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교란 요인의 원천은 이러한 재분배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회에서
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15) 둘째, 정치인 및 정치권력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권력을 잡은 집단들에
대한 이익은 더 커지고, 이와 반대로 정치권력을 잃은 집단들의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전
체적으로 정치적 이해득실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권력을 잡
는 집단 사이에서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내부적으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그로 인해
더 큰 정치적 및 경제적 교란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15) 셋째, 취약한 제도를 가지게 되면, 경제적 협력은 신뢰 또는 더 명시적으로는 반복게임전략으
로 지지될 수 있는 협력에 의존하게 된다. 여러 가지 충격은 협력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
들어, 산출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15) 넷째, 취약한 제도하에서는 계약 장치는 더 불완전하게 되며, 어떤 경제적 관계가 여러 가지
충격에 쉽게 양향을 받게 된다.
15) 다섯째,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집단들을 만족시켜 권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탱할 수 없는 정책들을 추구하도록 강요를 받게 되며, 이러한

제４편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

195

제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서 국가 간 변동성의 큰 차이를 만들어 내
는 원인은 제도적인 것이며, 기본적인 거시경제변수들은 제도적인 원인이 경제적 불
안정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연결경로로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과 빈약한 경제성과는 그 기저에 있는 제도적 원인의 징조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거시경제 정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다.
Acemoglu(2003)의 실증분석에서 제도적 취약성이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정확한 경로를 지적하지 못한다. 단지 제도적 요인, 즉 정치적 위기 등은 경제
적 불안정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Rodrick(1999)에 의하면, 취약한 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중대한 경제 충격을 제대
로 관리할 수 없다. 특히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충격을 서로 구분해 보면,
범세계적인 경제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능력은 1980년대, 1990년대의 많은 개
도국들의 저조한 경제성장 성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Johnson et al.(2000) 연구에서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신흥국가들 사이에서, 1990
년대에 더 심각한 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보면 바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정치적 및
금융적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며, 이는 범세계적 충격과 제도 사이에 중요한 상호 의
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Lucas(1988)는 경제발전의 메커니즘으로 금융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
2008년에 발발한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래 금융제도가 경제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Obama(2009)는 미국경제에서 금융제도가 초래
한 비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한 견해를 밝히고, 금융제도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추락에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한 기여자들 중
하나가 주요 금융기관들의 해이와 금융기관의 권한 남용과 과도한 여신을 적절하게
방지하지 못한 규제구조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제도와 연관된 변수들이 경제성장 또는 경제성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들이 포기될 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
15) 여섯째, 취약한 제도하에서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을 더 빨리 쉽게 빼낼 수 있는
부문과 활동들을 선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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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는 것을 찾아낸 것은 이와 같은 실증연구의 기여이고, 경제위기도 큰 몫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
다. 왜냐하면 최근의 실증연구에서는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정책, 지리적
조건, 식민지 등이 더 유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도의 지배적인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표출되었다[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3; Glaeser et
al., 2004; Rodrik et al., 2004]. 또한 최근에는 제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보다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제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학자들은 제
도를 그 영역에 따라 정치, 경제, 법, 사회 제도로 분류하였다.
반면 이와 같은 실증연구로부터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의 요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과연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있다. 첫째, 위에서 성장의 요
인으로 지적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아니라 그 결과로 파악될 수
도 있다. 여기에 포함된 제도변수들 및 사회지표들이 내생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위의 변수들 간에 연관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들 변수들은 동시에
사용할 경우 어느 한쪽은 의미가 없는 변수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실증연구는 측정 가능한 임의의 설명변수를 늘어놓고 그중에서 의미 있는 설명변수
또는 그 조합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함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수희(2000)는 일반적인 경제제도변수 이
외에 정치제도변수로 민주주의, 입법․행정 권력분산, 관료의 독립성 변수를 추가하
고 사회제도변수로 국가의 자원동원능력(군대규모와 담세액규모)과 사회문화적 환경(부
정부패지수, 사회적 갈등지수, 민간기구의 참여 수, 도시화율)을 추가변수로 하여 국별 성장

률의 차이를 검정하고 있으나 각 변수의 통계적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리
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국별 패널분석의 회귀방정식에 제도, 사회자본 등을 반영하여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변수의 선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
표되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제도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부패, 개인재산
의 징발위험, 법질서, 관료의 질), 정부소비지출 규모, 외환시장 프리미엄(시장왜곡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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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 경제적 자유도 등의 지표들을 취합하여 이들 요인이 경제성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효한가를 보이는 것이다.
<표 1> Barro(1997), Sala-i-Martin(1997), Hall& Jones(1999)에서 사용된 변수들
구분

변수

Barro

SM

1(a)

사유재산권 보호 및 규칙의 신뢰성
(부패, 개인재산의 징발위험, 법질서, 관료의 질)

○

1(b)

정치체제에 관한 지표(민주주의, 혁명․내전의 수)

○

○

1(c)

경제체제(정부에 의한 경제통제의 정도)

○

○

2

GDP 대비 정부비중

○

3

시장왜곡 지표(외환시장 프리미엄)

○

4

교육수준

○

5

평균수명

6

출생률

7

교역조건의 변화

8

국제무역에 대한 개방도

○

9

1차상품이 GDP 및 수출에서 점하는 비중

○

10

국제어

11

적도와의 거리 및 지역더미(아프리카, 중남미)

12

종교

13

인플레이션율

○

14

설비투자

○

○

15

스페인의 구식민지

○

○

HJ

○

○

○

○

○

○
○

○

○
○

주: SM = Sala-i-Martin, HJ = Hall& Jones를 나타냄.

3. 제도의 형성과 실행에서 관료
국가발전은 그 나라 경제주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조직이 바로 기업이다.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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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지속적으로 많이 창출하는 국가에서는 기업 활동이 활발하고, 이를 통해 그
나라는 지속적으로 더 잘사는 선진국이 된다.
국가경제 발전에 기본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기
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근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Drucker(1954)는 1950
년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에 대해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으며,
이제 경영과 노동에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자본의 책임’은 ‘자
본의 권리’와 함께 경영의 역할을 논하는 용어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대신 ‘경
영의 책임’, 그리고 ‘경영의 특권’에 대한 어휘를 듣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경영의 교육’이란 포괄적이고도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약 300년 전에 ‘걸리버 여행기’에서 처음으로 과장하여 말한
바와 같이, 이전에 한 포기 풀이 자라던 곳에 두 포기 풀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
은 누구나 어떤 사색적인 철학자나 은유적 시스템 건설자보다 인류를 위해 더 나은
일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경영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떤 조직, 더 나아가 국가의 장수 비결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창출해 나갈 수 있는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메커니즘
은 그 나라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즉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 결정
된다. 국민들이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나라간 부가가치의 차이가 있
다면 제도의 효율성 차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 경제조직은 공식적 제도(법, 계약 등) 및 비공식적 제도(전통, 윤리 등)16) 의 형
성과 제도의 실행을 통해 창출된다. 공식적 제도 중 가장 강력한 제도는 법으로 이
를 어기면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정치인, 대
통령과 관료이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관료가 한
다. 그리고 법은 포괄성이 있는 일반적 규칙으로 되어 있고, 그 법에 근거한 구체적
인 내용인 시행령, 고시, 규정 등은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관료가 정책 수행을 위해
16) 비공식적 제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양식에서 형성되어 그 나라 문화로 정착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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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게 된다.
한 국가의 공식적 규칙이 형성되는 간단한 과정을 보면, 민주국가의 자본주의에서
공식적 제도를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권한은 관료에게 있다. 관료가 정책
을 집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공식적 규칙에 따라 한 나라의 효율적 경제조직이 만들
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운명이 결정된다.
규칙은 동일하지만, 집행 메커니즘, 집행이 이루어지는 방법, 행동규범, 행위자의
주관적 모델 등이 같지 않아, 실행에서 제도의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더구
나 제도의 집행(enforcement)에는 반드시 거래비용이 수반되고, 실행 메커니즘의 구
조에 따라 거래비용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효율적인 재산권이 고안되었다 해도, 재
산권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발생된 거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조세인 경우, 비용을 불특정 다수가 부담
하게 된다. 그로 인해, 비용 부담자의 거래비용에 대한 감시가 약할 수밖에 없다. 감
사원이나 자체 감사가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
공식적 제도의 집행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과 계약형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관료들에 의해 결정된다. 대리인 문제에서는 전형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
고 목적함수 형태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이를테면, 대리인의 목적함수가 공익이
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래비용 최소화의 최적 행위가 도출된다. 그러나 목적함수
에 자기 자신의 이해가 개입되면, 거래비용 최소화의 최적 행위는 자신의 렌트 감소
가 가능한 한 최소화가 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목적함
수에 따라 실행의 거래비용이 달라진다.
제도를 실행하여 산출되는 성과도 대리인인 관료의 실행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도
의 실행 성과도 대리인의 목적함수에 따라 달라진다. 실례로 16세기 최대 강국인 스
페인의 제도적 구조의 수확체증의 특성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보면, 국왕과 그 관료
조직이 스페인의 쇠퇴를 조장했지만 제도의 형성과 실행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
들의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저술만으로는 스페인
쇠퇴의 경로를 바꿀 수 없었다.17)
17) North(1990), p.116 참조. 한국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서구 문명의 수용과 사회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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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경제적 영역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는 생산자의 정치당국과의 관계를 결정하
는 제도에 달려 있다. 그 제도의 성격에 따라 국가의 성과도 달라진다. 이를테면, 영
국에서 발전하는 제도적 틀은 정치적 안정과 현대기술로부터 잠재적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복합적․비개인적 교환을 가능하게 만든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개인적인 관계가 여전히 대부분의 정치적․경제적 교환의 열쇠이다.18)
<그림 1> 금융시장에 중점을 둔 제도 구조

제도 (공시적 제도 및
비공식적 제도)

감독기관,
예금보험공사

정부
국회

금융시장,
금융기관

한국은행

<그림 2> 금융산업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 창출 메커니즘

요구의 다양한 저술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왕과 권력자들의 사고를 바꿀 수 없었고 조
선은 장기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18) North(1990)의 Chapter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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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에서 관료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19) 실례로 제도가 금융
시장 및 금융기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그림 1>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관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경제주체
들의 행동에 제약조건이 되는 제도들을 만들 수 있는 기관들(관료, 국회, 감독기관 등)
도 함께 나타나 있다.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조직, 전략, 행동, 성과 등도 이 제도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진 감독
기관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제도 형성 및 실행에서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금융기관의 경제성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Sinkey, Jr.(2002)에서 전형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에 속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창출 메커니즘은 <그림 2>와 같다. 금융기관의 강력한 외부 경쟁력은 금융기관 내
부 핵심역량과 감독의 강력한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감독의 강력한 역량은
금융감독의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의
틀은 제도 제정의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4. 경제관료의 역할과 범위
(1) 경제관료 범위의 문제
정부기관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를 이용하여 경제안정화, 자원재분배 기능, 소득
분배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투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는 기업, 가계의
자원배분 원리와 달리 양출제입의 원칙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가 효과적으로 이용
되는지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공직자의 기본 철학으로
그러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박형수․류덕현(2009)이 OECD 28개국의 공공지출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19) 경제사의 반대가설(counter-hypothesis)을 이용해 보면, 관료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국가발
전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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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한 <표 2>를 보면, 보건․복지․교육이 각각 1위, 2위, 3위이며, 공공행정과
연구개발이 각각 5위와 6위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의 순위가 가장 낮고, 공공질
서 및 안전 및 환경보호도 16위로 낮다.
<표 2> 공공지출 성과의 국제적 비교
분야

점수(10점 만점)

순위

보건

10

1

복지

8.24

2

교육

6.72

3

공공행정

6.51

5

연구개발

5.58

6

공공질서 및 안전

4.69

16

환경보호

4.19

16

사회간접자본

3.38

26

자료: 박형수ㆍ류덕현(2009)
<표 3> 공공지출의 성과개선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
분야

점수(10점 만점) 순위

미시경제학 및 거시경제학 응용한 경제학적 분석

보건

10

1

health Economics, Economic Development

복지

8.24

2

Welfare Economics

교육

6.72

3

Educational Economics- Human Capital

공공행정

6.51

5

Public Choice, Cultural Economics

연구개발

5.58

6

Industrial Organiz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4.69

16

Public Economics

환경보호

4.19

16

Environmental Economics, Resource Economics

사회간접자본

3.38

26

Regional Economics, Urban Economics

공공지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지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사전평가와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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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표 3>과 같이 각 분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강조하
는 경제관료나 경제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은 개선될 수
있다.
조세로 거둬들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다는 원칙으
로 보면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는 경제관료여야 한다. 즉, 경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관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고시에서 재경직, 교육, 일반 행
정 등을 분리하는 것은 관료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잘못 분석한 결과이다.
물론 각종 고시에서 경제학 출제위원들이 학부 수준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제
를 내어, 경제학이 관료 생활과 일상생활에 유익한 지식으로 인식하기보다 도움은
안 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하여 일부 고시에서 경제학이 고시 과목에서 제외되
었다. 이는 고시 출제에 참여한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낸 비극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2) 관료의 역할
일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 실패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장기능
실패 영역을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시장기능
실패 영역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정부를 실제로 운영하는 관료의 역할20)이다. 제도
는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지만, 그러나 효율적인 제도를 창조하는가는 관료의 능력과
역할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시장기능 실패를 보완하는 제도는 인간정신의 구조물이므로 관료의 정신
구조물이다. 즉 관료의 아이디어, 이데올로기, 그리고 신념이 반영된 것이 바로 제도
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경제적 기업가에 의해 수없이 이루
어지는 단기적인 결정의 누적 결과이다. 관료는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
로, 관료 의사결정의 누적적 결과가 바로 경제성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생산활동이나 숙련과 지식의 향상에 보상하는 경제
20) 이러한 근원적인 역할은 정치조직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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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치적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제도적 기반이므로, 제도를 만드는 관료는
적응적 효율을 창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이 이 제도적 기반에 필수적
이고, 생산성 증대와 유연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이 의식적으로 창조되었는
지, 당초 목표의 우연한 부산물은 무엇인지 등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제도를 깊이 이
해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도 관료의 역할이다.
세계의 어디선가 상대적으로 생산적인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제도의 성과특
성에 관한 정보를 저비용으로 입수하여, 성과가 빈약한 경제의 변화를 자극하는 강
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부가 창출되는 피라미드의 기저는 사회조직에서 출발한다(서로우,
1999). 사회조직은 사회를 조직화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인프라를 건설하고 수

리하며,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배정하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한 능력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바로 관료의 능력이다.
따라서 관료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도의 성과는 관료의 능
력, 열정과 역할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관료
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렌트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제도가 산출해 낼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반면 좋은 제도가 아니더라도 관료의 운용 능력이 탁월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실례로 규제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을 보면, 규제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좋은 금융
조직을 만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금융산업에서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금융규제가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려면, 공식적 제도의 내용이 탁월해야 하고, 그 내
용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도 탁월해야 한다. 이때 제도 형
성 및 감독의 주체가 바로 관료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을 만드는 두 가
지 축 중 하나가 관료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의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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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발전을 위한 관료 역할의 제고와 한계21)
(1) 경제정책 실행 메커니즘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책 소통 체계
정치적으로는 소위 민주화 이후, 경제위기를 더 많이 겪고 있어, 경제정책의 결정
제도와 그 실행 메커니즘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문민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은 민주화 인사이지만 개인적 성격으로 보면 독선과 아집이 강한 사람
들로 평가할 수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참모들의 의견이 민주화 인사들의 지식
으로 전환되는 것이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독선과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동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의사결정 속에서 민주화
인사와 관료 사회는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비판 의견 사이에 소통될 여지가 없었다.
<그림 3> 문민이전 정부와 문민정부: 교훈

21) 이 부분의 논의는 이종욱(2009)을 보완하여 확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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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민주화를 이끈 리더들은 군사독재라 비난한 사람들과 무엇
이 다른가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개략적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인사들도 군인들이 민주화 인사보다 더 나은 경제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 군인들은 최고 책임자가 되는 과정
에서 참모들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배우고, 이러한 체계적 분석 정보
를 기초로 최종 작전을 기획하게 되며, 그 작전과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관찰하고
현장 점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훌륭한 장군의 작전은 참모들의 전문지식과
정보 분석에 의존하게 된다. 훌륭한 장군은 전문지식을 가진 참모들의 의견에 기울
이는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민간 부문으로 돌아와서도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민정부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다양한 출신(학계, 군인, 관료, 기업)과 능력
을 가진 참모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대통령들은 민주화 인사, 개발연대의 대기업
사장은 전문지식을 가진 참모들을 선출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
가들의 의견에 청취하기보다 독단에 익숙해 있다.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
모들은 자연히 문민정부 대통령의 성향을 맞추게 되고, 그 참모는 정치인과 관료에
한정되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러한 집단에 스스로 포획되게
된다. 이는 문민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들의 한계이다.
문민정부 대통령은 다양한 출신들이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문민정부의 YS 노믹스(신경제), 국민의 정부의 DJ 노믹스 등에서는 성장과 복
지가 조화로운 성장이 아니라, 항상 민주화 과정의 투쟁에 익숙한 체험 지식, 즉 대
립 관계 속에서 성장해 온 배경에 익숙하여 성장과 복지를 대립 관계로 인식하게 되
었다. 국민 전체의 조화와 화합보다 항상 국민 속에서 대립과 갈등을 인식케 함으로
써, 이를 조장시키는 제도가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생산적 활동의 부정적
수확체증이 작용하게 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문민정부의 미래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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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가진 군대 조직에서 배워야 하고, 훌륭한 전문가를 선택하고 누가 훌륭한 전문
가인가를 선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성공하는 대
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통치는 보이는 제도와 보이지 않는 제도를 통해 이루
어지고, 이는 관료 및 정치인의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민들이 그러한 제도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되고, 대통령이 구축하는 제도의 성
과를 통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게 된다.

(2) 경제위기에 취약한 금융부문 지배구조의 경쟁력 강화
1) 대통령과 국회에 국제금융 환경변화를 보고하는 위원회의 상설화
한국과 같이 무역 및 자본 자유화가 된 국가는 개방화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기에는 취약한 구조를 갖는다.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직면
할 수도 있고, 현재 미국 금융위기에서와 같이 순수한 피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어
있다면, 금융의 범세계화로 인한 대외적 충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본수지의 변
화가 한국경제에 재앙으로 등장할 수 있다.
Calvo(2002)에

따르면,

글로벌화로 인해

신흥시장에서는

‘범세계화

위험

(globalization hazard)’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

다. 범세계적 위험은 세계 자본시장이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므로22) 기초변수
(fundamentals)와 다른 자산 포지션 및 가격변수의 결정에서 전염(contagion)과 과잉반

응(over-reaction)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데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범세계적 위험
은 정보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하므로, 범세계적 자본시장을 가진
국가 및 신흥시장국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22) Calvo & Mendoza(2000)에서는 범세계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정보 수집보다 특정 포트폴리오
를 모방하려는 유인을 강화시켜 전염효과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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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신흥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구제금융이 이루어질 것이
므로, 고정수익 투자자는 자본손실 없이 투자자금을 회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된 대표적인 투자자 피해가 바로 1998년 러
시아 위기로 IMF는 러시아에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세계화 위험과 도덕적 해이의 위험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이끌
어갈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 Rey & Martin(2005)은 범세계화와 신흥시장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표 4>의 흥미로운 자료에서 시작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금융 및 무역이 개방된 나라에서 위기의 빈도는 0.14이지만, 신흥시장
에서 금융 및 무역이 개방된 나라에서 위기의 빈도는 0.57로서, 신흥시장국은 선진
국보다 약 4배 이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이 금융 및 무역이 개방
된 선진국이 되더라도, 대외부문에서 경제위기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준다. 더구나 한국의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정권 말
레임덕 기간에 발생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치 및 관료 중립
적으로 대외적 충격을 감시하고 경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 4> 위기의 빈도: 금융 및 무역 개방
구 분

선진국

신흥시장

무역 폐쇄

무역 개방

무역 폐쇄

무역 개방

금융 폐쇄

0.07

0.1

0.35

0.15

금융 개방

0.05

0.14

0.76

0.57

현재 정부부처의 산하에는 국책 연구소가 있지만, 부처 정책에 필요한 지식과 정
보를 제공하느라 분주하다. 더구나 연구소는 대체로 부처가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데, 그리고 정책의 영향 및 실행에 관련된 정보 수집, 공청회, 세미
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정책의 사후 관리는 없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
아 무대에 나서는 자만이 생존하는 세계 속에 국책 연구소가 있다. 물론 국책 연구
소는 주무 부처에서 예산을 배정받게 되므로, 연구소는 주무 부처와 유인부합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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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야 생존하게 된다.
국책 연구소의 기능으로 볼 때, 한국에는 미국의 CEA와 같이 대통령과 국회에 국
제금융환경 변화를 보고하는 정치 중립적인 위원회(가칭 ‘국제금융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10명 이내)는 국제금융과 관련된 위원장 포함 전문 학자들(3~4명)
과 스태프로 구성하고, 이들이 대통령과 국회에 한국의 무역 및 금융의 대외부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을 문서 및 구두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
더라도 무역 및 금융의 충격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인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정보
및 관리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권 교체 과도기의 위기 상황에서 정책
정보 손실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위기 발생 및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기초가 정착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일 수도 있다. 이
위원회는 대외 부문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점검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도
록 함으로써, 경제가 안정된 기간에는 그 위원회의 가치와 존폐에 대한 논의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대외부문의 위기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
고, 항상 중립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경제는 과거보다 더 안정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어떤 위상을 주느냐에 따
라 외톨이 또는 주요 정보공급원으로 취급될 수 있겠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제금융센터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를 폐
지하고, 정치 및 관료 중립적이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갖
는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더 유익한 제도적 변화가 될 것
이다.
2) 정책 독점권한이 글로벌 경쟁능력 또는 탁월한 능력으로 인식되는 문화의 변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부적절한 정책적 대처로 선의의 피해자가 된 한국경제에
서 금융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거시경제 시장의 형성 및 유지에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를 결정하는 정책당국의 지배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 분석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거시경제정책의 성과는 실물시장,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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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효율이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실물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경쟁력에 양극화가 심각하다. 거시경
제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업그레
이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분야는 비교역재 영역이
많아, 대외개방만으로 그 영역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국회를 제외하면 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림 4> 금융정책 권한 집중의 허와 실

지금까지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에서 큰 충격은
경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쳐 국민 특히 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에 결정적인 충격을 준다. 금융충격은 선진국의 금융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
하는 데서 시작된다. 금융기업들과 금융학자들(재무경제에 연관된)은 외국에서 하는 것
을 한국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We Can Do”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과
연 그런지 아니면 선진국 따라하는 전시효과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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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과 같은 금융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야 한다. 위기를 통해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나면 역적이 된다는 각
오로 임무를 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규제제도의 독점력은 앞에서 강조된 적응적 효
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독점된 규제는 금융당국이 축적한 암묵적
지식이 발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금융부문에서도 창조적 기업가적 재능이 촉
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독점된 규제는 독점의 폐해보다 적응적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적응적 효율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어
느 전문가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 없다.
정책 실행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실수를 인지하고 가능한 빨리 수정해 나가
는 것이 바로 적응적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는 관료의 접근법이다. 따라서 적응적 효
율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료의 정책적 실수에 대한 지나친 비판도 신중히 해
야 한다.
3) 감시와 경고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가 효율적인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로
전환되어, 경제정책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3차원으로 확대되어
야 함.
농업 사회에서 곡간의 열쇠는 가정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듯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독점하면 곡간 열쇠와 돈의 흐름까지 장악할 수 있어, 감독 정보를 독점하는
금융감독위원회(과거 재무부; 일본 대장성)도 정부조직상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은 재정정책 및 금융정
책보다 하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모순적 위상을 가졌다. 금융감독이 잘못되어 발생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핵심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3차원
으로 전환되고 있다.23)
23)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경제정책 핵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정리 그리고 참
고문헌은 이종욱(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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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유능하면, 국가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경쟁력 있는 제
도를 만들고 운영의 성과도 좋을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서 제도 형성 및
운영이 잘못되는 경우, 대체로 외환위기, 은행위기,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가 발생
한다. 이러한 금융 관련 위기는 국제금융센터가 있는 런던 및 뉴욕, 그리고 후진국,
중진국 및 선진국에서 흔히 경험해 온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의 기타 부문보다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효율적으
로 운영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금융당국은 받은 공식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미
국 금융규제의 틀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고, 현재 새로운 규제 틀의 윤곽이 잘 드
러나 있다.
반면 한국은 발생된 미숙한 금융제도와 그 운영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미국과 달
리 금융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금융당국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심한 비난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방매(fire-sale)를 구조조정의 1순위로 밀어붙여 그 유명한 구조
조정 전도사의 소위 사단이 탄생하여 한국 금융산업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된다.
경쟁력이 취약한 지식의 기반 위에서 구조조정 전도사를 자처한 사람들이 초래한
투자 3년 만에 수조 원을 챙긴 2007년 ‘론스타 사건’은 한국의 두 가지 유형24)의 신
관치금융을 경계하고,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미래를 향한 자성을 촉
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에서 ‘금융 오적’으로 기사화된 일이
있다.

무능․무지한 한국 금융의 미숙함을 탓해야 할 뿐이다. 이 같은 후진성이 어
디서 근원하는지 곰곰이 따져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 금융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 오적’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으뜸의 적은 관(官)이다. 스스로 ‘다스리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 일부 엘리트
관료들이다. 국민이 믿고 맡긴 국가 산업의 긴요한 정보를 독점하며 마치 자신
24) 이에 대한 논의는 금융 당국 출입 기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학자들과 토론을 거쳐 민간금융협
의회에서 발표되고 이종욱(2009)으로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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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관리야말로 금융 발전을 방해하는 노멘클라투라
(특권 집단)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동료에게 그 업적에 걸맞은 보상을 인정하
지 않는 노조의 획일적인 균등주의가 두 번째 적이다.
세 번째 적은 전문성과 리더십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윗선 눈치만 보며 하루
하루 연명하는 몇몇 금융 CEO들이다. “배워서 하면 된다”거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식의 아마추어리즘으로는 선진 투자금융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은 머리 백인으로 불리는 일부 외국계 투자금융(IB회사)들의 이중성
역시 네 번째 적으로 손색이 없다. 정부 관료와의 친분은 물론 인맥과 학맥을
내세운 로비를 일삼으며 이권을 따내는 그들은 공식 석상에서 늘 “실력으로 승
부한다”고 강변한다.
끝으로 가장 두려운 적은 양심을 저버린 금융소비자들이다. “나는 약자니까
내 빚은 정부(국민 세금)가 대신 갚아 주겠지” “내가 투자한 채권은 정부가 어떻
게든 보장하겠지” 하는 비도덕성(모럴해저드)이 성실한 금융 투자자들에게 막대
한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매경, 2007년 5월 11일자).

위와 같은 언론의 비판의 근원은 금융감독 권한의 독점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에서 발생된 단점을
시정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첫째, 금융정책 당국의 원칙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정책의 국내정책은 새
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의 창의가 발휘되는 시장의 질
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에서 무엇이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가를 판단하기에
도 바쁜 곳이 바로 금융정책 당국이다.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기도 바
쁜 곳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영역이고 보면,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의 질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
(‘국가정보원’ 같이 일한다는 사명감)라는 인식이 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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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기재부 금융정책 당국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의 업무성과 평가의 지식체계를
재점검해 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개혁의 우선순
위 대상이 금융감독이었다. 금번 금융위기가 금융제도 변화에 기인하므로, G-7의 금
융안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이종규, 2008).25) 한국도 이들을 따라 금융감독 체계 개선을 논의하게 되겠지
만, 선진국 제도의 도입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그림 4>에서 보는 금융시장 감
독의 운영과 실행의 독점 결과에 대한 평가다.
미국의 금융감독 개혁 요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
당국이 금융산업 경쟁력이 왜 그렇게 낮은가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한다. 금융산업
의 경쟁력을 올리려면,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금융산업은 강력하고 건전한 감독이 민간 금융산업의 창의력과 결합될 때 훌륭
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질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규제와
감독, 은행건전성, 은행산업 진입과 퇴출, 통화정책 파급 메커니즘 등과 같은 미시적
문제에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원활하게 공유해
야 한다. 이러한 분야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퇴임 이후 민간부문으로 일자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끔 능력 있는 인력들
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금융감독의 유능한
인력들이 조기 퇴직하여 민간부문의 경영진으로 이동해 가면, 감독기관과 민간부문
간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회나 간담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금
융발전을 위한 강한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둘째, 금융상품 및 금융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이다. 감독은 공정한 게임이 일어나

25) 주요 논제는 ①금융감독 체계에 관한 논의 ②파생금융상품 제도의 보강 ③신용평가제도의 개
선 ④투명성 제고 ⑤위험감독 방안 ⑥당국의 위기대처 능력 제고이고, 그 이외의 주요 주제가
‘위험의 사회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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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이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과연 공정한
게임이 일어날 수 있는 감독을 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증권시장의 공매도가 미국,
영국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지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데,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가하락을 이용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투자가
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주식시장에 파급되어 주가가 폭
락해 갔지만, 한국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았다.
시장경제가 강조되면서, 금융상품에서도 개인의 창의적 능력에 의한 신상품이 끊
임없이 등장하여, 감독당국이 신금융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정도 되면, 공정한 게임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
는 것이다.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품이 금융시장에 유통된다면, 감독당국
은 그 상품에 대한 위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집
단인 감독당국이 모르는 것을 일반 투자가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특히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핵심적 요인이다. <그
림 5>와 같이 파생상품은 구조화 금융상품과 결합되어,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복
잡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화 신용상품의 위험
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가격평가 기능이 위험관리에 중
요한 능력이지만, 위험상품을 결합하게 되면 그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위험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고위험으로
인해 고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고수익을 실현하는 성과에 집착하게 되면서 고위험의
파급 충격에 대한 위험관리는 사소하게 취급되게 된다.
위험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면, 이때 감독 당국이 규제를 할 수 없다면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상품’이라도 공시해 주어야 한다.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일어날 수 있
는 최소한의 행위는 해야 한다.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핵심요인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2차원으로는 해결
될 수 없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정보 및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으로는 사전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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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조화 신용상품 및 신용 파생상품

자료: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8
<그림 6> 구조화 신용상품 구성의 실례

자료: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8.

금융감독에서도 전통적인 미시적 금융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를 사전에
극복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감독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IMF, BIS, FSF 등
은 거시경제정책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금융감독정책을 추가하고 있다(이종욱, 2010;
Blanchard, Oliver, G. Dell' Ariccia, and p.Maur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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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료의 한계를 개선해 주어야 함
제도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제도를 결정하
고 운영하는 관료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분석은 미진하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의 경쟁력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관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1) 전문관료들의 연령층을 높여, 능력 있는 공무원의 기여도 제고
관료로서의 현장 경험과 해외 연수를 통해 쌓은 전문지식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
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관료의 연령층을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료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전문역량과 경험이 최대에 이르게
되는 국장의 연령은 50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0대 후반에 국장이 되어 50대 초에 퇴임하게 되면, 산하기관으로 가야하고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소신 있게 제대로 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 어느 정
도 승진하고 나면, 퇴임하고 난 후에 갈 곳을 알아보거나 부처의 퇴임 인사가 가는
자리를 보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관료들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인사 적체
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공무원을 적게 뽑아야 한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가 간 협상과 소통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그 분야에서
외국 관료나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가 협상하고 소통할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의 흐름에도 지식을 가져야 국가에
유리한 결정도 할 수 있다. 40대 정도까지 그런 전문지식이 쌓이면, 승진에 매달려
자신의 전문성이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퇴직하고 있다. 이들의 능력에 투자한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투자 성과를 돌려주지 못하므로, 귀한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들
은 세금으로 투자한 자금에 대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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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권력에 안정적인 전문관료 육성과 예우
관료가 50대 중반에 승진하는 국장까지는 경쟁을 통해 능력에 따라 발전해 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치권력이 바뀌더라도, 장관-차관-차관보의 라인만
바뀌면 되고, 새로운 정부는 정부조직 내 국장이나 외부 인사에서 장관-차관-차관보
를 선정하면 된다. 전문관료로서 일할 수 있는 국장을 아래 사람들의 승진으로 인해
용퇴, 강제 퇴직 등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민간부문에서는 성장원동력을 찾기 위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팀제, 연봉제 등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료나 법조계
에서는 기수에 따라 움직이는 전근대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근대적 전통을 개선하여, 관료들이 정권변화, 후배 승진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조
기 퇴임으로 발생되는 일을 걱정하지 않고,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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