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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1. 문제 제기

□ 4%대로 추정했던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 특히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의 빠른 하강국면이 지속
－ 90년대(1991~2000년) 연평균 약 6.6%의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경제가 2000~2007년 중에는 4.7%로 하락하고 특히 글로벌 금
융위기 등 대외 여건의 악화가 겹친 2008~2011년 중에는 평균
성장률이 3.1%로 급락

□ 지속 가능한 복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잠재성장률의 제고가 절실
○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일자리 및 소득감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됨은 물론이고 세수차질을 야기해 국가의 재정전전성
을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감당을 어렵게 만든다.

○ 또한 한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 중
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선진국 대열 진입이 지연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본고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 이에 대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향후 전망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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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잠재성장률 1%p 제고의 중요성과 이를 목표로 잠재성장률
구성요소별로 추가 투입/개선 여력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어떠
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지 제시

2.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1) 추정방법론: 생산함수접근법

□ 잠재GDP를 추정하기 위해 생산함수접근법을 고려
○ 생산함수접근법은 성장회계를 통한 요인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
－ 잠재성장률의 변동에 어떤 요소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할
수 있으며 각 요인별 미래예측을 전제로 향후의 잠재GDP 전
망이 용이

□ 잠재GDP를 추정하기 위해 생산함수접근법을 고려
○ 투입요소로써 물적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까지 고려한 확장된
형태의 솔로우-스완(Solow-Swan)모형을 이용

－       










 


(여기서   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

산성, N은 노동량, h는 인적자본, K는 자본스톡을 의미)

□

총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으로부터 1980년부터
2011년까지 2005년 기준 실질GDP 데이터를 이용함

(2)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

□ 198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을 산출한 결과, 2001~2011년 중 잠재성장
률은 4.16%로 90년대(6.43%) 대비 2.27%p 하락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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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별로 보면 물적자본의 기여도는 1.40%p 하락했고 노동투입
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하락은 각각 0.64%p와 0.25%p인 것
으로 분석

－ 이 결과에 의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본스
톡 증가 둔화, 즉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에 있음. 설비투자 증
가율은 90년대 연평균 9.1%에서 2000년대에는 3.9%로 큰 폭
으로 하락함

□ 향후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2011~2012년 약 3.45%로 추정된 잠
재성장률은 2013~2017년에는 3.08%로 낮아지고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40년대에는 1.69%로 지속적으로 하락

○ 2011~2050년 약 40년간 평균잠재성장률은 약 2.13%로 전망되는
데 이는 이전 30년(1981~2010)의 7.09%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

<표 1>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전망(1981~2050)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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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

인적자본

(단위: %, %p)
물적자본

총요소생산성

1981~1990

10.62

1.43

0.30

4.27

4.35

1991~2000

6.43

0.74

0.34

3.30

2.01

2001~2010

4.23

0.11

0.38

1.94

1.78

2011~2020

3.08

-0.21

0.40

1.69

1.19

2013~2017

3.01

-0.28

0.40

1.66

1.22

2021~2030

2.06

-0.99

0.43

1.49

1.14

2031~2040

1.77

-1.14

0.47

1.36

1.11

2041~2050

1.69

-1.14

0.50

1.28

1.08

3.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 잠재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끌어올릴 ‘＋1%p’ 전략이 절실
○ 한국경제에 있어서 잠재성장률 1%p 제고의 중요성
○＋1%p를 위한 잠재성장률 구성요소별로 추가 투입/개선 여력을
파악

○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지 제시
＋

(1) 잠재성장률‘ 1%p’의 중요성

□ ‘＋1%p’는 2013~2017년 기간 중 약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
○ 고용탄성치를 고려할 때, 성장률 ＋1%p는 약 7만 개 일자리 창출
－ 향후 5년간 연평균 3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성장
률 3%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약 22만에 불과해 약 11만 개 부족

－ 4% 성장하면 부족한 11만 개의 일자리 중 68%, 약 7만 개 해소.
○ 취업계수를 이용하면, 성장률 ＋1%p는 일자리를 매년 약 6만3천
개, 5년간 약 31만5천 개를 창출

－ 2010년 기준 취업계수는 6.5명/10억 원으로 2000년 12.24명
/10억 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이러한 추세를 고려
하기 위해 취업계수는 매년 약 5%씩 감소해 2017년에는 4.54
명/10억 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

□ ‘＋1%p’는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90년대 이후 성장률과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서로 逆관계
－ 특히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지니계
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 오정근(2012), 1990~2010년 중 성장률 1%p 높아지면 지니계수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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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하락

－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경우 계층별 소득은 2분
위 0.72%, 3분위 0.67%, 1분위 0.66%, 4분위 0.62%, 5분위
0.47% 증가

□ ‘＋1%p’로 3만 달러,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각각 1년, 4년 앞당길 수 있어
○ 2011년 22,489달러인 1인당 GNI, 3만 달러 도달 시기는 1년 격차
발생

－ 잠재성장률이 3%대인 경우, 2017년에 30,584달러
－ 성장률 ＋1%p 의 경우, 2016년에 31,172달러 달성

○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4년 격차가 벌어짐
－ 3%의 경우 2024년에 41,685달러에 도달하지만 4%인 경우에는
2020년에 40,205달러 달성

□ ‘＋1%p’로 연평균 9.4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 가능
○ 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채발행이나 세금 인상 없이도 차기정
부 5년간 연평균 9.4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입 확보 가능

－ 추가 세수를 복지재정으로 사용한다면 그만큼의 복지수요 충
족 가능
(2)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생산요소별 조합

□ 노동투입에서 현재 노동공급 확대가 가장 가능한 부분은 여성의 고용률
○ 2011년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3.1%로 G7국가의 61.5%
에 비해 크게(약 8.4%p) 낮은 상황

○ 향후 10년여에 걸쳐 여성고용률을 G7수준으로 높이는 전략 필요
10

□ 물적자본은 기업경영 여건의 개선을 통해 고정투자 증가율을 제고
○ 고정투자는 80년대 연평균 9.1%, 90년대 6.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2007년 중에는 4.5%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기간인 2008~2011년에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연평균 0.8%로 크게 낮아진 상태

○ 대외여건 및 제도적 개선이 된다면 2013년 이후 고정투자 증가
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증가율(4.5%)
로 복귀 가능

□ 노동, 자본의 추가 투입에도 ＋1%p에 미달하는 부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제고로 충족해야 함

○＋1%p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약 1.8%정도로 높아
져야 함

○ 2001~2010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78%였던 점을 고
려하면 좀 더 개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8%내외로 끌어올리
는 것은 충분히 가능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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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잠재 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기본전망: A>
잠재성장률

노동공급

인적자본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2011~2020

3.01

-0.28

0.40

1.66

1.22

2013~2017

3.08

-0.21

0.40

1.69

1.19

2021~2030

2.06

-0.99

0.43

1.49

1.14

2031~2040

1.77

-1.14

0.47

1.36

1.11

2041~2050

1.69

-1.14

0.50

1.28

1.08

잠재성장률

노동공급

인적자본

자본스톡

2011~2020

3.82

-0.12

0.40

1.78

1.73

2013~2017

4.06

0.01

0.40

1.80

1.83

2021~2030

3.11

-0.93

0.43

1.79

1.83

2031~2040

2.82

-1.14

0.47

1.69

1.83

2041~2050

2.73

-1.14

0.50

1.56

1.83

잠재성장률

노동공급

인적자본

자본스톡

2011~2020

0.81

0.16

0.00

0.12

0.52

2013~2017

0.98

0.22

0.00

0.11

0.64

2021~2030

1.05

0.06

0.00

0.30

0.69

2031~2040

1.05

0.00

0.00

0.33

0.72

2041~2050

1.03

0.00

0.00

0.28

0.75

<기본전망

＋1%p: B>
총요소생산성

<차이: B-A>

주: 인적자본은 기본전망의 증가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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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

(3) 정책과제
1) 노동투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퇴직연령층 경제활동 유지
○ 여성 경제활동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 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퇴직연령층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
련. 임금피크제, 점진적 정년연장, 전문계약제 등 고령 인력 고용
유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
고령인력에 대한 특화된 전직지원 및 창업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및 유연성의 제고
○ 단순한 공공근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에
중점

－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규제를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강화로 전환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형태의 근로형식을 개발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가능성을 제고

－ 타임오프․교섭창구 단일화 정착,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도 계속 추진

□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 및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 우수 전문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 재정비
－ 전문인력도 숙련정도에 따라 범주를 재정비하고 범주별 차별
화된 지원 및 유치 전략을 구축

－ 특히 글로벌 고급인력은 이중국적 허용 등 과감한 혜택을 부여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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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의 양성 및 잠재적 국내 활용 가능한
인적자본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정책의 개선도 필요

□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전문성 가진 다양한 인력 양성
－ 첫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해 직업교육체
계를 정착시키고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은 개방화 및 국제
화 방향을 더욱 강조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 둘째, 일반인들에게 대학의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전문역량의 개선을 위한 계속 교육시스템의 여건 강화

－ 셋째, 조세 및 재정지원, 법제도 개선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
2) 투자활성화를 통한 자본스톡 확대

□ 투자 관련 규제 완화
○ 외국과 비슷한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필요
－ 주요 경쟁국들이 조세 및 현금 인센티브, 의료ㆍ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정치권 일부에서 법령화를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와 순환출자금지의 부활 또는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강화
－ 미국 등 주요국들은 최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14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로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대만(17%), 홍콩(16.5%),
싱가포르(17%)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

－ 투자세액 공제 제도 폐지는 투자의 세후 수익률 저하시켜 기
업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만큼 제도의 폐지에
신중할 필요

□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정책리스크 축소
○ 중요 정책과제 분야별로 규제 개선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
면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가능
3) 총요소생산성(TFP) 제고

□ 연구개발투자(R&D)의 효율성 제고
○ 연구개발의 성과가 기술혁신으로 원활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기술사업화 사이의 간극을 연
결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속화

－ 개별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최고의 전문지식, 인프라, 숙련기
술자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

－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 확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산
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

－ 국내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R&D센터 유치 또
는 해외 R&D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

－ 산학연 효율적인 체제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투자 효율성 제고
□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
○ 투 트랙 방식의 이공계 대학 육성을 통해 우수 연구자를 양성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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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대학은 출연연구소와 연계한 대학원 중심의 인력양
성과 연구기능 융합형으로 특화

－ 지방대․전문대의 경우는 특성화를 통해 중간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중점

○ 우수인력이 의과계열에 편중되는 현상 완화
□ FTA 등 경제 개방화 강화
○ 개방화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데 우선은 호주, 뉴질랜드 등 자
원부국, 신흥경제권과 FTA는 물론이고 한․중, 한․일 FTA 추진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장

○ 아울러 ▽원산지발급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FTA 컨설팅 확
대 ▽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기체결된 FTA의 체결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4) 서비스 산업 선진화

□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
○ 규제 완화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한
규제 완화의 주기적 검토,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 정보통신, 전문직 서비스 등의 사업서비스업은 지식집약도가
높고 고용흡수력이 크므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

－ 의료․법률․회계․세무․건축설계 등의 전문자격사 독점시장
은 일반인․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자본과 기업경영시스
템 접목

－ 통신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 등
은 규제개혁을 통해 신성장동력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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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R&D투자 활성화
○ 제조업 중심의 R&D 지원 방식에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으로 보완하고 R&D 관련 세제혜택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

○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
중을 대폭 확대

□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 2008년 이후 서비스 해외수출지원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
다 적극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
는 노력 필요

－ 현행 금융, 마케팅, 정보, 인력지원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해
외진출 지원기관들의 기능을 연계 통합 관리

－ 일반제조 중소기업들과는 다른 별도 통합지원센터를 두는 방안
5)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일관성 확보 및 발전단계별 차별화 전략 필요

□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정책효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성공 가능성 제고
○ 정권교체, 주무부서 장관교체에 따른 포퓰리즘적 성장 동력사업
육성이 남발되거나 번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콘
트롤타워)을 운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성장동력의 발전단계 및 특성별 차별적 지원정책이 필요
○ 신성장동력은 발전 특성 및 단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획일적인 발전전략과 정책적 지원보다는 해당 신성장동력의 특
성과 발전동인, 그리고 발전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과 정책
적 지원 등이 필요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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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1981~2011년)간 연평균 6.7%에 달하는 고
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소득(GNI 기
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2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했었지만 2010

년 이후에는 다시 2만 달러에 재진입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 모멘텀을 가지지 못한
채 빠른 하강국면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
가 제기되어 왔다. 90년대(1991~2000년) 연평균 약 6.6%의 성장률을 보였
던 한국경제가 2000~2007년 중에는 4.7%로 2%p 가까이 하락하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겹친 2008~2011년
중에는 평균성장률이 3.1%로 급락했다. 이처럼 가빠른 성장 둔화가 지속
되면서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3%대로 내려 잡는

∼

추세가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 올 5월 OECD는 2001 2007년 4.4%였

∼

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 현재 3.4%로 하락한 상태이며 2018

2030년에 OECD 평균(2.2%)보다 약간 높은 2.4%로 떨어질 것으로 발표했
다.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도 10월에 발표한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
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04~2007년 4.4%에서 2012~2016년
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서

․ ․

일국의 기초체력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 자본 생산성 등에 의
해 결정되는 경제의 총체적인 공급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잠재성장
률 하락 추세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예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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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노동측면에서의 공급능
력의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동공급 감소는 민간소비
위축과 기업투자 감소라는 악순환과정을 통해 자본스톡 증가 둔화로 이
어진다. 결국 요소투입증가에 의존한 양적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단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를 보완해야 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고도
화 단계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
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1인당GNI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일자리 및 소득 감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됨은 물론이고 세수차질을 야기해 국가의 재정전전성을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대한 감당을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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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잠재성장률의 제고는 절실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단위: %)

주: 잠재성장률은 HP 필터로 추정

<그림 2> 실제성장률 및 잠재 성장률

따라서 본고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 이에 대한 전
략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
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지를 파악해야 한다. 추정 및 예측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의 추정과 전망을 시도하는 것은 잠재 성장률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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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1) 추정방법론: 생산함수접근법
잠재성장률(잠재GDP 증가율)은 직접적인 계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
한 계량분석방법에 의존하여 추정하는데 추정 방법은 크게 생산함수접근법과
시계열분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함수접근법은 잠재GDP수준을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아래에서 생산요소들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
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산출물 수준으로 정의하고 각 생산요소의 추
세적인 수준이 투입되었을 경우의 산출물 수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시계
열분석법은 GDP의 시계열속성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HP필터법, 은닉인자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 등이 있다.
본고에서 잠재GDP를 추정하기 위해 생산함수접근법을 고려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잠재GDP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기본이 되는 것은 생산함수접근법이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생산함수접근법의 장점은 성장회계방식을 통해 성장
률의 요인을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잠재
성장률 변동을 개별 생산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고 요소별 미래예
측을 전제로 향후의 잠재GDP 전망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반면 시계열분
석법은 현재까지의 실적치를 기초로 추세치를 추출하기 때문에 장기간
의 전망치 시산이나 요인별 설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생산함수는 각종 이론 및 실증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콥-더글러스
(Cobb-Douglas)동차함수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 양적성장체계에서 질적 성장체계로 성장전략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따라
서 잠재적 생산능력을 추정하려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단순한 양적요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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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투자나 인적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질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투입요소로써 물적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까지 고려한 확장된
형태의 다음과 같은 솔로우-스완(Solow-Swan)모형을 이용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여기서   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N은 노동량, h는 인적자
본, K는 자본스톡을 의미한다.

(2) 자료와 변수의 구축
총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으로부터 1980년부터
2011년까지 2005년 기준 실질GDP데이터를 이용하였다. 1981년부터
2011년 사이의 연평균성장률은 6.7%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2001~2011년)가 가장 낮은 성장률인 4.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대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인 2008~2011년은 3,1%로 크게 낮
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노동투입에 대한 자료는 취업자수와 평균근로시간 등과 같은 양적지
표와 인적자본지수로 구성된다. 양적인 지표로서 노동투입은 취업자수
와 평균근로시간을 구하여 곱한 값을 이용하였다. 취업자수는 경제활
동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전 기간 동안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증가율 추세는 80년대 3.05%에서 90년대 1.48%, 2000년대
1.06%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평균근로시간은 월평균근로시
간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인적자본지수는 한진희 외(2002), 곽노선(2007)에서와 같이 취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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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별 상대적 임금을 통하여 인적자본의 차이를 구하고 각 그룹별
취업 구성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여기서    는 학력별(중졸, 고졸, 대졸이상: e) , 성별(남성, 여성: g) 상
대적 임금의 기간 평균이고,      는 학력별(중졸, 고졸, 대졸이상: e) , 성
별(남성, 여성: g), 연도별(t) 취업자 비율이다. 학력별, 성별 상대적임금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지만 학력구성의 변화를 인적자본지수의 변화로
측정한다는 변수 구성의 목적상 상대적 임금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을 구
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그룹별 상대적 임
금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성별 학력별 상대적 임금지수
시점

1993

2000

2010

평균

(단위: %)

학력별

남

여

중졸

178

100

고졸

184

110

대졸 이상

251

187

중졸 이하

161

100

고졸

176

117

대졸 이상

249

185

중졸 이하

152

100

고졸

172

117

대졸 이상

261

179

중졸

164

100

고졸

177

115

대졸 이상

254

183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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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스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부통계의 순자본스톡1)을 이용하였
는데 현재 97년 이후 자료만 가능하여 이전 기간 자료는 국민계정의
실질 총고정자본과 감가상각액을 이용하여 80년까지 연장하는 방법으
로 계산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총요소생산성을 도출
하기 위해 사용한 노동분배율은 생산함수추정법을 통해 추정된 노동탄
력성 0.5551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 통계에 있는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피용자보수)의 1980~2011년 평균값 0.5667과 유사하였다.

⇨

log    log   log   log    log 

·
·
·
·
·
·
·
·
·
·
· (3)

log    log   log   log    log  

<표 4>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자료

(단위: %)
노동투입

gdp
취업자

월평균 인적자본 자본스톡
근로시간

총요소생
산성

80년대(1981~1990)

9.74

3.05

-0.65

0.46

7.86

4.56

90년대(1991~2000)

6.63

1.48

-0.04

0.64

8.11

1.89

2000년대(2001~2011)

4.12

1.06

-0.76

0.66

4.47

1.65

전체 (1981~2011)

6.74

1.83

-0.49

0.59

6.74

2.67

1) 순자본스톡은 추계기준시점에 생산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사용연수, 상
태 등을 고려한 시장가액으로 투자된 자본재의 양적감소(폐기)와 질적감소(감
가상각)를 모두 감안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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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성장률 추정
잠재GDP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요소의 안정적인 추세를 구해야 한
다. 즉, 위의 성장회계 결과로부터 얻어진 총요소생산성의 추세치, 노동 투
입의 추세치, 인적자본 추세치 그리고 자본스톡 추세치 등이 구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HP필터(Hodrick-Prescott Filter)를 이용하였다.
추세적 취업자수는 90년대 들어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속도 둔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지수는 정의상
무한히 증가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추세적 인적자본지수는 최근까지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인적자본
지수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는 아직까지 관찰되고 있지 않다.
(단위: %)

주: EMP는 취업자수, HC1은 인적자본지수, KS는 자본스톡, TFP는 총요소생산성이며 _HP는
HP필터를 이용하여 구한 추세치임

<그림 3> 투입요소의 추이와 추세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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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추세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GDP식을 도출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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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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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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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
             ·
식(4)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잠재GDP를 산출한 결과, <표 4>에
서 알 수 있듯이 2001~2011년 중 잠재성장률은 4.16%로 90년대(6.43%)
대비 2.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물
적자본의 기여도2) 하락이 1.40%p로 가장 높고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
성의 기여도 하락은 각각 0.64%p와 0.25%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본스톡증가 둔화,
즉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에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대 연평균
9.1%에서 2000년대에는 3.9%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표 5>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추이
잠재
성장률

(단위: %)

노동투입
인적자본 물적자본
취업자수 근로시간

총요소
생산성

1981~1990

10.62

1.79

-0.35

1.43

0.30

4.27

4.35

1991~2000

6.43

0.99

-0.25

0.74

0.34

3.30

2.01

2001~2011

4.16

0.52

-0.42

0.10

0.37

1.90

1.76

1981~2011

6.98

1.08

-0.34

0.74

0.34

3.12

2.68

국내 주요기관들의 잠재성장률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8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에는 4%대, 2010년대에는 3%대를 보

2) 식(4)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장회계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 
 
  
 
    
 은 각각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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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0)은 잠재성장률이 80년
대 9.1%에서 90년대에는 6.7%, 2010년대에는 4.3%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도 유사한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내놓
았다. 한국은행은 2000년대 초반 4.4%에서 후반에는 4.9%로 상승하지
만 2011~2030년에는 4.3%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6> 주요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단위: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국회예상정책처

OECD

1981~1990

9.1

8.6

N/A

N/A

1991~2000

6.7

6.3

6.4

N/A

2001~2005

4.4
4.4

2006~2007

4.3

4.4
4.9

2008~2010
N/A
2011

3.8

2012~2016

3.7
3.5

4.3

3.4

2017
N/A
2018~2020

2.4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10.
OECD Economic Outlook 91 long-term database, 2012
국회에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2.10

(4)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2011년까지의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2050년까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자 한다. 대부분
의 경제예측이 그렇듯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 발생, 추정방법
에 따른 다른 예상치 등 예측상의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 아래에
제시할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략적인 방향으로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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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해보기 위해서는 노동투입,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각각의 예측치가 전제되
어야 한다. 먼저 노동투입은 취업자수3)와 평균근로시간의 곱으로 계산
되는 데 취업자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15세 이상 남녀인구 전망치에
AR(1) 모형으로 추정된 남녀 고용률을 각각 곱해서 산출하였다. 남녀
고용률은 완만한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령
화로 인한 은퇴 이후의 취업인구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
고 취업자 증가율은 15세 인구의 감소의 영향으로 빠른 둔화추세를 보
이다 2031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의 평균근로시간의 예측치는 최근의 감소추세가 이어지
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근로시간4),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대 등의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적절한 예측치로 판단된다. 취업자 수와 근로시간의 변화가 모두 감
소추세로 추정되면서 이들의 곱으로 계산되는 노동투입 증가율도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일반적으로 잠재GDP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하고 자
연실업률을 고려하여 노동투입을 추정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자연실업률을
추정하는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직접 취업자 수와 평균노동시간의 추세를 전
망하여 노동투입을 추정했다.
4) 우리나라의 월평균근로시간은 80년 223.9시간에서 2010년 176.7시간으로 감소
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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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용률 및 취업자수, 근로시간, 노동투입 추세 증가율 전망
고용율

(단위: %)

취업자수
증가율

근로시간
증가율

노동투입
증가율

남성

여성

1981~1990

73.01

46.05

3.09

-0.53

2.53

1991~2000

74.57

49.64

1.67

-0.46

1.30

2001~2010

74.33

52.22

0.91

-0.74

0.18

2011~2020

74.26

54.29

0.24

-0.80

-0.49

2021~2030

74.34

55.76

-0.97

-0.77

-1.74

2031~2040

74.41

56.23

-1.27

-0.75

-2.01

2041~2050

74.49

56.32

-1.28

-0.74

-2.01

물적자본인 자본투입에 대한 전망도 노동투입과 마찬가지로 AR(1)모
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자본투입의 증가율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저축률의 하락5), 수익률 저하에 따른 보수적 기업투자 등으로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추정결과 자본투입 증가율은 2011~2020년 3.83%,
2021~2030년 3.44%, 2031~2040년 3.15%, 2041~2050년 2.95%로 점진적
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인적자본은 취업자들의 학력별 구성에서 고학력화의 정도가 반영되
는데 AR(1)모형 추정 결과,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2011~2020년 0.71%,
2021~2030년 0.77%, 2031~2040년 0.82%, 2041~2050년 0.88%로 점진적
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대학진학률이 점차 하향되는 추세
를 감안할 때 인적자본의 지속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5) 총저축률은 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개인 순저축률은 90년대
후반 10%대로 하락했고 2000년대에는 한자리수로 급락
81~85

86~90

91~95

96~00

01~05

06~09

총저축률

28.2

37.8

36.9

34.7

31.9

30.5

개인순저축률

11.8

22.4

21.4

15.5

5.0

3.3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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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취업자
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지금의 전망
치는 다소 낙관적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
분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솔로우(solow)잔차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총
요소생산성은 어떤 계량적 방법을 통한 전망보다는 일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과거 추이를 보면 80년대 4.35%, 90년대
2.01%, 2000년대 1.76%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본고에
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AR(1)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완
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개방화 지속과 제도적 개
선 등을 감안할 때 총요소생산성이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
만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총요소생산성 개선 여지가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2011~2012년 약 3.45%로 추정된 잠재성장률은 2013~2017년에는 3.08%
로

낮아지고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40년대에는

1.69%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50년까지
약 4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약 2.13%로 전망되는데 이는 향후 40
년의 경제성장이 이전 30년(1981~2010)의 7.09%의 1/3수준에도 미
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6)

6) 생산함수접근법을 사용한 이재준(2010)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1~
2020년 4.1%, 2021~2030년 2.7%, 2031~2040년 1.8%, 2041~2050년 1.2%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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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전망(1981~2050)
잠재성장률

노동투입

인적자본

(단위: %)
물적자본

총요소생산성

1981~1990

10.62

1.43

0.30

4.27

4.35

1991~2000

6.43

0.74

0.34

3.30

2.01

2001~2010

4.23

0.11

0.38

1.94

1.78

2011~2020

3.08

-0.21

0.40

1.69

1.19

2013~2017

3.01

-0.28

0.40

1.66

1.22

2021~2030

2.06

-0.99

0.43

1.49

1.14

2031~2040

1.77

-1.14

0.47

1.36

1.11

2041~2050

1.69

-1.14

0.50

1.28

1.08

3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앞 장에서 살펴 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3% 중반으로 추락한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에 2%대
로 추락하고 2030년대에는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와 같은 추세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무엇보다 일자
리와 소득증가가 위축되면서 세수 감소와 더불어 국가부채 급증, 내수
부진 등 악순환의 덫에 걸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 4
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 시기도 지연될 수 있고 국제적인 경제위상도
많이 약화될 것이다. 2000년 세계 12위였던 한국의 GDP순위는 2011년
15위로 세 단계 하락한 상태이며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
도네시아, 터키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에게 추월당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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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1년 세계 GDP 순위

(단위: 십억 달러)

2011
순위

국가명

2010

2005

국가명

국가명

15,094 United States

United States

금액

1

United States

2

China

7,318 China

Japan

3

Japan

5,867 Japan

Germany

4

Germany

3,571 Germany

United Kingdom

5

France

2,773 France

China

6

Brazil

2,477 United Kingdom

France

7

United Kingdom

2,432 Brazil

Italy

8

Italy

2,195 Italy

Canada

9

Russian Federation

1,858 India

Spain

10

India

1,848 Canada

Brazil

11

Canada

1,736 Russian Federation

Mexico

12

Spain

1,491 Spain

Korea, Rep.

13

Australia

1,372 Australia

India

14

Mexico

1,155 Mexico

Russian Federation

15

Korea, Rep.

1,116 Korea, Rep.

Australia

16

Indonesia

847 Netherlands

Netherlands

17

Netherlands

836 Turkey

Turkey

18

Turkey

773 Indonesia

Belgium

19

Switzerland

636 Switzerland

Switzerland

20

Saudi Arabia

577 Poland

Sweden

따라서 지금은 국가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끌어올릴

＋

‘ 1%p’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
로 잠재성장률 1%p 제고의 중요성과 이를 목표로 잠재성장률 구성요
소별로 추가 투입/개선 여력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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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잠재성장률‘ 1%p’의 중요성

＋

‘ 1%p’는 2013~2017년 기간 중 약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
우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잠재성장률

＋1%p는 절실하다.

2000년대 고용탄성치7)를 고려할 때 성장률 3.0%는 약 22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평균 33만 개8)의 일자리
가 추가로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성장률 3%로는 약 11만 개의 일자리
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고용 탄성치를 가지고 추산해
보더라도 성장률 1%p가 높아지면 매년 신규실업 가능자 11만 명 중 약
68%에 해당하는 약 7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이번에는 차기정부의 2013~2017년 기간 중 성장률

＋1%p가 창출하

는 일자리를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2010
년 기준 취업계수는 6.5명/10억 원으로 2000년 12.24명/10억 원 대비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취업계수
는 매년 약 5%9)씩 감소해 2017년에는 4.54명/10억 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추정 결과 성장률

＋1%p의 효과는 매년 취업자를 약

63,000명 증가시켜 5년간 약 31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7) 2001~2011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1.2%)을 경제성장률(4.1%)로 나눈 ‘고용탄성
치’는 0.30였다. 우리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0.30% 늘어난다는 뜻
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수 2,424만 명에 비춰보면, 성장률 1%당 일
자리는 약73,000개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8) 향후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 61.5%, 실업률 3.4%를 가정했다.
9) 취업계수는 2000년 이후 매년 약 6.1%씩 감소했는데 향후 그 감소속도는 완만
해 것으로 가정하였다.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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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4>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

＋1%p는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성장률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의 상관계
수는 -0.51%로 서로 逆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
득불평등도가 낮아지고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에
서 보듯이 성장률과 지니계수의 관계를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지니계수 즉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지니계수가 급격히 상
승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오정근(2012)
에 의하면 1990~2010년 중 성장률이 1%p 높아지면 소득불평도인 지니
계수가 0.3%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경우 계층별 소득은 2분위 0.72%, 3분위 0.67%, 1분위 0.66%,
4분위 0.62%, 5분위 0.47%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시 소득증가율은 저소
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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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5>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

＋1%p로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기 각각 1년, 4년 앞당길 수 있어
단순하게 보면 만약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3%이면 1인당 국민소득
(GNI) 10년 후에는 1.3배 20년 후에는 1.8배가 되지만 4%이면 10년 후

1.5배 20년 후 2.2배로 벌어진다. 하지만 환율이나 물가의 경우는 성장
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장률이 환율 및 물가에 미치는 효과까
지 감안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즉 성장률에 대한 환율
과 물가의 탄성치10)만큼 증가율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잠재성장률이 3%대인 경우, 2011년 22,489달러인 1인당 GNI가 3만
달러 달러가 넘는 연도는 2017년(30,584달러)이 된다. 하지만 성장률

＋

1%p 전략과 함께 물가 및 환율 변화를 고려하면 3만 달러 달성 시기는
2016년(31,172달러)으로 1년이 앞당겨진다. 더구나 성장률 1%를 높이기

10) 2000~2011년 중 GDP디플레이터 연평균 증가율(2.4%)을 경제성장률(4.5%)로
나눈 물가탄성치는 0.53으로 우리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물가가 약 0.53%
늘어난다는 뜻이다. 환율탄성치는 0.26으로 계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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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3%와 4% 각각의 경우 2024년(41,685달러)과 2020년
(40,205달러)으로 4년의 격차가 벌어진다. 203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1인당 GNI는 각각 53,122달러, 72,114달러로 무려 18,993달러의 차이가
발생해 2011년 GNI금액 수준의 격차를 가져오게 된다.
<표 10> 1인당 GNI 전망

(단위: US달러)

＋1%p

연도

기본전망

차이

2012

23,738

23,738

－

2013

25,009

25,434

425

2014

26,330

27,234

903

2015

27,706

29,145

1,438

2016

29,137

31,172

2,034

2017

30,584

33,278

2,694

2018

32,065

35,485

3,420

2019

33,582

37,800

4,218

2020

35,118

40,205

5,087

2021

36,684

42,719

6,034

2022

38,306

45,372

7,066

2023

39,983

48,171

8,188

2024

41,685

51,085

9,400

2025

43,420

54,126

10,706

2026

45,231

57,352

12,122

2027

47,081

60,726

13,645

2028

49,012

64,304

15,292

2029

51,030

68,103

17,073

2030

53,122

72,114

18,993

주: 기본전망은 앞에서 추정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는 경우로 물가상승률은
2.4%, 환율은 0%, 인구증가율은 통계청 인구전망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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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로 연평균 9.4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 가능
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채발행이나 세금 인상 없이도 차기정부 5
년간 추가적인 연평균 9.4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입이 확보할 수 있
다. 경제성장률 향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모두 복지재정으로
사용한다면 그 만큼의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는 셈이 된다.
<표 11>

＋1%p의 세수 증대 효과

(단위: 조 원)

＋1%p

연도

기본전망

차이

2013

268.8

271.3

2.5

2014

285.4

290.8

5.4

2015

304.3

313.0

8.7

2016

338.1

351.1

13.0

2017

355.7

372.9

17.2

합계

46.9

연평균

9.4

(2)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생산요소별 조합
다음은

＋1%p가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목표로 성장구성 요소별로 추가 투입/개선 여력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성장은 크게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증가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1%p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
소투입 증가와 요소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과 물적자본 부분에서 잠재성장력 추가 여력은 현실적인 실현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선진국 사례 또는 과거의 추세 등을 참고하는 방식을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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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다. 우선 노동투입의 경우, 현재 노동공급 확대가 가장 가능한 부분은
여성의 고용률이다. 사실상 저출산의 영향으로 절대적 생산가능인구의 감
소추세가 불가피한데다 고령인구의 고용률도 선진국 및 OECD 평균보다
높아 고령층에서 노동공급의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의
경우도 ‘삶의 질’에 대한 선호 경향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감소추세
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인적자본 경우, 취업자들의 고학력화 현상의
포화적 수준을 감안할 때,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1년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3.1%로 G7국가의
61.5%에 비해 크게(약 8.4%p) 낮은 상황으로 고용률 제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소득 4만 달러 도달이 예상되는 향후 약
10년(2013~2023년)기간에 걸쳐 여성고용률을 G7수준에 근접한 61%로 높
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017년 여성고용률은 57.1%로 기본전망(54.7%) 대비
2.4%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한국과 G7의 고용률(15~64세 기준)

한국(A)
%

G7(B)
%

차이(B-A)
%p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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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p)

1980

1990

2000

2010

2011

남자

74.3

73.9

73.1

73.9

74.5

여자

44.6

49.0

50.0

52.6

53.1

전체

59.2

61.2

61.5

63.3

63.9

남자

80.1

78.4

77.3

73.2

73.5

여자

51.0

57.2

60.8

61.4

61.5

전체

65.2

67.7

69.0

67.3

67.4

남자

5.8

4.5

4.2

-0.8

-1.1

여자

6.4

8.2

10.8

8.8

8.4

전체

6.0

6.5

7.5

3.9

3.6

물적자본과 관련해서는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고정투자(설비투
자

＋ 건설투자 ＋ 무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정투자는 80년대 연평균 9.1%, 90년대 6.7%의 높은 증가세
를 보이다가 2000~2007년 중에는 4.5%,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인 2008~2011년에는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연평균
0.8%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살펴 본바와 같이 물적자본 축적의 급격한 둔화가 성장잠재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되었고 결국 이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활성
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기본전망에서는
고정투자 증가율의 추세가 2012년 3.5%에서 2050년에는 2.7%까지 점진
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익률 저하에 따른 보수적 기업투
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등으로 고정투자 증가율이 점진적
하향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정투자 증가율
의 최근 둔화가 경기침체 국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외여건 개선 및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2013년 이후 고정투자
추세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증가율
(4.5%)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추가 투입 이후에도

＋1%p에 미달

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제고되어야 한
다. 기본전망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2011년 1.2%에서 점진적으
로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노동과 자본의 추가투입 이후에도

＋1%p에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약

1.8%정도로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01~2010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78%였던 점을 고려하면 좀 더 개혁적이고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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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이후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을 1.8%내외로 끌어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향후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잠재성장률이
1%p 제고 여지는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6> 잠재 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가정

<표 13> 잠재 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기본전망: A>
잠재성장률

노동공급

인적자본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2011~2020

3.01

-0.28

0.40

1.66

1.22

2013~2017

3.08

-0.21

0.40

1.69

1.19

2021~2030

2.06

-0.99

0.43

1.49

1.14

2031~2040

1.77

-1.14

0.47

1.36

1.11

2041~2050

1.69

-1.14

0.50

1.28

1.08

40

<기본전망

＋1%p: B>
잠재성장률

노동공급

인적자본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2011~2020

3.82

-0.12

0.40

1.78

1.73

2013~2017

4.06

0.01

0.40

1.80

1.83

2021~2030

3.11

-0.93

0.43

1.79

1.83

2031~2040

2.82

-1.14

0.47

1.69

1.83

2041~2050

2.73

-1.14

0.50

1.56

1.83

<차이: B-A>
잠재성장률

노동공급

인적자본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2011~2020

0.81

0.16

0.00

0.12

0.52

2013~2017

0.98

0.22

0.00

0.11

0.64

2021~2030

1.05

0.06

0.00

0.30

0.69

2031~2040

1.05

0.00

0.00

0.33

0.72

2041~2050

1.03

0.00

0.00

0.28

0.75

주: 인적자본은 현재의 대학진학률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로 판단해 기본
전망의 증가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3) 정책과제
1) 노동투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노동투입은 취업자수와 평균근로시간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주 5일
제의 확산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영향으로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노동투입이 증가하기 위해서
는 취업자 증가가 필요하다. 취업자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경제활동 참
가율 제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선별적 이민정책 등이 요구된다.
노동의 양적투입 증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도 필요하다.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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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퇴직연령층 경제활동 유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9.0%로 OECD 평
균 63.9%에 미달할 뿐 아니라 G7의 69.1%에는 훨씬 못 미친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많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육아 및 가사부담 그리고 결혼 후 경력 단절은 저조한 경
제활동 참가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 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11)가 진행될 전망임에 따라 퇴직연령층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 점진
적 정년연장, 전문계약제 등 고령 인력 고용유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 고령인력에 대한 특화된 전직지원 및
창업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령인구에 대한 인력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및 유연성의 제고

노동측면에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실업
률이다.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에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직적인 노사관계 등으로 정규직 고용을 기피
하고 고학력화 및 이공계 기피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현재의 우
리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근로 등과 같은 단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규제를 정규직 전
환 인센티브 강화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의 근로

11) 통계청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10년 11.0%에서 2030년에는 24.3%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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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임오프 교섭창구 단일화 정착,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
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 유학생 유치정책 등 추진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독
일 8.9%, 프랑스 6.9%, 일본 1.0%, 한국 1.3%, 2007년 기준)은 분명하다.

하지만 단순히 일부 중소기업 등 단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저가 노동력 유입으로 국내 노동자의 실업률이 오르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유럽국가의 사례처럼 反이민정서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갈등
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수 전문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력 정책 추
진체계 및 관련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인력도 숙련정
도에 따라 범주를 재정비하고 범주별 차별화된 지원 및 유치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데 특히 글로벌 고급인력의 경우는 이중국적 허용 등 과
감한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우호적인 글
로벌 인재의 양성 및 잠재적 국내 활용 가능한 인적자본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의 양적투입 증가는 엄연한 한
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식 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이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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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유형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해
직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은 개방화 및
국제화의 방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인들에게 대학의 고등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 하는 등 전문역량의 개선을 위한 계속 교육시스템
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조세 및 재정지원, 법제도 개선 등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 투자활성화를 통한 자본스톡 확대
고용감소와 함께 물적자본인 자본스톡 증가율의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자본스톡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저축률 둔
화, 경기위축, 대외경쟁 격화 등에 따른 기업 투자행태의 보수화 등도
있지만 각종 규제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따른 정책리스크도 지적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관련 규제 완화

각종 투자 관련 규제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켜 국내 투자위
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특히 정치권 일부에서 법령화를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
한제도와 순환출자금지는 이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인 만큼 부활
또는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요 경쟁국들이 조세 및 현금 인센티

ㆍ

브, 의료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외국과 비슷한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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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율 인하 또는 단일세율 전환, 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의 해
외 이탈을 막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
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로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
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대만(17%), 홍콩(16.5%), 싱가포르(17%)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은 해외기
업유치,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고 법인세율
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현재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법인세에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폐지는 투자의 세후 수익률 저하시켜 기업
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12)가 높은 만큼 제도의 폐지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2) 구미상공회의소가 4월 지역 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해부터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65%)이 비
중 있게 나왔으며 임투세 제도를 대체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서는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55%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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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나라
국가

세율변화

대만

25.0

홍콩

17.5

싱가포르

20.0

영국

28.0

뉴질랜드

30.0

캐나다

22.1

→ 17.0
→ 16.5
→ 17.0
→ 24.0
→ 28.0
→ 15.0

(단위: %)
개정일
’10.5
’08.2
’10
’12.4
’10.10
’11.1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정책리스크 축소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가변적인 정책리스크
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선진국들의 경험은 투자 환경의 개선
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 정
책과제 분야별로 규제 개선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 정책 추진
의 일관성을 확보가 일정수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총요소생산성(TFP) 제고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에 기인하지 않은 생산의 증가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해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
의 증가가 한계점에 이를 경우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의 증가에 의존
함을 의미한다. 한국과 같이 일정수준의 경제성장 단계에 진입한 나라
들에게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관건
이 되는 이유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를 통한 기술혁신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경제의 개방화, 산업구
조의 변화 등 경제환경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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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R&D)의 효율성 제고

총요소생산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연구개발투자(R&D)를 통한
기술혁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규모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현재 3.57%를 기록하면서 OECD평균
2.29%는 물론 미국(2.68%), 일본(3.44%), 독일(2.54%)을 상회하고 있다. 양적
인 측면인 R&D규모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성 측면
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기술혁신으로
원활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효율성 지표인
국제특허건수, 3국 특허(미, 일, EU 동시 등록) 건수가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과학경쟁력 5위에 걸맞지 않은 기술경쟁력 14위라
는 저조한 순위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15> 국제특허 및 경쟁력 현황 비교

10,445(’11)

미국
일본
독일
중국

3극특허(미 일 EU 동시 등록)

2,182(’10)

일본 15,067(’10) 1위
미국 13,837(’10) 2위
독일 5,685(’10) 3위

과학경쟁력 (순위)

5위(’12)

미국 1위, 일본 2위
독일 3위, 중국 8위

기술경쟁력 (순위)

14위(’12)

미국 2위, 독일 13위
일본 24위, 중국 26위

국제특허출원 건수
(PCT출원 기준)
특허

․․

IMD평가
경쟁력

48,823(’11)
38,873(’11)
18,726(’11)
16,402(’11)

1위
2위
3위
4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주요통계”, 2010.10
과학기술통계서비스, 국제특허 통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IMD 세계경쟁력 연감 분석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기술사업화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속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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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최고의 전문지식, 인프라, 숙련기술자에 대
한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

▽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 확산 능력을 제고

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

▽ 국내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R&D센터 유
치 또는 해외 R&D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 ▽산학연 효율적인 체제구
를 확보

축을 통해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

투 트랙 방식의 이공계 대학 육성을 통해 우수 연구자를 양성해야
한다. 즉 과학기술대학은 출연연구소와 연계한 대학원 중심의 인력양

․

성과 연구기능 융합형으로 특화하고 지방대 전문대의 경우는 특성화
를 통해 중간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정주여건
(문화서비스, 삶의 질, 접근성 등)의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우수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과계
열에 편중됨으로써 나타나는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산업화 또는 의료시장의 개방을 통해 의료시장의 독점성을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FTA 등 경제 개방화 강화

외국기업 유치 등 새로운 활력 유입을 통해 경제체질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개방화의 지속적 추진이 필수적인 정책과제일 수밖에 없다. 하
지만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대비 FDI
의 비중은 여전히 G7 선진국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자본 유출
입규모의 절대적 규모도 작고 자본유입이 유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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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국의 GDP대비 FDI비중을 OECD평균을 100으로 하여 비교
자료: OECD

<그림 7> GDP대비 FDI유출입 현황(2008년 기준)

따라서 개방화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데 우선은 호주, 뉴질랜드 등 자

․ ․
벌 FTA 네트워크 확장이 요구된다. 아울러 ▽원산지발급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FTA 컨설팅 확대 ▽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기 체결된

원부국, 신흥경제권과 FTA는 물론이고 한 중, 한 일 FTA 추진 등 글로

FTA의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16> 한국의 FTA 체결현황(2012년 9월 현재)
구분

상대 국가(경제권)

발효된 FTA

ASEAN(’07.6), EFTA(’06.9) , EU(’11.7), 미국(’12.3), 싱가포르
(’06.3), 인도(’10.1), 칠레(’04.4), 페루(’11.8)

서명/타결된 FTA

터키(’12.8.1 정식서명 ’12.8.29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콜롬
비아(’12.8.31 가서명)

협상중인 FTA

GCC(Gulf 연안 6개국 연합),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
아, 중국, 캐나다, 호주

협상준비/검토중인 FTA

MERCOSUR,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러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미, 한중일

자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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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산업 선진화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업은 강규제, 중규제의 비중이 높은 모
습이다.13) 또한 규제 완화가 신규기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제
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14) 구체적으로는
진입규제를 약 10%p 완화하면 제조업은 0.18%, 서비스업은 0.62%의
고용증대가 발생한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표 17>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
2001
강규제 중규제 약규제

2008
합계

강규제 중규제 약규제

합계

제조업

0.2

16.1

17.3

33.6

0.2

15.6

18.0

33.8

도 소매업

0.6

6.8

14.8

22.2

0.6

6.8

16.7

24.1

0.0

18.2

54.5

72.2

0.0

18.2

81.8

100.0

5.3

29.8

43.9

78.9

5.3

38.6

36.8

80.7

32.4

47.1

20.6

100.0

32.4

47.1

20.6

100.0

1.1

4.4

25.3

30.8

1.1

4.4

28.6

34.1

9.1

27.3

63.6

100.0

9.1

31.8

59.1

100.0

3.8

20.2

33.7

57.7

3.8

21.2

41.3

66.3

․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
공공․사회․개인서비스

자료: 김재홍(2008), 한국의 진입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완화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한 규제 완화의 주기적 검토,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의 전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 전문직 서비스 등
13) 강규제는 독점, 사업자지정 등, 중규제는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 약규제는
등록, 신고 등을 의미
14) 김종호, “일자리 창출과 진입규제의 개혁,” e-KIET 산업경제정보,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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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서비스업15)은 지식집약도가 높고 고용흡수력 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산업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

․ ․ ․ ․

화가 시급하다. 의료 법률 회계 세무 건축설계 등의 전문자격사
독점시장은 일반인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자본과 기업경영

․

시스템을 접목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융 복합 신규서비스 시장 창

․

․

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통신업, 운수 창고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업 등은 규제개혁을 통해 신성장동력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R&D투자 활성화

서비스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1998년 이후 추세적으
로 저하 또는 정체하는 모습이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도 2005년
이후에는 제조업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이는 현행 R&D 관
련 법/제도가 사업화, 인증, 공공구매, 품질보장, 기술금융 등 모두 제조
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업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OECD(2009)는 규제 과도, 경쟁체제의 미
흡, R&D투자 부족 등과 함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정부지
원시스템을 우리나라 서비스업 저생산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R&D
지원 방식에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으로 보완하고 R&D
관련 세제혜택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
가치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15) 사업서비스는 주된 수요자가 기업 또는 생산자일 뿐 아니라 동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성과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의 특징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경
제성장 또는 경제전체의 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으로 인식되
고 있음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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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투자액 추이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백만 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1998

116

121

121

2.5

2.5

2.2

2000

113

70

110

2.1

2.2

2.1

2005

128

57

120

2.7

1.6

2.3

2007

140

62

129

3.0

1.7

2.4

2008

144

68

132

2.6

1.4

2.1

2009

147

71

134

2.8

1.9

2.3

2010

161

74

145

2.8

1.9

2.4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각연도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게임, 음악 등 일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수출경쟁력 및 고용창출
력이 개선되면서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의
협소 뿐 아니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여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

․

려할 때, IT 및 이동통신, 의료, 문화콘텐츠, 방송, 한식, 교통 물류, 유
통업, 교육,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산업화16)가
절실한 시점이다. 2008년 이후 서비스 해외수출지원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제시된 제도의 실
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금융, 마케팅,
정보, 인력지원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기관들의 기능을
연계 통합 관리하고 일반 제조 중소기업들과는 다른 별도의 통합지원
센터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16) 유장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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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일관성 확보 및 발전단계별 차별화 전략 필요
신성장산업 육성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신성장동
력 산업 육성정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권교체, 부처 장관
교체에 남발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되는 현상을 보이는 데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공업화 정도와 경제규모로 판단할 때 새로운 산업의 육성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업 육성
에 있어서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교체, 주무부서
장관교체에 따른 포퓰리즘적 성장 동력사업 육성이 남발 또는 번복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콘트롤타워 형식)을 운영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정책효과의 지속적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동력의 발전단계 및 특성별 차별적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은 발전 특성 및 단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
으므로 획일적인 발전전략과 정책적 지원보다는 해당 신성장동력의 특
성과 발전동인, 그리고 발전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과 정책 지원방
향 등이 필요하다.

(3) 정책 추진 로드맵
이상의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차기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 장기적 과
제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도 및 차기정부의 실천 가능성을 기
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차기정부의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
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투자관련 규제 완화,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일관성 유지를 통한 정책리스크 축소, 서비스 산업의 규
제 완화 및 R&D투자 활성화, 등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제고에 직접적인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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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에 추진이 가능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인적자본 확충 또는 여성 및 고
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과 맞물린 과제들로 차기정부 5년의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별적 이민정책의 추진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 및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차기정부 후
반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가시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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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노동투입의 양적확대 및 질적 개선

－ 여성 및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노동시장의 경직성 축소 및 유연성 제고
－ 선별적 이민정책의 추진
－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투자활성화를 위한 자본스톡 확대

－ 투자 관련 규제 완화
－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 공제
－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정책리스크 축소
총요소생산성 제고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우수연구인력의 확보
－ FTA등 경제개방화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
－ 서비스업 R&D 투자 활성화
－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있어 민간의 역할

강화

－ 산업화 가속을 위한 콘트롤타워의 확립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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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
경북대학교 설 윤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나, 변동성이
높은 편임

○ 대외적인 공급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임
－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민생활물가, 생활물가수준이 전체 소
비자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현 정부의 물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시 됨
○ 미시 정책적 물가관리에만 급급한 측면이 있음
－ 휘발유값을 안정시키고자 정유사, 주유소들의 한시적 가격 인
하를 이끌어냄

∙ 정부 협조에 응한 한시적 미봉책의 결과로 보임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설탕 직수입 시도
∙ 정부의 시장참여로 시장경제 훼손의 우려와 시장에 낮은
품질의 원당을 공급하게 되는 문제점 야기

－ 전․월세 안정을 통한 집세 안정, 교육비 안정을 위한 등록금
동결 등은 단기적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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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 관리를 위한 거시 정책의 물가 관리방안의 역할이 미진
－ 풍부한 유동성 하에 통화․재정정책 등 큰 틀 안에서 거시정
책 방안의 실효성을 유지했어야 함

□ 본고는 차기 정부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 우리나라의 물가 현황을 파악하고 구조적․추세적 특징을 파악
하여 이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나아가 현 정부의 물가 정책의 연혁을 살펴보고 평가 한 후, 차
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함

2. 현황과 문제점
(1) 물가 현황

□ 2009년 7월 1.6%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2월 현재 3.1% 기록함

○ 품목별 물가 현황 중 식료품비와 교통수단이용료의 상승이 두드러짐.
－ 식료품비는 2006년 0.5%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8.1%를 기록함

－ 교통수단 이용료는 2009년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4.4%의 증가율을 기록함

－ 식료품비, 차량연료비, 집세, 교육비의 기여도가 전체 소비자
물가의 57.5%를 차지하고 있음

○ 생활물가, 서민물가 현황은 소비자물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00-2011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평균 3.8%로 소비자물가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

59

․

[제2권] 거시 금융

의 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서민물가상승률은 2.97%로
생활물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2)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추세적 특징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간의 괴리가 존재함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 생산자물가상승률은 6.1%를
기록함.

－ 2000-2009년 평균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 격차는 평
균 0.9%p에 달해 선진국과의 미국 -0.1%p, 일본 -0.4%p와
비교하여 큰 격차를 보임

□ 물가의 비대칭성을 보이는 하방경직성이 나타남
○ 물가가 쉽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쉽게 하락하지 않은 현상
－ 2000-2009년 소비자 물가의 변동폭을 기준으로 상승기는
0.76%, 하락기는 0.56%로 상승기와 하락기의 차이가 존재

－ 주요 품목을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탄력적인 가격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계단식의 비탄력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고성장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주요국인 미국 2.2%, 영국 2.6%, 유로 2.0%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지속된 고물가 경험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승하였
으며, 체감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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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물가 변동성을 보임
○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준편차 기준으로 1998-2011년 1.54로 OECD 평균보다는 다
소 낮으나 미국과 유럽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최근 2007-2009년에 변동성이 확
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07-2009년 기준 표준편차는 1.22%, 조건부이분산은 0.78%
로 나타남

∙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유가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소비
자 물가의 변동성 확대로 전이된 것으로 평가됨

․

(3)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추세적 특징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 생산자, 소비자 물가 괴리를 설명하는 주요원인은 비효율적 유통구조,
생산자 우위의 가격관행

○ 유통산업의 낮은 수준의 단계유지, 높은 유통마진과 유통비용이
소비자물가상승의 요인

□ 물가 하방경직성의 원인은 낮은 경쟁압력과 왜곡된 가격결정구조 및 지
대추구행위, 정보의 비대칭성

○ 독과점 폐해는 시장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가격의 상승,
시장집중이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

□ 서비스부문의 소비자물가 비중이 높은 것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의 원
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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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을 통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비교역재 부문의 생산성 차이
는 장기적인 물가상승률 격차를 발생시킴

□ 농산물 공급 부족은 높은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원인
○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곡
물자급률 또한 27%로 OECD 평균인 91.5%를 크게 하회

－ 에너지자급률, 원자재 자주개발률 또한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4) 이명박 정부의 물가 정책

□ 물가정책 연혁
○ 2010년 1월 설 민생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 1월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제시함.

－ 주로 각 부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분석과 전망기능을 강화
하고, 불안 우려 시 수입확대 등을 통한 선제 대응을 목표로 함.

□ 물가 안정화 정책 평가
○ 초기의 기본방향인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와는 달
리 부처별 미시 대책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외부적인 공급충격으로 초래된 물가상승은 시장개입의 인위
적 물가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있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설탕 직수입 검토는 시장경제원
리를 훼손하고 낮은 품질의 원당을 공급하는 문제점 제기

－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중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주유소를 통
한 제5의 석유제품 공급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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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실효성에 의문

－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확대
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수요 측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

3. 정책 방안
(1) 거시정책 대응 방안

□ 통화재정정책은 수요견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효
○ 재정적자 감소와 재정 조기집행률 하락을 통한 긴축재정을 꾸준
히 시행

－ 정책금리는 가계부채,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로

2012년 현재 동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율은 1,100원대의 안
정적인 추세 유지

○ 차기정부에서는 정책금리의 선제적 단계적 인상이 필요
－ 거시정책의 운용은 수요 측의 물가인상 압력을 감안하여 정책
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며, 재정지출의 긴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미시정책 대응 방안

□ 친시장적 유통과정 개선을 통한 농축산물과 석유가격의 안정 방안
○ 구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산물 전문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
－ 규모화된 시장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균일한 품질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

○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 직거래, 인터넷 쇼핑몰 등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간 유통관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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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배제함으로써 저가로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소비지물류센터의 확충

○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 대형 할인점의 유통시장 참여, 셀프주유소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교육비 상승 억제 방안
○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한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
－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완화를 통해 공급
증가 등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 도모

○ 대학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 민간부문의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재원이
대학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향 유도

－ 대학의 질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

□ 장기적 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 방안
○ 생산원가 절감,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증가 요인 극복, 에너지자
원의 활용도 제고

－ 원자재 자급률, 에너지 자주개발률 향상과 해외공급처의 안정
적인 확보

－ 곡물 수입가격의 위험관리 강화와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 도모

○ 시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낮은 경쟁압력을 해소하고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에
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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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서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2012년 2월 현재 3.1%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높지 않으나, 대외적
인 공급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민생활물가, 생활물가 수준이 전체 소비자물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부처
별 미시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물가 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동안 시행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
구하고 현 정부의 물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시 된다. 물가정책
의 초기의 기본 방향이었던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초기 물가 정책의 방향
과는 달리, 불필요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보였던 것으
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고유가로 불거진 휘발유값 논쟁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
부는 휘발유값을 안정시키고자 정유사, 주유소들의 한시적 가격 인하
를 이끌어 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협조에 응한 한시적 미봉책의 결과
로 보인다. 석유가격의 경우 유류세, 유통마진 등으로 구성된 어느 정
도 투명화된 유통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석유가격 하락은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유통비용 하락
을 통해 인하가 가능하다. 또한 설탕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수산식품유
통공사를 통해 설탕 직수입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독과점시장 구조를 깨고 낮은 가격에 원당을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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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정부의 시장참여로 인해 시장경제 훼손의 우려와 함께 시장에 낮
은 품질의 원당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소비자가 물가하락을 체감하
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

전 월세 안정을 통한 집세 안정, 교육비 안정화를 위한 등록금 동결
을 유도, 정부예산을 증액을 통한 관련 정책 또한 현재 단기적 물가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한 미봉책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총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정책을 통한 물가관리 방안의
역할이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통화량의 증가로 유동성
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재정지출을 통한 재정
정책 등 큰 틀에서 거시정책 방안의 실효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
시 정책적 물가관리에만 급급했던 것을 정책효과가 미진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로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

․

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추세적 특
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주요 특징으로는 소비자물가와 생산
자물가와의 괴리가 존재하며 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비효율적
유통구조,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다른 선
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기대인플레이션은 높은 집값, 식료
비, 교육비 등의 상승폭이 다른 상품가격보다 컸다는 점과 제조업에 비
해 서비스업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 식료품의 농수축산물가격, 원자재의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같은 공
급측면의 충격은 물가의 높은 변동성, 하방경직성과 같은 특징을 야기

․

하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추세적 특징에 대한 파악은 정부의 물가정책 방안 수립 시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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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기정부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안정
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전
체 물가수준의 추이를 살펴보고,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식료품비, 집
세, 교육비 등 부문별 물가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소
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그리고 구입 빈도가 높은 52개 품목으
로 구성된 서민생활물가지수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

나타난 우리나라의 구조적 추세적 특징인 소비자생산자물가의 괴리,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물가의 하방경직성,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
과 물가 변동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발표된 현 정부의 물가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러한 물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마무
리한다.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에서 물가 안정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단
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친시장적 유통
과정개선 통해 물가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인 농축산물와 석
유가격의 안정 방안과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물가의 지속적 안정
을 위해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
며, 독과점시장의 경쟁구조의 폐해를 최소하고자 하는 경쟁시장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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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물가 현황
월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 7월 1.6%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
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2월 현재 3.1%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1년은 연중 고물가를 유지하면서 4.03%의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야기될 수 있는 농산물과 석
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2009년 7월 1.6%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물가상승세는 완화되었으
나, 200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ECOS DB

<그림 1>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

68

1) 품목별 물가 현황
11개 주요 품목별 연평균 물가상승률 추이는 <그림 2>에서 묘사되어
있다. 식료품비는 2006년 0.5%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
여 2011년 8.1%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0~2010년 평균인 4.41% 증가율에 비해 최근 들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집세 상승률은 2011년 4.0%를 기록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
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세 상승률은 2000~2010년 평균인 2.0%
에 비해 식료품비와 마찬가지로 2011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교통수단
이용료는 2009년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하여 2011년에
는 4.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차량연료비는 2009년

–9.2%의 감소율

을 기록한 뒤 원유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1년 13.1%의 큰 폭의 증가율
을 기록하였다. 교육비 증가율은 2000년 초 이래로 5%의 높은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에는 상승세가 완화되어 2011년에는
1.7%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본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추이는 <그
림 3>과 같다.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 2011년 기준 식료품비, 차량연료비, 집세, 교육비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00%의 평균소비자물가상승
률 중 식료품비, 차량연료비, 집세, 교육비의 기여도는 각각 1.10%p,
0.64%p, 0.37%p, 0.19%p로 전체 소비자물가의 5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인 식료품비의 상승률은 소비
자물가상승률이 최저였던 2006년 2.24% 중 단지 0.07%p의 기여도를
기록하였으나, 이 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에는 1.10%p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연료비는 2000년 초반부터 2007년까지
0.1~0.2%p의 기여도를 보였으나, 최근 2008년 0.81%p,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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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p를 기록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집
세, 교육비 또한 2000~201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기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ECOS DB

<그림 2> 주요 품목별 연평균 물가상승률 추이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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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ECOS DB

<그림 3>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 추이

3) 생활물가, 서민물가 현황
우리나라의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1)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85~1999년 생활물가지수의 평
균 상승률은 6.4%로 5.4%의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1.0%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2011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평균 3.8%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 3.2%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생활물가
와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편차의 격차 또한 많이 축소
되었으나, 2000~2011년 평균생활물가의 표준편차는 1.0%로 소비자물
가의 0.8%보다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생활물가지수는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산정하고자 152개 기본생필품을 바탕으
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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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서민물가상승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과 비
교한 것이다.2) 2010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1%,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0% 증가한 것에 비해 서민생활물가상승률은
2.97%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류
비, 주거비, 교육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물가구성 품
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소비자물가의 품목별 특성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생활물가

평균

5.4

4.9

4.0

8.0

6.4

표준편차

2.3

2.2

2.4

4.4

3.6

평균

3.2

2.8

3.1

3.3

3.8

표준편차

0.8

0.8

1.8

0.8

1.0

1985~1999

2000~2011
출처: 한국은행 ECOS DB

<표 2> 소비자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서민물가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서민생활
물가지수

서민생활
물가지수

2010. 01

3.07

3.34

3.76

3.43

3.97

2010. 02

2.69

3.14

3.37

2.97

3.34

2010. 03

2.31

2.75

2.90

2.71

2.97

주: 박승록 외(2010)에서 재인용

2) 서민생활물가지수는 2008년 3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
응계획’의 마련 중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구입 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
중이 높은 선정된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된 물가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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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추세적 특징
1)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괴리
<그림 4>은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추이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높거나 낮은 두 물가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 생산자물가상
승률은 6.1%를 기록하여 두 물가 간의 격차는 2.1%에 달한다.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과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상
승률 격차는 2000~2009년 평균 0.9%p에 달해 미국

–0.1%p, 일본 –

0.4%p와 비교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ECOS DB

<그림 4>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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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omberg
주: 윤종원, 이승한(2011)에서 재인용

<그림 5>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격차

2) 물가의 하방경직성
물가의 하방경직성은 물가가 상승할 때 쉽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쉽
게 하락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물가는 이러한 비대칭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표 3>는 2000~2009년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기와 하락기의 변동
폭을 묘사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변동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승기는
0.76%, 하락기는 0.56%로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승기보다 하락기에
변동폭이 감소하는 비대칭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원물
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2005년 이후 승용차, 장난감, 여성복 등 주요 품
목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면 미국의 주요 품목의 가격 흐름은 탄력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의 가격은 추세에 따
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계단식의 비탄력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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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비자물가 변동폭과 근원물가 변동폭(2000~2009년)
한국
상승기
하락기

0.76

일본

영국

0.41

0.38

미국

한국

0.82

상승기

△0.56 △0.41 △0.35 △0.76

하락기

0.43

일본
0.18

영국

미국

0.26

0.20

△0.31 △0.17 △0.21 △0.22

주: 물가상승률(전년동원비)의 실제치와 장기추세치(HP filter) 간의 차이를 상승하락기로 구분
하여 평균한 값. 윤종원 이승한(2011)에서 재인용
출처: OECD.stat DB 자료를 토대로 자체 산정.

․

출처: OECD.stat DB 자료를 토대로 자체 산정

․

<그림 6> 한국 미국의 주요 품목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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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물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7>은 소
비자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추이를 묘사하고 있다.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08년 상반기까지 안정
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세계금융위기 여파와 국제유가의 급등으
로 2009년 초반까지 상승하였다. 2009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2% 초반대
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은 3.0% 이상으로 유지하
였다. 이는 지속된 고물가 경험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승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가격, 휘발유가격 등 소비자
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 평균은
약 3.5% 수준으로 미국의 2.2%, 영국 2.6%, 유로 2.0% 의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품목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기
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 식료품비 및 교육비의
상승률이 다른 상품가격보다 상승폭이 컸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통화증가율의 지속적
인 상승에 있다. <그림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통화증가율은 외환위
기전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의 기
대 또한 높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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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ECOS DB

<그림 7>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출처: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그림 8> 연도별 통화량 및 소비자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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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높은 물가변동성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에 대해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가 변동성의 정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변동계수 기준으
로 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 평균은 0.29
로 유럽의 0.07, OECD평균인 0.15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0.48로 OECD, 유럽, 미국, 영국
보다도 높은 변동성을 보여 최근까지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
한편 표준편차로 살펴본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 동안 우리나라
의 평균소비자물가의 변동폭은 1.77로 OECD 0.82, 유럽 0.57, 미국
0.95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 이후
에도 지속되어 평균소비자물가의 변동폭은 1.59, 유럽을 제외한 OECD
0.96, 미국 1.09보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소비자물가 변동성
변동계수

한국

미국

유럽

OECD

1990~1997

0.29

0.29

0.07

0.15

1998~2011

0.46

0.44

0.51

0.45

표준편차

한국

미국

유럽

OECD

1990~1997

1.77

0.95

2.13

0.57

1998~2011

1.54

1.09

1.06

1.69

출처: OECD. stat DB

3)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 상승률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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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중심으로 소
비자물가의 변동성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한다. 1998~2011년에 대해
변동계수 기준으로 한 식료품가격의 변동성의 평균은 0.55로 미국
0.65, 유럽 0.95, OECD 평균인 0.57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같은 기간
의 에너지가격의 변동성 또한 1.25로 유럽 1.0, OECD 0.75보다 높은
변동성을 나타났다.
한편 표준편차로 살펴본 1998~2011년 우리나라의 평균식료품비 변
동폭은 2.80으로 OECD 평균 2.14, 유럽 2.65, 미국 1.70보다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가격 또한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변동폭
변동계수

한국

미국

유럽

OECD

식료품(1998~2011)

0.55

0.65

0.95

0.57

에너지(1998~2011)

1.25

1.67

1.00

0.75

표준편차

한국

미국

유럽

OECD

식료품(1998~2011)

2.80

1.70

2.65

2.14

에너지(1998~2011)

8.15

10.47

5.97

4.99

출처: OECD. stat DB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에 대해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좀 더 면밀히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묘사되어 있다. <표 6>은 2000년 이래 분할한
3개의 구간에 대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2007~2009년 1.22%p로 2000~2003
년 동안 0.92%p, 2004~2006년 0.69%p에 비해 최근 동안 물가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추정방법인 G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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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추정치인 조건부이분산을 이용한 결과도 최근에 물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7~2009년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한 조건부이분산의 추정치는 각각 0.78, 0.75로 2004~2006년
평균인 0.48, 0.47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6>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추정방법

■ 표준편차
■ 조건부이분산
∙ 일반적인 GARCH모형
∙ 수요요인을 감안한 GARCH모형

(단위: %p)
2000~03

2004~06

2007~091)

0.92

0.69

1.22

0.70

0.48

0.78

0.70

0.47

0.752)

주: 1) 2007.1~2009.11월 기준 2) 2007.1~2009.10월 기준
이재량 이은석(2009)에서 재인용

․

<그림 9>은 두바이유의 국제 유가와 대미환율의 2000년 이후의 추
이를 묘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국제 유가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8년
7월 평균 131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급하락한 후 2008년 12월을 저
점으로 다시 급상승하는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 크게 나타나
고 있다. 한편 2002년 이후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던 환율 역시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상승한 후 다시 하향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유가, 환율의 상승과 변동성의 확대는 소비자물가
의 상승으로 바로 전이되면서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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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석유공사 Petronet DB

출처: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그림 9>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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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추세적 특징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

지금부터 앞서 제시된 구조적 추세적 특징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자, 소비자 물가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
한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 유통구조,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이다. 즉 유통산업은 낮은 수준의 단계를 유지하고 이로 인
해 발생된 높은 유통마진과 유통비용이 소비자 물가를 상승하게 하는 요

․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진입장벽, 높은 관세율 등에 따른 생산 수입시장
의 독과점 구조도 시장 지배력을 통한 높은 가격설정 및 초과이윤을 가
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높
은 진입장벽 등으로 초래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물가 하방경직성의 문제점은 물가 수준을 상승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외생적인 충격 요인에 대한 가격 조정과정을 저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신축적인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요 감소로 확대되어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가 하방경직성의 원인으로 낮은 경쟁압력과 왜곡된 가격결정구조 및
지대추구행위,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업의 독과점시장의 폐해
는 소비자 잉여를 기업의 이윤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여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가격 하락 요인을 가격에 반
영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집중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장구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연구들
의 결과로부터 시장집중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설명
을 뒷받침하고 있다.4) 따라서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

4) 시장지배력가설은 시장집중과 물가와의 양( )의 관계를 설명하며, 최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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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소비자에게 가격
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안착이 필요하다. 소
비자에게 주유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가정보시스템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0>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서비스비
중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비스부문의 소비자
물가 비중이 큰 것도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게 하는 원인으로 평가된
다. 이러한 원인의 배경에는 비교역재인 서비스업은 교역재인 제조업
에 비해 느리게 개선되지만, 서비스업의 가격이 제조업 가격에 비해 크
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출처: OECD. stat DB, 통계청 KOSIS DB.
주: 윤종원 이승한(2011)에서 재인용

․

<그림 10> 서비스부문의 소비자물가 비중

․

중 김승원 안희주(2004)는 시장집중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생산자물가가
0.17%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에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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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을 통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비교역재 부문의 생산성 차이는
국가 간 장기적인 물가상승률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역재 비중이 큰 서비스업의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율
이 높은 국가는 물가상승률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표 7>는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 생산성, 단위노동비
용을 비교한 것이다.5)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1~2010년 동안 우
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3.1%로 제조업의 6.7%에 비해 크
게 낮고, 두 산업의 평균임금수준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노동
비용 증가율이 1.8%로 제조업의 0.9%에 비해 두 배 정도 차이를 보이

․

고 있다. 외환위기 전 후를 비교한 결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성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단위노동비용 역시 서비스업이 제조

․

업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준 정대희(2009)) 이러한 결
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단위노동비용
제조업

2001~2010

서비스업

임금

생산성

단위
노동비용

임금

생산성

단위
노동비용

6.4

6.7

0.9

4.9

3.1

1.8

주: 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은 10인 이상 규모 기준임.
출처: 통계청, OECD

5) 단위노동비용은 노동자당 임금을 부가가치(노동생산성)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
며 노동 생산성과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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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상품과 서비스로 분류하
여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비중이 상품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참조) <표 8>은 국가별로 주거, 교육,
의료 등 서비스의 항목별 가중치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나타난 두드
러진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거비 비중이 15.4%로 대부분 8~9%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외식비 비중
또한 10.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비의 가중치는 9.7%로 두 번째로 높은 미국의 3.4%에 비해 상당히 큰

․

격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의료비, 교통 통신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 외식, 교육
비의 서비스 비중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후 우리나라 분류기준에 맞춰 재분류, 김동현 이동원(2004)에서 재
인용
자료: 각국 통계청
1)

<그림 11> 국가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정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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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국의 서비스 항목별 가중치1)
한국

미국

주거

15.4

9.7

교육

9.7

3.4

의료

2.0

6.0

교통 통신

8.7

12.3

10.0

8.5

외식

2)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9.2

9.2

8.0

0.2

3.0

2.3

4.9

3.9

1.5

9.5

5.1

6.5

12.3

5.8

6.7

5.4

6.8

8.4

－
－

주: 1)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후 재조정
2) 영국의 소매물가지수(RPI)에서는 교육, 의료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김동현 이동원(2004)에서 재인용
자료: 각국 통계청

․

국가별 물가모형을 추정한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는 유통구조, 경쟁요소 등 우리나라의 가격결정 구조의 비경직성을 원인

․

으로 지적한 바 있다.(김정현 이동원(2004)) 낮은 곡물 자급률, 높은 에너
지 투입비중과 같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기상악화
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농산물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기상여건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농수산물 공급의 부족은 이러한 높
은 물가 변동성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표 9>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
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08년 기준 28.4%로 일본의
30.7%, 미국의 129.4%, 영국의 100.0%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또한 2005~2007년 평균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7%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91.5%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6) 따
라서 이와 같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낮은 곡물 자급률은 기상여건 악
화 시 물가변동을 크게 야기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6) 정진영(2011)의 수입물가 환경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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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식품 수급표
한국
(2008)

일본
(2005)

미국
(2005)

영국
(2005)

프랑스
(2005)

독일
(2005)

이태리
(2005)

28.4

30.7

129.4

100.0

190.6

116.4

82.2

주: 2009.12월, 농경연자료 재인용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자급률 또한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
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자급률은 20%로 OECD 평균인
71%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노르
웨이 740%, 호주 232%, 캐나다 153%, 덴마크 140%, 영국 80%, 프랑스
51%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 자주개발

․

률 또한 낮은 수준인데, 특히 동 6.1%, 석유 가스 10.8%, 철 14.2%로

․

나타났으며 일부 품목은 10%를 하회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2008년 프랑스 97%, 이탈리아 48%, 중국 27%, 일본 22.4%
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
1) 물가정책 연혁
2008년 1월 17일 발표된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최소화되도록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중심으로 대응방안
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서민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의 일환으로 고유
가 종합대책에 의한 서민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경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원유 등 원자
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기청 정책자금을 조기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였다. 물가의 수요와 공급 측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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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가격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등록금, 납입금의 교육비 인상에 대한 자제
요청, 서비스요금 등 가격 급등 우려 품목에 대해 가격 인상을 가능한
자제하고 시기를 분산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위법, 부당한

․

가격 인상행위를 방지하고자 가격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규제산업 분야의 반경쟁적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동시에 단기간 과도한 제품가격이 인상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2010년 1월 20일 발표된 설 민생 종합대책에서는 설 명절과 관련하여
특별점검 품목에 대한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설 민생 대책이나 물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설 관련 주요 품목에
대해 대책기간 중 안정노력을 하고 농축수산물 특별점검품목에 대한 안정
적인 공급물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할인판매를 확대하여 농어업
인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부담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

2011년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유가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의 공급측면의 물가충격과 소득개선, 풍부한 유동성
으로 인한 수요측면의 물가 압력이 가중되는 배경을 바탕으로 미시적 대책
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관세 인하를 통한 국제원자재가격 등 상승영향

․

을 완화하고, 재정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물가 안정
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 하에
관리하고 지방물가와 등록금을 안정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병행하고자 하였다.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물가 안정 방안에서는 “서민생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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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에 정책대응을 집중하고자 2011년에 이어 각 부처에서 미시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석유제품, 공산품 등 주요
서민밀접품목별로 관세인하, 공급확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통해 가
격안정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물가 안정 책임제”는 주요 생필품에 대
해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수급을 미리 조절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등 구조개선과제를 마무
리하여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표 10>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연혁
정책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
(2008년 1월)

설 민생 종합대책
(2010년 1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2011년 1월)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방안
(2012년 1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1년 11월)

주요 내용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
∙범정부적 물가 안정대책 T/F 운영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
∙비용측면의 대내외 불안요인 등에 대해서는 주요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시행
∙설 관련 특별점검 품목에 대한 안정 대책으로 특별점검품목의 안정노력 집중,
공급물량 확대, 할인판매 확대
∙유통 및 통관분야 지원의 방안으로 통관․수송 원활화, 유통질서 확립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추진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현장밀착형 물가 안정노력
강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분석과 전망기능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 시 수입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
∙물가 안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합동 물가대응체제” 강화
∙경쟁촉진, 유통구조개선, 정보공개 등 구조 개선 과제 조기에 마무리
∙수급불안 품목의 생산량 예측 및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수급안정사업 개선, 농가경영안정, 산지유통인 제도권 편입의 농협 역할 강화
∙거래․운영방식 다양화, 대금거래투명화, 평가제도 개선의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온라인 직거래의 직거래 장터 확대
∙제도 개선, 산지대응력 제고의 농산물 공정거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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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 안정화 정책 평가
현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
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시장개
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매월 1일 소비자물
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 안정 T/F를 통해 각 부처별로 집중적인 관리
에 들어감으로써 초기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
축산물,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외부적인 공급충격으로 초
래된 물가상승을 시장개입을 통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는 물가대
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

수습 불균형에 의한 배추, 파 등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은 많
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품목별
대응 방안의 하나였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설탕 직수입 검토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낮은 가격에 공급함에도 불
구하고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는 우려가 있으며 품질이 낮은 설탕을
공급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공공요금 가격 안정 대책

집중관리 대상 15개의 품목에 대해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하였으며 인상폭을 제한하고자 공공요금관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
만 공기업부채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영업개
선과 더불어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 현실화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와
같은 인상요인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인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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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등 공산품

지난 2011년 발표된 셀프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확대, 가격
정보 확대, 셀프 주유소 전환 시 융자지원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한 석유
가격 안정화 대책은 고유가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최근에
는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새로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를 시장
에 참여하고, 전자 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를 촉진하
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7) 하지만 현재 고착화된 석유유통시장에
서 선정된 공급업체의 공급물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으며 공급처가 일반 시장의 공급이 아닌 현재 400개 정도인 알뜰주
유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주거비에 대한 안정화 정책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공공부문에서 전국적으로 소형분양임대주
택 9만7000세대를 입주할 수 있게 공급하고 다가구주택 2만6000채를

․

매입하여 전세용으로 활용하려는 소형 임대 주택 확대 방법으로는 전
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주택이 즉시 입주가
가능하지 않고 1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즉시 전세난 해결에 도
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수요 기피로 인한 전세 수요 증
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부동산시장 상황과 수요 측면의 변화를 반
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비에 대한 안정화 정책

대학등록금에 대해 대학 자체노력의 일환으로 명목등록금의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단기적인 재정충당이 미흡한 상황
7) 2012년 4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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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유도는 고등교육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
다. 또한 자체노력 추진이 미흡한 대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부의 재
정적인 지원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자체노력이라는 취
지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 의문시된다.

3

정책 방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
요한 이슈로 논의되어 왔다.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여러 가
지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크게 총수요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
는 거시정책과 개별 시장의 수급 안정과 경쟁여건조성, 기대인플레이
션 관리를 통해 물가관리를 실행하는 미시대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차기정부정책과제로 거시정책 대응 방안과 미시
정책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거시정책 대응 방안

․

거시정책은 통화 재정정책을 통하여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여 인

․

플레이션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 통화

재정정책은 수요견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유효

․

할 수 있으나, 원자재 상승, 수급불안과 같은 공급 비용 측면에서는
경기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거시정책을 살펴보면, 재정정책의 경우 긴축재정을 꾸준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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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정적자를 2009년 4.1%(GDP대비) 수준에서 2010년 2.7%, 2011년
2.0%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재정 조기집행률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64.8%, 61.0%, 57.4%로 순차적으로 축소하는 긴축모드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있다.(<그림 13>참조) 2009년 2.0%까지 하락했던 정책금리는
경기회복과 함께 2011년에는 세 차례 인상되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유
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최근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해 2012년에는 지
속적으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8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 상반기 1,461원으로 크게 상승했던 환율은
2012년 현재 1,100원대로 하향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긴축
유지와 정책금리의 동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기정부에
서의 거시정책 운용은 수요측의 물가인상압력을 감안하여 정책금리의
선제적이며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재정지출의 긴축적인 운용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2> 재정적자 및 조기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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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원/달러 환율

(2) 미시정책 대응방안
1) 친시장적 유통과정개선을 통한 농축산물과 석유가격의 안정 방안
중소매업체의 높은 비중, 다단계 구조 등으로 발생된 높은 유통마진,
유통비용과 낮은 생산성으로 가격변동성 확대가 초래되었다. 일반적으
로 농산물은 공급의 비탄력성, 계절성, 지역성,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격 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었으나 효과적인 방안은 제
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의 방안으
로 할당과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비축물자 방출 확대 등 근본적인 대
응을 추진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가격 또
한 제품특성상 수직계열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유통과정에 대한 문
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관련된 유통과정 개선을 통한
농축산물과 석유가격 안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유통에 있어 농산물판매점들과 대형 유통업체들은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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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체인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구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전문 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APC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
로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고 있고 규모화 된 시장에 대한 농민의 대응
능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몇 가지의 성공사
례를 통하여 상품성이 제고되었고, 대형유통업체에 균일한 품질을 안

․

정적으로 공급, 유통단계가 축소됨으로써 상 하차감비 절감으로 이어
진 바 있다.
또한 유통비용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생산
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시장을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시장의 가격안정화
를 도모할 수 있다. 농산물 생산자는 APC와 거래하면서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몰, 중소형 슈퍼, 재래시장 등을 통하여 중간 유통관계를
배제함으로써 좀 더 소비자에게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상변화 등 외적 변수에 따른 농산물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주산지의 저온저장시설을 포함한 소비지물류센터를 사
회간접자본 차원에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석유제품의 경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할인점의
유통시장참여, 셀프주유소의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지속적으
로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매가로 공급하
여 가격안정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도권 지역으
로 확장이 필요하며 혼합판매 허용 시 질적 제고 또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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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비 상승 억제 방안
교육비지출의 안정화 방안은 크게 가계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의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가계교육비 증가 원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과 최근 유치원비의 급증이 주원인이다. 유치원비 안정
화와 관련해서 인위적인 가격조정보다는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한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유치원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 납입금의 투명
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강화
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원이 대학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집중 투

․

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실천 방안은 개인

법인 기부금 등 민간 부문의 재원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여 대학 운영
재정의 대학등록금 의존율을 낮추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와 같
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쟁력 있는 대학의 질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장기적 경제전체의 체질 개선 강화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수입물가상승을 견인하고 광
산품과 농림수산품의 기여율이 증가하여 국내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있
는 상황이다.8)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상 장
기적인 경제의 체질 강화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8) 2012년 3월 현재 광산품의 수입물가상승에 대한 기여율은 56.9%, 공산품
33.7%, 농림수산품은 9.4%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농림수산품의 수입물가상승에
대한 기여율은 2009년 4.8%에서 2011년 2월 현재 9.4%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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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생산원가 절감,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증가요인을 극복
하는 것이 방법이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자원의 활용도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앞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자재 자주개발률 및 에너지 자급률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곡물 자급률과 원자재 자급률
및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해외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
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외 식량자원 개발, 해외 식량기지 건설, 해
외 직접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유, 원자재, 농업부문 등에서 적극적인 M&A
를 통해 전략적인 원자재확보와 안보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곡물 수입가격의 위험관리 강화와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수
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 관세인하 등 전략적 교역 관계 강화는 자급률이 낮은 농
축산물 품목과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 효과가 큰 국가들을 선별하여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기회도 함께 모색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낮은 경쟁압력과 왜곡된 가격결정구조 및 지대추구행위,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의 지속은 향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적
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한 방안은 시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비대
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에게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안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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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

통화 재정 정책을 통한 총수요 관리

－ 긴축재정의 시행
－ 정책금리의 선제적 대응
친시장적 유통과정 개선

－ 농산물 전문산지유통센터 활성화
－ 직거래시장, 소비지물류센터 활성화
－ 대형할인점의 유통시장참여, 셀프주유소 확대
교육비 상승 억제 방안

－ 기업체, 공공기관의 부설유치원 설치 기준 완화
－ 대학 교육서비스 질적 개선 투자
장기적 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 강화

－ 주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추진
－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
－ 국가 간 상호 관세인하 등 전략적 교역 강화
－ 경쟁정책의 지속적 추진
－ 가격 정보 제공의 시스템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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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부표 1> 2011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구분

내용



1. 물가 총괄관리 및 재

정 세제지원 강화

(재정부)


․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 구축
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등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인상요인의 자체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 확대
경쟁촉진,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친화적이고 구조적인
물가 안정대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강구

 품목별 수급대책 마련
2.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산물 수급안정 시스템 강화
가격안정(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곡물가격 및 가공식품 불안 대응
(1)





지방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관리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안정화 유도
지방공공요금 정보공개를 통한 안정화 도모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분산 조
정하는 “지방물가 관리지침” 마련

(2)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지역별 경쟁을 통한 인상억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가격 안정화 유도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 등 물가 합동관리체계 강화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3. 지방공공요금 및 지
방물가 안정(행안부)

․

(1) 대학 등록금 안정 대책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 동결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도 3%미만 안정 유도에 최대한 노력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대학의 등록금안정 유도 지원
 등록금심의위원회 조기 구성 운영, 정보공개 등을 통해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유도
4. 대학등록금 및 학원  대학 재정수입의 등록금의존도 완화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 안정(교과부)
지원
 등록금 조정동향 파악 및 인상자제 유도

․

(2)




학원비, 유치원비 등 안정 대책
학원비 제도 개선 및 지도 단속 추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11년 시 도 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 반영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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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에너지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석유제품
가스제품(LPG)
에너지절약
에너지요금 등 공공요금 안정

5. 석유제품 및 공산품 (2) 공산품 가격안정 방안
가격안정(지경부)
 (협조체제 구축) 공산품 및 원자재 가격 안정 TF*를 구성하여 주요
품목별 가격 수급 모니터링 및 이상상황 점검
 (공산품) 물가 안정 기획제품 출시 및 할인행사 개최 등 추진
 (원자재) 가격 인상 최소화 및 구매금융 지원
 (유통구조) 업태별 단계별 유통산업구조 및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조기 마련(상반기)

․

․

(1) 시장 감시 방식 개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특정품목 인상
해당업계 동조 인상
관련품목 편승 인상
인상 분위기 확산”의 악순환에 강력
대처
 가격불안품목 감시 대응 TF 운영 (상황반, 현장조사반)

→
→

→

→

․

(2)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상시감시 및 선제적 대응
 가공식품 등 물가불안품목 감시 강화
 담합 등 가격 인상 요인에 적극 대응
(3)

6. 불공정거래 감시 및 

경쟁확대(공정위)


유통구조 및 시장구조 개선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계통조사 실시 (2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한 유통기능 활성화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 추진(상반기)
과다수수료 등의 논란이 있는 TV 홈쇼핑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구
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촉진방안 마련
 석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관행 조사
(4) 가격정보 제공의 확대 (소비자원)
 가격정보공개(T-price) 대상품목에 주요 생필품을 추가하고 공개대
상이 되는 판매점도 확대(1월)
 소비자의 생필품 가격정보 접근성 강화
 월간 소비자 시대(Consumer Report) 및 가격정보 사이트(T-gate)를
통해 비교정보 제공 활성화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50개 품목에 대해 국내외가격차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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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가.
(1)
(2)


7. 주거비 안정(국토부) 




전월세가격 안정
전월세 시장 동향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방안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소형 임대주택 조기공급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 분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
․

․

나. 공공요금 안정
 (음성 무료통화량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
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
8. 통신비 안정(방통위)
(3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기출시 유도 (1/4분기)
 (재판매 사업자(MVNO) 시장진입)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 44% 할인하여 제공

～

(1)
9. 보육시설이용료 및 
외래진료비 안정 (복 
지부)
(2)

보육시설 이용료
보육시설 이용료 안정을 위한 시도 협조강화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특기활동 적정관리 방안 마련 시행(2월)

․

외래 진료비

<부표 2>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생활물가 안정 방안
구분

내용

 물가 안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합동 물가대응체
제” 강화
1. 생활물가 안정을 위
 생필품 성수품 특별관리기간 운영
한 대응체제강화(기
 FTA에 따른 대외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를 소비자 물가 안정에
획재정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중앙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노력 강화

․

․

․

2. 농식품 수급 및 가격  품목별 불안요인 대응
안정(농림수산식품  설 명절 성수품 수요관리
부)
 수급안정시스템 고도화 및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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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대책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 지속 유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지역별 물가책임관제 상시 운영 등 지자체와 협력채널 강화
3. 지방공공요금과 개  자구노력을 통한 인상요인 최소화 및 요금 관리방안 마련
인서비스요금 안정
(2)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대책
대책(행정안전부)
 물가 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홍보 강화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유도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
 주요 서민생활물가 공개를 통해 합리적 소비 유도
4. 석유제품과 공산품 가  석유제품
격안정(지식경제부)
 공산품

․

(1) 가격 품질 비교 정보의 확대 제공으로 합리적 구매 지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 기업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 가격 정보를 컨슈머리포트 방식으로 제공
 유통점별 생필품 판매가격, 품목별 최저가 판매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T-Price*의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유통업체간 가격경쟁
활성화
 소비패턴 개선, 소비자단체소송 지원 등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11.5
17.1억 원, 재정부 공정위)하여 소비자
역량 강화

․

→

․

(2) 소비자가 신뢰하는 e-Commerce 시장 환경 구축
5. 소비자역량 강화와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경쟁촉진(공정거래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 시행
위원회)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공생발전
문화를 정착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3) 불공정거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의 조성
 (즉시대응) 불법 편법적 가격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품목을 중심으로 생필품 유통거래점검 TF 를 새롭게 구성
운영 중 (’11.12월)
 (제도 개선) 법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폭
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가격 인하 유도
 (경쟁환경 조성) 산업별로 경쟁제한 규제들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 도모

․

102

․

구분

내용

 등록금
6. 대학등록금과 학원비
 학원비
안정(교육과학기술
 유치원비
부)
 교과서비
7. 보육료와 의약품비  보육료 안정대책
안정(보건복지부)
 의약품비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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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축소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이소영

1. 문제 제기

□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자주 언급

○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되면 민간소비가 위축될 뿐 아니라 가계대
출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와 큰 규모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가계
부채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

○ 가계부채 문제를 둘 중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 해결하려고 하
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다른 한 가지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우려
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차기 정부가 다루어야 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
들과 정책과제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축소라는 주제 하
에서 도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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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의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부채의 현황 및 특징

□ 가계부채는 2005년~2011년 사이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
속하여 2012년 1/4 분기 그 규모는 911조 원에 달함

○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
는 여전히 지속

□ 가계부채 증가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더뎌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
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07년 이후부터 비은행예금기관과 기타금융기관 등의 비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 저소득층, 자영업자 혹은 기타(무직 포함)종사자, 고령층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

○ 부채보유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은 평균 22.5%로 가구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지만 이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은 실물자산으로 이루어
져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서 해석해야 할 필요

○ 이러한 취약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규모나 금융
자산대비 부채 규모가 커 일차적인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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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
1)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 생계형자금 조달 목적의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 또한 가계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

2) 외부충격에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

□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대출 상환방식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증가시
키고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를 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

□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커 금리충격에 취약함
○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2
월 말 기준 90.7%에 달함
3) 부동산시장과의 밀접한 연관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심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유사
시에 부동산 처분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의 부
채상환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의 과도
한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축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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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

(3) 가계부채 관련 정부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 현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정부정책은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혹은 가계
부채의 양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것으로 평가

○ 2011년 이전에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 2011년 이후부터는 가계부채 규모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계부
채의 증가 속도 조절에 큰 비중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

□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커
져버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양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무리하게 가계부채 규모의 축소를 추구
하다 보면 가계부채의 질적인 문제를 부각시켜 우리 경제 전반
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 가계부채 문제는 수 년 동안 누적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시각
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

3.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축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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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율 정상화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부채 확대 억제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가계대출 상환구
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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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
중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거치식․일시상환방식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분할상환방식․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늘려서 만기리스크를 줄여야 함

－ 비거치식 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면 가계가 부채상환을 유보함
으로써 소득에 비해 높은 채무를 지게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
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 금리 정상화를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해야 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의 1차적 원인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낮은 자금조달비용에 있음
(2) 채무조정제도와 파산제도를 활용한 부실가계부채 정리

□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해 가
계부채 중 부실화 위험이 큰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부채조정을 해야 함

□ 본격적인 가계부채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러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

○ 원금감면이나 이자감면 등을 보장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한 부채조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사적지원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포함한 공적지원제도의 일원적인 운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개인채무자의 공적지원제도를 이용한 법적 채무조정절차 신청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축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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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전상담을 의무화하여 각 사적지원제도별 회생 가능성을 심
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

□ 덧붙여 부실가계부채 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
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될 필요

○ 사적지원제도의 부채조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수
준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적지원제도의 활성화
를 통해 부실부채를 보유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해야 함

(3)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필수적이
며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 경기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기대하게 해 부동산시
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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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시장의 활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중
심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결과 2012년
1/4분기 현재 그 규모가 911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면 민간소비가 위축될 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자
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까닭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은 단편적이지 않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그 큰 규모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가계부채 질의 저하에 대한 우려
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최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개선은 더뎌 부채상환능력은 저하되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자금 목적의 가
계대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해 보았을 때,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
는 한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계부채의 ‘양’과 ‘질’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둘 중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다른 한 가지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 일례로
2011년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후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라는 정
책 목표 하에 은행권의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였을 당시 일시적으로 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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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즉 가계부채
의 양적 관리에만 치중하는 정책은 자칫 가계부채의 질적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수년에 걸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인데 가계부채를 해결
을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의 현황 및 특징을 거시적인 지표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다
각적으로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다루어야 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
제점들과 정책과제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축소라는 주
제 하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및 특징
1) 가계부채 규모 및 추이
<그림 1>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 및 증가율을 가계
신용(가계대출

＋ 판매신용)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가계부채는 2005~2011년 사이 연평균 9% 이상
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417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2년 1/4 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911조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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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원, %)

자료: 한국은행 ECOS
주: 2012년 1/4분기 자료는 잠정치

<그림 1> 가계신용 규모 및 증가율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00
년대 중반에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경기가 과열됨에 따
라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
하게 되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5년 7.2%, 2006년 24.6%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7년 아파트 매매가격의 증가율이 둔
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또한 눈에 띄게 둔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생계형 자금 조달 목적
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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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국민은행

<그림 2>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그림 3>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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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원, %)

자료: OECD, 한국은행 ECOS

<그림 4> 가처분소득대비부채 비율1) 국제 비교
1)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의 자금순환계정의 개인부문이자부금융부채(상거래신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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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것에 반해 가계소득의 증가가 더
뎌 가계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들어
서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의 규모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던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부채 조정기를 거치면서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
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가처분소득 대
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대출기관별 가계대출 추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별로 보았을 때 비은행예금기관과 기
타금융기관 등의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02년 이
후부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비은행예금기관
의 가계대출은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07년
이후부터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양상이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험기관, 여신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대
부업체 등) 등의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에 비

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7년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의
60% 이상이 비은행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타 금융부채 제외)를 가계부채로, 국민계정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을 가계 가처분소
득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 ‘개인’은 가계(소규모 개인기업 포함) 및 민간에 봉사
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부문 금융부채를 가계부
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금순환계정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 시 가계신용보다는 자금순환계정
상 개인부문 금융부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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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십억 원)

<대출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대출기관별 가계대출 증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ECOS

<그림 5>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및 가계대출 증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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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특성별 가계부채의 분포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적인 정보만을 이용해 가계부채의 현황 및 위
험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계부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서는 총량지표 분석을 통한 거시적인 접근뿐 아니라 가계부채
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는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계청에서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구종사상지위별, 가구주연령별 가계부채의 분포 및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채보유가구 비
중이 높으며 평균보유부채규모도 높다. 2011년 기준 소득 5분위 가구
의 77.4%, 소득 1분위 가구의 32.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부채보유가 구의 평균부채규모는 1억5,530만 원과 4,40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10년에 비해 전 소득분위에 걸쳐 부채보유가구 비중
이 증가했으며, 평균부채규모도 증가했다.
<표 1>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구분
년도
부채
가구비중

1분위

2분위

(단위: %, 만 원)
3분위

4분위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9.1

32.8

56.6

59.8

65.6

68.3

71.8

75.6

5분위
2010
75.9

전체

2011
77.4

2010 2011
59.8

62.8

총부채
1,210 1,445 2,221 2,748 3,360 3,850 4,787 5,953 11,512 12,023 4,618 5,205
(전체가구)
총부채
4,157 4,400 3,925 4,595 5,120 5,637 6,668 7,879 15,159 15,530 7,722 8,289
(부채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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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보유가구 비중이 가
장 높다.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부채규모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자영
업자 가구가 1억 1,395만 원으로 가장 높고 상용임금근로자의 7,194만
원에 비해 그 규모가 크다. 모든 종사상지위별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부
채규모는 2010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자영업자 부채보유가구의 부채가
1,000만 원 이상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가구종사상지위별 부채 현황

(단위: %)

구분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년도

2010

2011

2010

2011

자영업자
2010

2011

기타
2010

전체

2011

2010

2011

부채가구
비중

67.6

70.6

51.3

56.7

69.6

74.2

38.5

37.9

59.8

62.8

총부채
(전체가구)

4,791

5,076

2,042

2,460

7,132

8,455

2,736

3,133

4,618

5,205

총부채
(부채가구)

7,088

7,194

3,982

4,337 10,245 11,395

7,114

8,271

7,722

8,28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표 3> 가구주연령별 부채 현황
구분
년도

30세 미만

(단위: %)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세 이상

전체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부채가구
비중

48.7

총부채
(전체가구)

936 1,268 3,981 4,609 5,626 6,469 6,220 6,895 3,669 3,898 4,618 5,205

48.8

67.9

71.6

71.3

74.6

66.9

71.2

40.6

42.9

59.8

62.8

총부채
1,924 2,597 5,864 6,439 7,890 8,666 9,292 9,682 9,035 9,083 7,722 8,289
(부채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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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연령별로 보면 연령과 가계부채규모의 관계는 역U자형 형태를
보인다. 2011년을 기준으로 평균부채규모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이상
60세 미만 부채보유가구로 이들 가구의 평균부채규모는 9,682만 원이다.
2010년 과 비교했을 때, 40세 이상 50세 미만 부채보유가구의 부채규모
가 800만 원 이상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은 부채상환능력으로 가늠할 수 있다. 먼
저 자산의 보유정도로 본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2011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채보유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은 평균 22.5%로 가구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6.8%2)가 유동화가 쉽
지 않은 실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은 유동화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가계의 일차적인 부채상환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물자산의 보유정도는 일차적이며 실질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기
보다는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일차적이며
실질적인 부채상환능력은 가계소득 및 금융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
라서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규모로 보유자산의 처분이 없이 소득으로 지탱
가능한 일차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볼 수 있고, 금융자산대비 부채규모로
유동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능력을, 마지막으로 총자산대비 부채규
모로 실물자산 처분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볼 수 있다3).

2) 2011 가계금융조사
3) 가계금융조사의 항목 분류 체계에 따라 금융부채, 총부채, 금융자산, 총자산,
가처분소득 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금융부채 금융대출(담보대출 신용
대출+외상 및 할부 등) 기타대출(곗돈 미불입금); 총부채 금융부채 임대보
증금; 금융자산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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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
다. 2011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 부채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
채비율은 650.9%로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의 6.5배가 넘는다. 또 금융자
산대비 부채비율은 179.5%로 유동자산 처분을 고려한 부채상환능력 또
한 양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 1분위
부채보유가구의 금융자산 축적으로 인해 유동자산 처분을 고려한 부채
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은 크게
상승하여 저소득 부채보유가구의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 소득분위별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
구분

1분위

년도

2분위

3분위

(단위: %)
4분위

5분위

전체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총부채/
총자산

24.0

26.3

21.9

24.9

23.4

22.4

21.3

21.8

22.2

21.9

22.2

22.5

총부채/
198.8 179.5 137.6 140.4 113.4 103.9 103.8 109.9 120.0 102.6 119.1 110.2
금융자산
금융부채/
492.2 650.9 185.5 215.5 143.9 159.1 125.8 144.8 151.5 132.3 152.1 152.4
가처분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가구주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상용임금
근로자나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해 취약하고, 무직 등의 기타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 2011년 들어 크게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7.2%로 금융부
채 규모가 가처분소득의 2배 가까이 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금융자산 축

＝

－

소득 경상소득 비소비지출(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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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금융자산 처분을 고려한 부채상환 능력은 2010년에 비해 개선되
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용임금근로자나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해 취약
하다. 무직 등 기타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43%
로 2010년에 비해 64%p 가량 크게 늘어났으며,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도 158.7%로 높다.
가구주연령별로 보았을 때 가구주 연령이 높은 부채보유가구일수록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규모는 60세 이상인 부채보유가구가 207.2%로 가장 높고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부채보유가구가 156.1%로 그 뒤를 잇는다. 60세 이상 부채보유가
구의 경우 금융자산대비 총부채 규모가 166.3%에 달해 유동자산 처분까
지 고려하더라도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
년에 비해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부채보유가구의 금융자산대비 총
부채 규모나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감소해 이들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채상환능력
을 보이고 있다.
<표 5> 가구주 종사지위별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
구분
년도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2010

2011

2010

2011

자영업자
2010

2011

(단위: %)
기타
2010

전체

2011

2010

2011

총부채/
총자산

22.4

21.7

총부채/
금융자산

92.7

83.3 142.8 121.9 145.5 133.3 145.5 158.7 119.1 110.2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27.9

22.4

22.9

19.2

21.1

22.2

22.5

119.1 109.3 137.7 138.5 194.0 197.2 179.3 243.0 152.1 152.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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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표 6> 가구주 연령별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
구분

30세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단위: %)
60세이상

전체

년도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총부채/
총자산

20.8 25.1 26.4 27.9 23.8 24.6 21.9 21.1 18.7 18.9 22.2 22.5

총부채/
금융자산

40.0 67.8 93.0 92.5 105.6 96.7 133.5 114.1 183.1 166.3 119.1 110.2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71.0 88.2 125.2 136.4 141.1 142.5 166.5 156.1 217.8 207.2 152.1 152.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종합해 보았을 때, 저소득층, 자영업자 혹은 기타(무직 포함) 종사자,
고령층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며, 저소득층이나 자영업
자 혹은 기타종사자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
험성은 더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
1)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결과로 인한
큰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그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
실이 더 큰 문제이다. 가계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
가 부실화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의 근거 중 하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년 이후부터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비은행권은 예금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축소 방안

123

․

[제2권] 거시 금융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예금은행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를 비교
해보면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은행권의 대출금
리가 예금은행보다 평균 2.5배 정도 높다4). 따라서 비은행권 가계대출
의 증가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계부
채 부실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예금은행에 비해 높
은 비은행권의 대출금리로 인해 가계는 예금은행 대출의 차선책으로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거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
무자일 확률이 높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계층
의 총 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은 2007년 말 51%에서 2011년 6월 말
56%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이용하면서
은행 또는 다른 비은행권역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는 5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보았을 때,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는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살펴보
면 최근 들어 상호저축은행과 종금사 등의 비은행권 기관의 부실채권
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5)은 2009년 말 9.3%에서 2011년 말 21.6%로 종금사의 경우는
2009년 말 2.5%에서 2011년 말 22.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18호
5) 전체 대출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의 비율

124

＝

(단위: %, 2007년 말 100)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 18호

<그림 6> 다중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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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

상호저축
은행

(단위: %)
신협

여신전문
보험회사 증권회사
금융회사

종금사

합계

2003

2.6

11.8

6.3

10.5

4.1

29.4

8.1

3.7

2004

1.9

13.0

6.0

6.7

3.6

21.8

6.2

2.8

2005

1.2

13.8

5.3

6.8

3.4

11.9

2.7

2.3

2006

0.8

10.5

4.5

3.9

2.7

8.0

1.3

1.6

2007

0.7

8.8

3.8

2.6

2.1

5.0

1.0

1.3

2008

1.1

9.1

3.5

2.8

1.9

9.1

2.5

1.7

2009

1.2

9.3

3.7

2.5

1.8

12.7

2.5

1.8

2010

1.9

10.7

3.7

2.7

1.1

7.3

14.7

2.4

201103

2.0

3.7

2.4

1.1

6.9

13.7

201106

1.7

25.2

3.7

2.1

1.2

7.3

23.1

2.7

201109

1.7

19.2

3.9

2.1

1.1

8.1

23.4

2.3

201112

1.4

21.6

3.6

2.0

1.0

7.9

22.4

2.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가계대출 중 생계형자금 조달 목적의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 또한 가
계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이다. 주택가격이
상승 추세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시기에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정체되면서 주택구입 용도보다 생계형자금
용도의 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계대출
에서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대출 포함)6)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4

＋

6) 예금은행의 주택대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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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말 현재 45.7%로 2008년 이후부터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
기 때문에7),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
을 상회하고 있어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는 생계형자금 용도의 가계대
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십억 원, %)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 18호
주: 1)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대출 포함) 과 신용대출(기타대출 포함)은 예금취급기관 및 보
험 여신전문금융기관 기준
2) 주택구입 이외 목적 대출비중은 주택담보대출 중

․

<그림 7>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 비중

7)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2003년 4/4분기부터 제공하지만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2007년 4/4분기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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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2011.6 100)

자료: 국민은행

<그림 8>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매매가격 지수

2) 외부충격에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원금상환
을 미래로 유보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형태의 가계대출 구조가 형성되었
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
시장 호황기를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소에 이자만 부담하여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다가 주택매매를 통해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대
출의 비중이 높고 분할상환대출의 경우도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부분의 가계대출이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면서 유지되고 있
다.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78%가 일시상환대출 혹은
거치기간 적용 중인 분할상환대출, 즉 이자만 납입 중인 대출이고 22%만
이 이자납입과 함께 원금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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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시상환 위주의 상환방식의 문제는 원금상환시기가 도래되었
을 때 상환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화 위
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거치기간이
종료된 주택담보대출 중 연체대출 가운데 절반 정도가 원금상환 개시 이
후 10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일시상환 방식
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기 때문에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를 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이 커 금리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변동금리대출은 약정 당시 고정금
리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데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
면서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2011년 6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의 ‘은행의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유도’정책에 따라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2월 말 기준 29.8%로 2011년 6월 말의 11.7%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10) 여전히 높아 2011년 6월 말 기준 90.7%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
어 변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한편 금리상승은 가계에 금융부채에 대한 이러한
추가적인 이자비용 뿐 아니라 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규모가 충
분하다면 이러한 금리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8)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18호 참조. 4대 시중은행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
출 기준임
9)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18호
10) 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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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큰 부채보유가구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
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소득 1분위 부채보유가구나 자영업자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데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
채 비율이 각각 129.5%, 102.2% 로 높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가구주 특성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단위: %)

소득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29.5

96.5

72.7

77.5

69.6

76.2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전체

54.6

84.0

102.2

84.9

76.2

가구주 연령별
30세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세이상

전체

60.7

70.7

69.3

79.0

97.1

76.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3) 부동산시장과의 밀접한 연관성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
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과거 부동산시장 호황과 더불어 주택 등의 실물자
산 축적에 기반을 두고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실물자
산의 비중이 매우 높고 실물자산을 고려한 총자산 대비 부채규모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심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
나 유사시에 부동산 처분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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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를 지
탱해 나가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유지는 기존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
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어지면서 가계부
채의 과도한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
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가계부채 관련 정부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1) 정책 현황
현 정부의 2011년 이전까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원리
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 연장 및 대출 만기연장을 유도하였
으며,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변동금
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추진하였다. 또 변동금리 위
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서민금
융 확대 정책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금융비용이 높은 사금융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2011년 이후부터 가계부채 관련 정부 정책이 다
각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6월에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 발표되어 가계부채 적정증가,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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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 기반 강화라는 큰 틀 아래
여러 세부방안이 제시되었다(표 9).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중 비중이 높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의 영업점 성과
평가지표를 개선함에 따라 가계대출의 과다한 취급경쟁 유인 구조를

․
시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개선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하였다. 또 변동금리 만기일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
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

․

로 은행들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우대금리를 적
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위험성 고지, 고정금리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소비자보호업무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은
행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과정에서 서민가계가 겪을 수 있는 금융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
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추진 중이다.
<표 9> 가계부채 관련 정부정책
정책목표

2008

2009

가계대출 부담 완화
추진

가계대출 부담 완화
지속 추진

서민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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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출 만기 연장 유도
대출금리 부담 완화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유도
서민 주택금융 확대
CD금리 인하
가계대출 만기 거치 연장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부담 완화

․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서민금융 확대

정책목표

2010

201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11.6)

201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12.2)

내용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
강화된 LTV, DTI규제 지속 적용
리 및 이자 부담 변동위
장기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 등
험 완화
(은행권)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 등
가계부채 적정 증가를
(비은행권)
위한 관리
여전사 및 상호금융 대손충단금 규제 강화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등
가계대출구조 개선

․

고정금리 분할상환 활성화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고정금리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등
서민금융기반 강화

서민우대금융 자금지원 기준 등 개선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 방안

예대율 관리 강화
고위험대출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 심사 관행 개선
자산건전성 대손충단금 기준 강화 단계적 상향적용 등

․

․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 조정
방안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서민금융 추진방안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
서민 주택금융 이용 부담 완화

자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편 비은행권의 경우 여전히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2011년 중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9.9%로 은행권의 5.7%에
비해 높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에는 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을 발표하여 이러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
융과 보험사의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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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예대율 관리 강화,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

․

개선,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등이 주요 정책이며, 보험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등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조정,
과도한 대출영업 억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2) 정책 평가
2011년 이전의 정책들을 보면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가계부채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정부의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가계대출의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만기연장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은
오히려 가계부채 조정을 지연시키고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
세가 다소 둔화되었는데 2011년 중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8.0%로 2010
년의 8.1%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 말 11.7%에 불과했던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011년 12월 말에는 29.8%에 이르
게 되었으며,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9.3%에 이르게 되었다. 은행
권의 비거치식 대출비중도 증가하였는데, 2011년 6월 말에 7.0%에서
2011년 12월 말 7.7%로 증가하였다.11)

11)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생관련 금융현장 점검결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2.3.26

134

<신규 대출>

<잔액 기준>

(단위: %)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그림 9>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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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정책이 가계대출 중 상대적으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 및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비
은행권 대출 또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

․

측면도 있다. 이명활 구본성 이규복(2011)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
율과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 추이(직전 5년)를 살펴

＋

－

본 결과 정( )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년 이후 부( )의 상관관
계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 이후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

간에도 부( )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가계부채 규모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조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부
채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커져버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악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양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무리하게
가계부채 규모의 축소를 추구하다 보면 가계부채의 질적인 문제를 부
각시켜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가
계부채 문제는 수 년 동안 누적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
결하려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단기적으
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를 점진적 축소를 유도해가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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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율 정상화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부채
확대 억제

․

1)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외부충격에 취약한 가계대
출 상환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0%(2011년 말 기준)가 넘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
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와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 지
속은 금리 인상 압박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에 취약한
변동금리 위주의 가계대출 상환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부실
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대출 만기 혹은 거치기
간 종료 시 부채상환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부실화 위험이 커

․

․

지는 거치식 일시상환방식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분할상환방식 비
거치식 대출 비중을 늘려서 만기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또한 비거치식
대출이 보다 활성화 되면 가계가 부채상환을 유보함으로써 소득에 비
해 높은 채무를 지게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무분
별한 확대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
륙 종합대책 이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비거치식 대출 비
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상환구조 개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
환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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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적인 금리 인상
무분별한 가계대출 확대를 보다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

․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명활 구본성 이규복(2011)은 우리나라 가계부
채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의 1차적 원인은 저금리 기
조 지속에 따른 낮은 자금조달비용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10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1.25%p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
으나 금리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저금리 시기보다도 낮은 수준
이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저금리 기조 지속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경
감시켜 가계대출의 확대를 유발하고, 저금리로 인해 금융권을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
하여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정영숙,
2006). 공급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의 통화이완 정책이 지속되면 유

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확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
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금리의 정상화는 가계부채 증
가 속도를 둔화시켜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이
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한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앞서 언급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는 노
력을 지속하는 것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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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자료: 한국은행

<그림 10>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추이

(2) 채무조정제도와 파산제도를 활용한 부실가계부채 정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의 질적
향상을 통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최근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가구 등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
화, 비은행권 대출의 두드러진 증가, 생활형 자금 용도의 대출 증가 등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약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태 당시 가계부채의 극히 일부분이었던
신용카드 관련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국내 경제에 미쳤던 파급효과가 적
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리 정상화 또는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불이
행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부채 중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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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큰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부채조정을 해야 한다. 이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채무조정제도나 파산제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나 원금감면이나 이자감면 등을 보장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한 부채조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
에 본격적인 가계부채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러한 신용회복지원제
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적지원제도와 법원이 시행하고 금융권 채무와
비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지원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사적지
원제도로는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개인워크아웃제도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가 있다. 프리워크
아웃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10년까지 연장
등을 통하여 단기연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
웃제도는 3개월 이상 연체자 중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
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다. 이외에도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에
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 금융기관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상록
수유동화전문회사의 상록수, BAD BANK의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프로
그램 등의 사적지원제도가 있다. 한편 채무자가 비금융권 채무가 있거나,
채무액이 민간 지원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할 경우 공적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부채조정이 가능하다. 공적 지원제도로는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가 있는데 지원 가능 채무액 범위가 사적지
원제도에 비해 넓고 비금융권 채무 조정도 가능하며 채무조정 수준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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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감면 뿐 아니라 면책까지 가능하고 법적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채무
조정제도 및 파산제도가 각각 다른 근거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제도 간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제도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대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
이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단 선택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박창균(2008)은 우리나라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간의 선택을 실증분석 하여 채무자의 채무재조정 수단의 선택은 비
용과 편익의 비교에 바탕을 둔 경제적 의사결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 유경원(2006)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중채무자가 많아 채권자의 수가
많고 법적 중재과정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
보다는 개인파산제도가 빈번히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사적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개인채무자가
전략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
도와 같은 공적지원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 추이를 보면 개인파산제도 신청
자 수는 2000년 이후 급증하다가 법원이 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한 기
준을 강화함12)에 따라 최근 신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러나 여전히 사적지원제도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크지만 채무조정 수
준이 높은 공적지원제도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12) 2007년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에서는 파산 및 면책사건에 있어 심사기준을 강
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도산실무법관세미나’에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실무를 운용하기로 합의하였다(김영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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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 (자료: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지원제도
구분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별금융기관

공적지원제도
상록수

신용회복지원

희망모아
(배드뱅크

Ⅱ)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각 금융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자산관리 공사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4.13

2002.10.1

2003. 3. 중

2003.11.

2005.5.13

2004.9.23

1962.1.20

10개 금융기관

30여개 금융기관

제한없음

제한없음

(국민은행 등)

(국민은행 등)

(사채포함)

(사채포함)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미만

대상채권

채무범위
대상
채무자

협약가입

금융기관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 보유채권 (3,600여개) 보유채권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30일 초과 90일 미만 3개월 이상 연체

1개 금융기관

소액

소액 신용불량자 3개월 이상 연체

수준

법적효력

담보채권 최장 20년, 자채권 전액감면, 원금 금융기관별 자체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 기준

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8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 변제기간 5년 이내, 변

반채권은 이자만 감면, 상각채권은 20%이 감면, 원금 일부(30%) 감면 클 것

사적 조정

사적조정

사적조정

사적조정

신용회복확정시 모든

－

신용회복확정시 모든 (연체 등)정보 해제 대부승인결정시 해제

(연체 등)정보 해제

과다채무자인 봉급생

제한없음

총채무액(원리금)의 1/3 까지 감면 가능 일 채무금 전액 상환 시 이자 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청산 후 면책

대 1/2까지 감면

은행연합회
해제여부

는 5년 이내 분할상환

감면

정보(연체 등) 미등록

무담보(5억)

연체된 채무원금의 3%를 상환하고, 나머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변제기간 10년이내, 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연체

담보(10억)

내 원금감면
사적조정

변제완료 시 법적 면책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청산 후 법적
면책
면책 결정 시
해제

<표 11>우리나라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 추이
구분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2000

329

2001

672

2002

505

1,335

2003

62,550

3,856

2004

287,352

9,070

12,317

2005

193,698

48,541

38,773

2006

85,826

56,155

123,691

2007

63,706

51,416

154,039

2008

79,144

47,874

118,643

2009

8,431

93,283

54,605

110,917

2010

7,282

77,308

46,972

84,725

2011

14,497

76,839

65,171

69,754

2012/1분기

5,445

21,603

21,687

15,654

자료: 대법원 사건의 개황(2011년 이후 법원 통계월보), 신용회복위원회활동실적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조정 시 제
도의 남용을 최소화하여 부채조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

․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준기 배병호 강등록(2004)이 제시한 것처럼
사적지원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포함한 공적지원제도의 일원적인 운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채무자가 공적지원제도를 이용하
기 전에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여 사적지원제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현재 논의 중인 개인파산 신청 시 사전상담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
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를 좀 더 확대하여 개인파산 뿐 아니라 개
인회생제도 신청 시에도 사전상담을 의무화하여 각 신용회복제도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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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13)의 경우 이러한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간의 보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연방도산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5)을 개정하여 파산(Chapter
7)남용을 방지하고 회생(Chapter 13)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파산신청

이전에 신용상담을 의무화하고 면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용 및 채무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소득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특히 미
국은 NFCC14)와 AICCCA15) 등의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이용이 활발한데
이러한 기구들은 채무자의 금융관련교육과 채무상담을 제공하고 채무
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접촉하여 상환조건의 협상 및 상환을 대행하
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개인이 파
산을 신청할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
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민
간 및 공공기관을 명시하여 공적제도 이용 이전에 사적제도 이용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덧붙여 부실가계부채 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
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적 신용회복지원제도 같
은 경우, 협약 가입한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비교적 이용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부실가계부채의 선제적 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적
지원제도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 가능한 채무금액이 제

․

한적이고 부채조정 수준도 원금감면 없이 분할상환 이자감면이 주된

․

․

13) 미국과 독일의 파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준(2011), 김준기 배병호
강득록(2004), 이순호(2007)를 참조하시오.
14)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15)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ing Agencies

144

것이라 지원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부실가계부채 조정
을 원만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채조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수준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경원(2006)이 제안한 것처럼 영국
의 자발적개인채무조정(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IVA)16) 제도와
유사한 자발적 소액채무조정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액채무자들의 신속
한 채무조정 및 경제적 회생을 꾀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필수
요소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의 급증의 결과를 낳을 것이고 반대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가
격 하락은 유사시에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조정을 어렵게 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
리를 위해 가계부채조정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책목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
지할 필요가 있다.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기대하게 해 부동
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미
래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
16) IVA는 파산집행인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출발을 도모하는 개인회생절차이며, 개인파산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
행되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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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택담보대출 규제

2008

2009

(단위: %)
내용

적용대상 권역

11.3

(투기지역해제) 11.7일부터 강남3구 제외 DTI 규제 완화

전금융권

7.6

(수도권 LTV 강화)
6억 원 초과 아파트 등 60%

9.7

(수도권 DTI 강화)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 50%

은행
은행

10.12

(수도권 LTV, DTI 강화)

비은행권

2010

8.29

(DTI 자율적용)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가 주택구입시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 결정

전금융권

2011

3.22

(DTI 자율적용 종료)
단 1억 원까지 소액대출은 DTI심사면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DTI 비율을 상향 조정

전금융권

2012

5.10

(투기 지역 해제) 강남3구

전금융권

․

․

․

자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러한 기대심리에 큰 영향을 끼
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택담
보대출 규제를 들 수 있다. 특히 DTI 규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정책이 바뀌었는데, 2008년 완화, 2009년 강화, 2010년 완화, 2011
년 강화, 2012년 완화 등 매년 정책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단기대책의

․

․

성격을 띄어왔다. 이동규 서인석 박형준(2009)의 선행연구는 DTI 규
제의 파생효과 및 외부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인 대책으로서의
DTI 규제는 부동산 경기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
다. 따라서 잦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 DTI 규제의 효과도 지속되지 못
하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데 일조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개
입을 지양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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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진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가계부채와 밀접
하게 연관이 있어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일률적으로 추진
하는 것 보다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용
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첫째, 주택
담보대출 규제 정책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시장에 하나의 신호
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존하여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 자체적
으로 체계적인 대출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대
출 규제보다는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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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자율 정상화 및 대출상환구조 개선

－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 점진적인 금리인상
채무조정제도와 파산제도 활용한 부실가계부채
조정(채무조정제도 및 파산제도 재정비)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시 사전상담 의무화
－ 다양한 사적채무조정제도 마련
－ 부실가계부채 조정
부동산시장 안정화(부동산시장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정부개입의 여지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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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1. 서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세계경제 침
체에 따른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은 침체를 나타내는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 매매가격은 약세를 나타내는 반면, 임대료는 3년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음

□ MB 정부는 주택․부동산 정책에 있어 규제보다는 자율과 경쟁유도로
시장 기능을 제고시키겠다는 차별성을 강조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
기, 촛불집회 등의 영향으로 근본적인 정책개선보다는 경기조절과 민원
성 문제해결에 그침

□ 2012년은 경제, 사회,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친 환경이 변화되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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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든 상황
에서 정치 지도자 선거가 치뤄지는 국가가 약 50여 국에 이름

○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복지논
쟁이 각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경제적․정치적 환경 속에서 치러
지는 대선으로 수립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과 시도가 요구됨

□ 이제 ‘선거-공약-내수 경기 부양’이라는 일반적인 공식보다는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 역시‘복지’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상황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
가 다루어야 할 주택시장의 문제와 정책과제를 “계층별 주거복
지 실현”과 “저성장 시대의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주제 하에서
도출해 보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주택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급진적인 인구구조 변화, 과도한 개
발계획의 조정 등으로 인해, 주택소비구조 변화, 초과수요 시장인 수도
권의 침체,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 가계부채의 증대 등으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여 보유하려는 수요보다 임대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분양 및 구매중심의 주택공급이 주류를 형성하는 가운데 임대수
요의 증가는 주택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임대료 급등을 야
기하고 있음

152

○ 수도권은 인구 및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정책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수요억제
규제 등 수요조절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도시 개발, 보금자
리 주택 조기 공급,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집중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한 결과임

□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외생변수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이 예견되는 가운
데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는 내수 경기 위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주택자산의 가치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
자산 가치 변화에 비해 약 3배 정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
으로 큼

○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동반 침체될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은 물론 관련 산업도 동시에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

○ 부동산 거래와 연관성이 높은 업종이 대부분 서민들의 경제활동
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이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경우
지역경제와 밀착한 서민들의 경제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함

○ 또한 가계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거
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이나 자금 순환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주택거래 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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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나치게 정책이 정치화되면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
고 있으나, 구조적인 환경변화에는 오히려 정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면서 산업발전의 저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정치화되고 있는 주택정책은 잦은 정책 변화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정책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이 커지고 있음

○ 수요관리 정책의 주요 대상인 수도권의 경우 거래가 침체되면서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계들의 주거이
동이나 부채상황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3. 정책과제

□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주택정책은 크게 “정책목표의 재정립”,
“계층별,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수립과 실천”,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주거시장 안정화 대책”임

□ 앞으로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단기적인 가격안정”보다는 “국민들의 평
균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함

○ 가격조절정책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법률이나 제도변
경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조절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가계부채의 위험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단
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대비가 요구됨

○ 한편, 급증하고 있는 주거 복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
장기능의 활용과 공공부분의 재원투자 효율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

○ 주거소비패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거 관련 서비스 산
업의 육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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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수단의 다양화, 중산층 자가보유 지원의 현실화, 저출산 고령화 대
책과 주거복지의 연계가 요구됨

□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노년층의 노인주거
복지, 고령가구들의 주택정비 지원, 중고주택시장의 관리와 유통선진화,
부동산 세제개편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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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1). MB정부 출범과 함께 조속하게 이루어
진 재정투자 확대 및 금리 인하, 미분양 해소 대책 등도 시장 안정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래서 국내 주택시장은 무난히 금융위기를 넘겼다
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른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의 약세 및 거래
침체와 임대료가 급등하는 시장 불안현상이 3년 연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초과수요 시장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현
상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정부가 약간의 경기 활성화 조치를 취
할 경우 정상화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의 시장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로서 이제 주택경기의 대세 상승국면이 종식되
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가격 상승
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주택을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패턴에 변화
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고 주택공급이 충

1) <표 1> <지역별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
전국

(단위: %, 전년 말 대비 상승률)

수도권

서울

기타 지방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2008

3.1

1.7

5.0

1.7

5.0

1.1

3.3

2.3

2009

1.5

3.4

1.2

4.2

2.7

6.0

1.5

2.6

2010

1.9

7.1

-1.7

6.3

-1.2

6.4

4.7

8.4

2011

6.9

12.3

0.5

11.0

0.3

10.8

12.9

12.9

주: 가격변동은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주택가격의 변동률임
기타 지방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임
자료: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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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주택보급률이 110% 이상) 달성된 지방도시에서만 나타나던 현상이
었다. 그러나 아직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수도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경기나 제도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 변화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12년은 경제, 사회,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친 환경이 변화되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는 거시 경제적 측
면에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선
진국들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올해 집
중되어 있는 주요국의 정치 지도자 선거는 이와 같은 거시 경제적 불
활성이 높은 상황에서 치루어질 예정이어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을 전
망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부터 촉발된 시민단체의 정
치참여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복지논쟁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
다. 주택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슈 역시 ‘복지’의 틀 안에서 다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과거의 ‘선거-공약-내수 경기
부양’이라는 일반적인 공식을 깰 것으로 예상된다.

․

․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으로 수립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과 시도
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상황변화와 문제
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다루어야 할 주택시장의 문제와 정책과제
를 “계층별 주거복지 실현”과 “저성장 시대의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주제 하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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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과 문제점

(1) 최근 주택시장 현황과 특징
이미 국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부터 매우 혼재된 방향성을 보여 왔다.
토지가격이나 주택임대료는 상승하고 있으나 매매가격이 약세를 나타내
는 가하면 전통적으로 초과수요시장이었던 수도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는 가운데 주택보급률이나 인구구조측면에서 이미 쇠퇴기라고 보았던
지방시장은 매우 호조를 나타냈다. 선호도가 높았던 중대형 아파트의 미
분양은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10평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폭발적으로 건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택 및 부동산시장
이 세분화되면서 지역별 경기순환주기가 달라지고 있으며 동시에, 단순히
인구 및 가구 증가와 총량적인 규모만으로 판단하였던 수요와 공급을 좀
더 미시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하는 시장의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주택소비구조의 변화
최근 3년 연속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전세수요자들은 좀
더 저렴한 전세주택을 찾아 주택의 유형을 바꾸거나 도시 외곽으로 이
동, 혹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응 패턴을
보이고 있다.2) 설사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 목적의 중소
2)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주택가격의 30~40%수준에 머무르던 주택전세가격이 최
근 55%를 상회하면서 전세 거주자의 매매로의 전환여력이 과거보다 커짐. 이
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향후 매매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임. 그러나 3년 연속 급등한
전세가격으로 인해 이미 전세보증금이 많은 부채가 포함, 추가대출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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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평형과 교통 및 교육 등 주거환경이 편리해 선호가 높은 지역, 급매
로 매도호가가 낮은 물건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소비구
조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주택의 임대수요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주택
임대수요는 대부분 구매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최
근에서는 구매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유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즉 ‘주택구매 의지가 없는 계층’으로까지 확대3)되면
서 ‘보유’중심의 전통적인 주택점유방식에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는 임대자들의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가치나 규모, 임
대인의 부채규모 등에 따라 월세 전환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나타
고 있다. 즉 보증금 규모가 적은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전환이
많은 반면, 보증금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부
분월세(혹은 반전세라고도 함)가 많았고, 고액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임대시장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요 특성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해왔던 아파트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높은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유지되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아파트가 다른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낮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보다는 지역 간 상승의 격차가 적지만 규모별로
살펴보면 역시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거주 목적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와 중소형 평형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력이 많이 상실되어 매매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한국개발연구원, 2012)
3) 한 일간지 보도(내일신문 11월 22일자)에 의하면 서울시내 4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 아파트수가 2년 전에 비해 2.6배나 증가, 전체 아파트의 11.4%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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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권역별 주택유형별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2011년)
단독

(단위: %)

연립

아파트
9.6

매매가격
전국

2.5

2.8

수도권

1.2

0.7

0.4

6개 광역시

3

5

15.9

기타 지방

3.3

7.3

18.6

전국

4.7

7.9

16.2

전세가격
수도권

5.2

7.6

13.9

6개 광역시

4.3

6.9

16.1

기타 지방

4.4

7.1

18.5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기타지방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나타냄
자료: 국민은행

2) 수도권 시장의 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장의 역전은 가격과 거래, 신규 주택공급시장
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매
매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밑돌면서 실질가격으로는 하락하였다. 반면 6
개 광역시 중에서는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다. 특히 비수도권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재고 거래량
증가, 미분양 감소가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3> 주요 지역별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2011년)
서울
전국
매매
전세

6.9

소계
0.3

6개 광역시

강 북 강 남
소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4개구) (11개구)
0.3

0.3 11.5 16.7 10.5 -1.7 18.7 14.9 13.8

12.3 10.8 10.6 11.1 12.3 15.2 13.0

(단위: %)
수도 기타
권 지방
0.5 12.9

4.2 18.8 10.1 14.4 11.0 12.9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기타지방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나타냄
자료: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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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방은 신규 주택공급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11년 신축 주택(분양 기준)은 수도권에서는 약 12만 호,
지방에서는 16.4만 호가 공급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크
게 증가한 물량인데 이는 지방에서의 물량 증가가 기여한 바가 크다.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민영 아파트가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공공기
관 지방 이전이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은 공공 주택 공급도
당분간 증가가 예상된다.
청약 경쟁률도 과거와는 달리 지방에서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1년 들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동안 지방에서는 청
약통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현상
이다. 일부지역에서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높은 청약경쟁율을 나타내
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은 여전히 미달 사업장이 많은데다 청약 경
쟁률도 부진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 시장은 그 동안 미분양이 꾸준
히 감소하였고 최근 2년간 신규 공급이 적어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세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주택의 교체수요를 자극하면서 신축 분양
시장의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4>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현황
2010년
공급
단지
(세대)

청약
세대

수도권

92
(22,070)

17,414

지방

91
(27,261)

31,005

구분

2011년
미달
단지
(세대)

공급
단지
(세대)

0.79

62
(10,010)

84
(26,554)

19,567

0.74

61
(10,595)

1.14

71
(16,889)

182
(65,780)

351,145

5.34

75
(12,044)

경쟁률

청약
세대

경쟁률

미달
단지
(세대)

주: 2011년은 11월까지의 실적치임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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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권역별 아파트 분양실적(공공 민간)

주: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2> 권역별 미분양 주택 수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7~2009년까지 분양했던 물량이 아직 시
장에 미분양(2011.11 현재 27,269호)으로 남아 있는데다가 기존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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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체와 거래 부진에 보금자리주택과의 경합까지 추가되어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부터 본격화 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세하면서 주택구매를 포기
하거나 연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은 수요회
복에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2012년에도 고양 삼송 등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화성 동탄 등의 택지공급이 이어지는 등 체감상으로는 과잉공급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적체되어 있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
의 재고소진은 기존의 거래량4)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약 19개월 정도
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나마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재고
소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호)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그림 3> 수도권 월별 주택 거래량
4) 신규 아파트 거래량을 추측할 수 있는 제반 통계가 미미하여 본고에서는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약 10%정도만이 신규 분양주택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
임. 이는 주택수요자 인식조사(부동산114(주) 분기 조사)에서 나타나는 청약비
율을 감안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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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그림 4> 지방광역시 월별 주택 거래량

3)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정책에 따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
다. 특히 정치 지도자가 바뀌는 등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의 기본 방향
이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특정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이나 선거 전에
인허가가 몰리거나 법 시행이후로 연기되는 편중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주택이나 부동산 개발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
되는 사업들은 정책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매우 큰 편이다.
최근 서울시장의 교체 이후 서울의 주택 및 부동산시장은 파장을 겪
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사업이나 정책들이 크게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개발사업에 부여되는 공공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
다. 지금의 현상이 반드시 정책효과만은 아니지만 급격한 정책변화가
경기적 구조적 요인과 겹쳐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사업지구 중 주민의 25% 이상이

164

반대하거나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 지구지정을 취소한다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1~2인 가구 등의 증가, 세입자 보호 등의
이슈가 등장하면서 지자체들은 재정비 사업에서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확
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방식을 전면철거방식에서 마을 만들
기 등으로 전환하면서 수도권 내 재정비 대상지역의 주택가격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변화로 사업방식이 변화되면서 미래가치에
대한 전망이 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정비 사업의 기간이 최소 7~10
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약 2번 정도의 선거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이 변할 경우 사업의 환경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업의 소요기
간에 비해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신도시 정책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세
종시, 혁신도시의 추진과,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2기 신
도시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은 도심 재개발 재건축 대신
외곽의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지정5)하였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이 진행
되는 가운데 정권이 교체되고 MB정부는 기존 신도시 계획의 수정 없
이 추가적으로 GB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제완화도 시도하였다.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되자 뒤늦게 정부는 사업성이
낮은 LH의 주요 택지개발사업장을 조정6)하였으나 수도권의 과잉공급
을 해소하기에는 이미 적기를 놓친 조치에 불과했다.

5) 참여정부의 신도시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으로 2004년 이후 수도권의 택지공급
(실시계획 승인 기준)은 예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2010년
에는 수도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이 시행, 2015년까지 수도권 주택시
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6) LH공사의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사업조정을 추진하여 진행사업은 시기를 조정
하고 신규 사업은 138개 중 89개 지구 사업조정 마무리된 상태임.( 2011년 9
월 제30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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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공급실적은 실시계획승인 기준으로 실제 주택건설업체들에게 택지로 판매되기까지는
1~1.5년 정도가 소요됨.
자료: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 각 년도

<그림 5>권역별 택지 공급 실적(’01~’11)
(단위: 호)

주: 1. 택지지구리스트의 준공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추정함
2. 자료: 국토해양부(2010.12.31 현재)

<그림 6> 수도권 택지지구 공급 추이(택지 준공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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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자리 주택을 포함한 수도권의 택지공급실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주택공급추이7)(<그림 6> 참조)를 살펴보면 LH공사의 사업조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토지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며 주택공급은 2016
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예정대로 택지와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
는 가정에 기초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
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만큼 공급탄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
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요회복은 더디고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계획
은 앞당겨졌다. 즉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서로 상반된 정책(신도시 중심
vs.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과 과도한 실적주의(현 정부 임기 내 목표
달성 등) 등 정책적 요인이 과잉공급을 초래한 것이다.

(2) 주택시장의 문제점
1) 거래 감소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
일반적으로 주택자산의 변화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 커, 가격이 하락
하면서 거래가 침체될 경우 소비 위축8)을 동반하게 된다. 주택가격 변
동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택의 자산
가치가 1% 증가하면 소비지출은 0.0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9)되고 있
는데 주택자산의 가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자산 가치 변

7) 택지개발계획의 단계별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계획되어 있는 택지개발 지
구내 주택이 모두 공급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8) 주택 관련 서비스가 전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20% 정도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Bourne, The Geography of Housing, 1981). 주택가
격 변동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왔음
9) Marc Labonte, Would a Housing Crash Cause a Recession, CRS Report for Congress,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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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비해 약 3배 정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특히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동반 침체될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은 물론
관련 산업도 동시에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 부동산 거래와 연관성이
높은 업종은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축보수업종,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청소소독 및 위생서비스업, 도소매, 일반음식 주점업,
전력, 수도, 통신, 금융서비스업 등 다양한데 이중 기간산업과 금융 서
비스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서
비스산업이다. 즉,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경우 지역경제와 밀착한 서민
들의 경제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계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
우 가계의 부채상환이나 자금 순환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러
한 현상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가구일수록 금융자산보다 주택자산비중
이 높아 이들 계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 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재산세 및 거래세원이 전체 세수입

․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취 등록세10)가 가장 큰 세수입원

․

이다. 또한 취 등록세11)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의 재원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재정조정의 역할을 담당12)하고 있다.

․

10) 특히, 취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40%에 육박함
11) 취득세의 82%, 등록세의 77%가 부동산 관련 과세이며 부동산 관련 과세 중에
서 약 37%가 주택관련 과세임
12)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세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으로 징수액의 50~70%를 자치구의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사용, 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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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관련 취 등록세 과세 중 주택의 비중이
60%(금액 기준, 2008년 징수 실적)13) 수준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세수 의
존도가 높다. 따라서 최근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세
감소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및 환율의 변동
성이 커지면서 내수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경기 침체는 더욱 고착될 우려가 있다.
2) 경기와 제도 의존적인 산업 환경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구조적 특징은 크게 “대량 생산 시스템”, “경

–분양 상품 위주”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인구 성장 － 부동산 경기 상승
－ 아파트 선호”라는 주택시장의 환경적 성장요인과 연계되어 있다(그
기의존적인 자금조달(선 분양)”, “신축

림1 참조). 즉 인구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주택수요가 발생하였기에,

부동산 경기가 대세적 상승기에 있었기에, 아파트라고 하는 획일적 대
량시스템이기에 가능했던 특징이다.
첫째, ‘대량 생산 시스템’은 택지여건과 단기간 내 대량의 주택공급이
요구되었던 시대적 상황과 신축주택의 주된 유형이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데서 비롯되었다. 아파트는 단위면적당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평가받았다. 산업화 이후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기에 단기간 내 대량의 주택을 생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3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0%)가 해당 시군에 귀속되는 일종의 공동세 역
할을 하고 있음)
13) 한국조세연구원(2010),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방안,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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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생산(건설 및 공급) 관련
제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원 및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선 분양’제도가 보편되면서 대부분의 주택산업은 주택경기에
보다 더 의존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금융권의 공급자 금융제도가 발
달되어 있지 못했지만 항상 초과수요의 상황이었기에 선 분양 방식만
으로도 주택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선분양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부동산 PF까지 활성화
되자 주택사업의 규모는 더욱 대형화 되었으며 대형 건설업체들의 주
택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은 대부분이 신축 그것도 분양주택이 중
심이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주택스톡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보유수요가 많았던 수요
적 요인, 1가구 1주택 보유를 지원하는 세제혜택 등이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임대용 주택의 건설이나 거래, 중고주택관련 서비스나 개보수
시장 등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30년 이상 주택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던 성장요인들은 점차 쇠퇴
하고 있다. 인구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4인 가구를 1~2인
가구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신규로 주택시장에 편입되는 가구수 증가
규모는 2000년대 들어 30만 호 수준, 2009년 이후에는 20만 호대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는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선 분양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
쳐 금융권들의 부동산 PF도 우호적이지 않다. 보유 및 대형 아파트 중심의
주택소비 패턴은 보유 대신 임차, 중대형보다는 기능성적인 소형으로 쏠리
고 있다.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은 고령가구들은 추가 구매의 여력이 낮아
졌고 오히려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새로운 중고주택 공급자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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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지금까지의 대규모 신축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산
업은 생산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그림 7> 참조)

․

주: 김현아(2010), “2020 주택 부동산시장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세미나 발표 자료집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도식화 한 것임.

<그림 7>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성장요인과 산업구조적 특성

자료: 김현아(2012), “2012년 부동산시장의 주요이슈와 중장기 전망”
(2월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그림 8> 총 주택수요의 구성요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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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산업구조가 형성된 데에는 현재의 방식이 가능하게 했던 정
책과 제도의 힘이 컸다. 그러므로 사회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도 함
께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초과수요-대량생산이 가능했던
환경이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초과수요-대량생산시대에
작동했던 규제와 인센티브가 존치되고 있다. 저렴한 주택을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토지가격을 낮추거나 주택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만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제도의 개혁(임차제도 등)
이나 주택의 구조 및 자재 등의 혁신을 통한 공기절감 등 주택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에는 제도적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는 주택 이슈

․

MB 정부는 주택 부동산 정책에 있어 규제보다는 자율과 경쟁유도
로 시장 기능을 제고시키겠다는 차별성을 강조해 왔었다. 대표적인 것
이 수요자 중심의 공급확대정책인데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규제를 개선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임대주택공급 위주의
‘주거복지정책’을 ‘주거 안정과 동시에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유도’라는 좀 더 확대된 주거복지 정책으로 확대하면서 공공분양 주택
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새정부 수립 직후 촛불집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대내외 환
경변화로 인해 MB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부분 현상적 문제점
을 치유하는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게 되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참여
정부 시 강화되었던 주요 규제들을 대부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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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를 제외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대부분은 규제들은 일시적 감면이나 부분적 보완에 그치고
말았다.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지자체의 반발
로 인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기도 하였다.14) 부동산시장 내부적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수요증가의 한계, 다양성,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의 변화가 일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근본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건설경기 연착
륙, 주택거래 활성화 등 긴급한 경기조절용 대책들과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이루어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상화’라는 시각보다 ‘부자나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와 감
세’라는 부정적 시각이 더해지면서 예정되었던 제도 개선에 대한 저항
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급확대”정책은 곧바로 건설경기 부양정책으로 취급되었
으며 “강남”지역과 관련된 규제 완화는 모두 “부자 감세 및 특혜, 투기
조장”으로 다루어졌다. 주택가격 상승은 대부분 투기수요 때문이며, 집
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약자이며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투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일쑤였다. 강남
3구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을 2009년 이미 충족하였고 2010
년 이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
기과열지구만 뒤늦게 해제(2011년)하였고 투기지역은 2012년 5.10 대책
에서야 비로소 해제되었다. 주택보유보다 임대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
용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다

14)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폐지하였으나 조례 등을 통해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기준은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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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전월
세 안정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몇 번이고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국회와 여론에서 좌절당하고 일시적
감면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보다 보니 제도 개선의 방향이 근
본적인 틀을 수정하는 법보다는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을 일부 수정하
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정책의 주요 내용이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 이슈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정책의 방향이 계속 선거와 정치지도자, 다수 정
당 등의 특성에 따라 쉽게 변경되거나 혹은 쉽게 고쳐지지 못해 올바
른 정책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는데 대부분의 국
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정치적 부작용(선거 및 지지도)을 우려
하여 현실화시키지 못하다가 결국 공공기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
래했던 경험은 흔한 사례이다.
4) 잦은 정책변화와 실행력의 약화
MB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2011년)까지 발표된 주요 주택 및 부동산 관
련 대책은 약 21개에 이른다. 해마다 약 5개 정도의 대책이 발표된 것인
데 대책 간의 발표 시기를 보면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물
론 대책의 주무부처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너무 높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정책의 집행단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74

<표 5> MB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2008~2011)
1. 지방 미분양 대책(2008.6.11)
2.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2008.8.21)
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2008.9.1)
4.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 발표(2008.9.19)
5.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방안 발표(2008.9.23)
6.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유동성 지원 대책(2008.10.21)
7.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2008.11.3)
8.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 세제 지원(2009. 2.12)
9. 미분양 해소 방안(2009.3.30)
10.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2009.7.6)
11. 전세시장 안정 대책 발표(2009.8.24)
12.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2009.8.27)
13.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2009.9.4)
14.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09.10.8)

․

15.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2010.8.29)
16.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마련(’11.1.13)
17.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마련(’11.2.11)
18.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11.3.22
19.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2)
20. 전월세 안정화 대책(11.8.18)
21.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방안(’11.12.7)

첫째, 대책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계속
계류됨에 따라 대책이 실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
로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그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9년 초부터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일부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2012년 현재까지 계류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
한 시장의 신뢰는 사실상 비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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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만 하더라도 1 13대책, 2 11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언급

․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12 7대
책에서 주택법 하위법령 정비라는 우회적 방법을 채택15)하게 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역시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제개편에
서 정상화를 표방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임시대책이 계
속 연장 시행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책의 주요 기준이나 대상이 단기간에 재 완화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는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 맞게 대응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대책발표를 기다리고 더욱 더 고착되

․

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1년 2 11대책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자 요건을 최대 5호에서 3호로 완화하고 보유기관도 최대

․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그러나 6개월 만인 8 18 대책에서 다시
보유 주택수를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1호 이상으로 완화16)하였다.

15) 결국, 주택법 하위법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의 분양
가상한제 관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함. 금융비용 및
건축비 가산비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등을 통해 실제 분양가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16)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자 요건 신설됨.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신설하였고 초
기에는 임대기간 10년, 임대호수 5호, 85 이하의 주택규모, 취득가격 3억 이
하의 상당히 제한적인 요건으로 중과 배제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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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
호수

기간

․ ․ ․ ․ ․ ․

면적

취득가액

지역

․ ․ ․

구분 2 11
2 11
2 11
2 11
2 11 8 18
2 11
2 11
2 11
이전
이전
이전
이전

서울

5호

㎡

3호
경기
인천

3호

지방

1호

1호

동일

3억
원
이하

85
이하

10년

7년

㎡

㎡

149
이하

7년

㎡

85
149
이하 이하

5년

6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

․

2 11 이전

2 11

(양도세)
6억
동일 시 군 수도
원
(종부세)
권내
이하
동일 시 도

․
․

지역
제한없음

동일

동일

자료: 두성규. 허윤경(2012)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기준도 2011년

․

동안 3차례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변경된 바 있다. 1 12대책에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규모를 5.7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확대

․

․

하였으나 1개월 뒤인 2 11대책에서 호당 지원 한도를 6천만 원에서 8천만

․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금리도 4.0%로 인하하였다. 다시 6개월 만인 8 18대

․

책에서는 상환기간은 6년에서 8년으로 연장, 12 7대책에서는 주거용 오피
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 가능토록 하였다.
<표 7> 2011년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관련 정책 변화

․

1 12대책
대출조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
폐지
5.7

→ 6.8조
원

․

2 11대책

→

호당 지원
한도 확대

6
8천만
원

금리 인하

4.5
4.0%

→

․

․

8 18대책

상환기간
연장

최장 6
8년

12 7대책

→

주택
대상
확대

오피스텔
지원
가능

주: 서민(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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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소득)의 전세금 지원도 2 11대책,

․

8 18대책 두 차례를 통해 각각 수도권과 이외 지역을 적용기준과 내

․

용을 조정하였다. 2 11대책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전세보증

․

금을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8 18대책에서는
광역시 등의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한도를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

원 이하로 조정하였다.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도 초기에 발표된 8 18

․

에서는 1천 호 수준이었으나 12 7에서 1만 호로 크게 확대하였다.
시장이 정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정책이
다시 발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정책 효과를 방해한 것이다.

178

3

정책과제

(1) 정책목표의 재정립: 연착륙을 통한 시장안정과 주거 서비스
산업의 육성
차기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이다. 즉 과거와 같이
“단기적인 가격안정”에 둘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 수
준 향상”으로 설정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물론 주택
가격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가격의 급
격한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
격조절을 거시경제적 차원이 아닌 법률이나 제도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이미 시장의 경기 변동이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하
위시장이 발단됨으로써 일률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시장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졌다.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요구받고 있는 복지수요를 주택
정책에서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이다. 주거는 인간생활의 기초적인 요
소로 한 나라의 주거수준은 보편적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
자를 지원하는데 주력함은 물론 전체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환경이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을 시장기능에 위임할 영역과 공공이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구분하고 공공부문의 재원과 정책 서비스는 서민층 이하의 주거복지에
집중하되 중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한 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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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 있어 이와 같은 주
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나 양적 충족으로 인해 주택이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불
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계들의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사
회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가계의 지나친 부
동산 자산 의존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가계의 부동
산 자산 축소를 일괄적인 매각에 의존하게 되면 급격한 가격 하락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매각 이외에 임대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
환 유도, 연금 형식의 유동화 등 다양한 처분 방식에 대한 제도 마련과
시장 환경이 요구된다.

자료: 한국노동패널(2009)

<그림 9> 가계의 자산구성 추이(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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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거서비스 관련 산업의 육성이다. 보유 중심의 주택소비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소비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다
양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계층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에서부터 고급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의 등급별 다양화는 물론, 초단기임대에서부터 장기임대에 이
르기까지 임대계약기간에 대한 유연성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UBRC17) 등 대학이나 지역단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다
양한 주거 프로그램과 주거 관련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요구된다.

(2) 계층별,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수립과 실천
지금까지의 계층별 주거복지 로드맵은 주로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에게는 자가 주택소유를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였다. 물론,
중상위층이 다주택보유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케 하기도 하였으나 투기 수요 억제와 경기 활성화 수단이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그 역할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공식화되지는 못하였
다. MB 정부 들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시 되자 계층별 주거복지정책에서 연령별 고려가 추가되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주거복지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
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 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생애
특정 기간이 아닌 전 생애를 거쳐 안정적인 ‘주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요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7) 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대학교가 사업주체가 되어 은
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니어 커뮤니티가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은퇴자 커뮤니티와 대학이 모두 시너지효과를 얻도
록 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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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현행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로드맵과 향후 전개 방향
<추가>

<현행>
목표

주거안전망 구축

내집마련 촉진

주택가격 안정

소득
계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수요
특징

임대료 부담
능력 취약계층

자가구입
능력
취약계층

정부지원시
자가구입가능
계층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10분
위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로 확대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 계층,
교체수요 계층
중대형 민간분양
(규제개선 등)

․

다세대 단독주택
분양
주택

중소형
민간분양
(택지,
기금지원 등)

물리적
스톡중심(주택공급)
수혜대상에 대한
서비스(물적 금융
기타) 중심

→

공공분양
공공임대
(지분형, 전세형)
임대
주택

＋

＋

민간
임대

국민임대
영구임
대

주체

공공부문 주도

지원

재정, 주택기금, 택지

주택
규모

㎡ 이하

전용 60

공공

＋ 민간

주택기금, 택지

～ ㎡

전용 60 85

민간부문 주도

지방화, 분권화

규제개선

시장 기능 활용

㎡ 초과

전용 85

공공재원의
효율성 강화

주: 음영부분이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영역임.
자료: 주택업무편람을 참조하여 재구성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등이 도래하
면서 계층과 연령을 초월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의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공공복지의 생산구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

공공임대주택의 1채에 지원되는 정부 부담(재정 국민주택기금)은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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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에 이른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인해 공공택지 판
매수익과 국민주택기금의 축적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
나 부동산 경기의 쇠퇴로 인해 과거와 같은 재원 조달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효율적인 계층별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재원조달, 기존 스톡의 활용 등 좀 더 적극
적인 실천 방안이 요구된다.
1) 임대주택 공급 수단의 다양화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소득 4분위 이하계층에게 공공부분이 직접 건
설하거나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형식의 공급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택
지비와 계획기준이 높아 호당 건설비용이 높은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주택 재고 대비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을 확보18)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충하던지 아니면 공급단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택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간 택지의 장
기 임대 혹은 시가지내 유휴 국공유지 혹은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건설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건축비를 낮추는 것
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민영주택과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너무 높은 계획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원인이다. 따라서
임대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 기준은 다소 낮추고 건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상품(조립식 주택 혹은 가변형 소형주택 등)으로의
전환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민간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바우

18) MB정부는 2018년을 목표로 적정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을 전체 주택의 약
12%정도로 삼고 있음. OECD국가 평균이 약 11%수준임. 이를 위해서는 적어
도 연간 8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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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대한 도입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4분위 이하일지라도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지 않고 민간의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확대될 예
정이다. 따라서 민간에서 저려함 임대료로 제공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 내 시유지나 혹은 개인이 보유한 소규모 필지(자투리 필지)등을 공
공이 지정하는 계층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건설자금 지원
이나 건설기준 등 및 조세감면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와
비슷하게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오히려 토지가격이 규제 완화된 만큼 상승하여
높은 임대료의 극소형주택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
서 저렴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2) 중산층의 자가 보유 지원 현실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임차로 남으려는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임대시장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
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자가거주비율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은퇴 고령 가구들의 부동산을 처
분할 때 이를 받아줄 후속 계층을 견고히 하는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
토해 볼 사항이다.
중산층의 자가 보유 확대는 이제 건설지원보다는 금융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으로 주요 정책수단의 전이가 요구된다. 계층별로 연령별로 요
구하는 주거수준의 차이가 큰데다가 주거선택에 있어 개인들의 선호요
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일부 공공
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분양주택정책을 유지하되, 사회초년생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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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가구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증가 등을 감안하여 생애첫주택구입자금
의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하거나 지원조건의 다양화19)할 필요가 있다.

․

2011년 12 7대책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를 당초 4.7%
에서 4.2%로 조정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존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20), 대출한도는 호당 2억 원이며 주택가격의 70%
이내)하자 올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8배나 증가하

였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대출의 증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및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생애 첫 주택구
매자금을 지원대상이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지역별, 연령
별 소득수준별로 다양화 시키고 지역별 계층별 주택수요자 수준에 맞
게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직접 거주하는 주택(主거주
주택, main home)에 대해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소득공제21)

폭을 확대해 줌으로서 자가에 따른 주거비용의 인정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립적인 생황이 가능한 중산층의 노인가구들을 위해서는 역모
기지 및 Sale and leaseback 등 주택을 활용한 금융상품 활성화와 연금
수령시기가 도래하기 이전22)에 노후 주거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납입금
에 대한 저리 융자 및 주택자금 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건
19) 3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 상품, 단계적 금리조정 모기지, 장기할부 주택 및 모
기지 보증 지원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20)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투
기지역 이외 지역에서 6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음
21) 자기가 직접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을 가계의 소비 혹
은 저축의 형태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것임
22) 현재 민간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55세 이며 국민연금의 수령개시와는 약 5년
정도의 공백기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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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모든 연령의 중산층의 자가 보유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품질의
민간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자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하
며 동시에 수요자가 주택자금의 80%정도를 융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기 모기지 상품 개발이 요구23)된다. 현재 공급자 금융은 부동산 경
기 침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방안 부재 등의 이유로 제대로 공급되
고 있지 않으며 수요자 금융역시 LTV와 DTI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하다.
한편, 주택보급율이나 자가 보유율 지표로 볼 때 향후 주택수요는 첫
주택구매자(First Home Buyer)보다는 주택교체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현행 신축분양주택시장은 교체수요자들의 진입이 제한
을 받는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이 되지 않고서는 청약
자격을 얻지 못한다. 주택교체수요들은 입지, 주변 환경, 공간의 쾌적성
등에 대한 향상된 기능을 요구할 것이며 다양한 고급주택의 공급이 요구
된다. 따라서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분양가 규제, 청약제도 등을 폐지하
여 고품질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3)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주거복지의 연계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주거 지원을 통한 저출산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의 시도가 요구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의 붕괴는 저출산이
가져온 가장 큰 재앙이 되고 있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출산
을 더 꺼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23)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여전히 선진국의 80%수준에 불과하여 양적
으로 충분치 못한데다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자가 보유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주택수요자들의 금융여건 개선이 불가피함.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주택소비자 금융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선진국들이 주
택가격의 70%이상을 대출해 주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50%
미만만 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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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안에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의 보강을 통해 주
거 지원이 보육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주거 지
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지원 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노인들의 일자리와 세대 간 통합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보육서비스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이는 노인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
론 젊은 세대와 소통하게 함으로써 고령사회를 좀 더 활기차게 만드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설계 기준에 좀 더
육아지원을 지원하고 여성의 가사 부담 등을 분담할 수 있는 협업 커뮤
니티 공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또한 육아
등의 공동목적을 가진 계층들이 수요에 맞는 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이러한 상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
이 요구된다. 노인이 되어 주택에 머물러야 할 시간은 생애 그 어느 시기
보다 길어졌다. 따라서 과거보다 더욱 편리하고 기능적인 주거공간에 대
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인 주택이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항시적으로 돌봐야하는 고령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시설
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료 노인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독립
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가구나 고소득층이 아닌 중

․ 서민층의 보편적

인 노인 가구에 대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주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살던 곳에 머물러 살려는 노인인구들이 증가하
면서 기존 주택의 개보수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 개
축 및 리폼 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
존의 주택연금이 주로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향후 주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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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주택의 개보수까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
한 대형주택은 일부를 수익형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동
산 자산을 수익화하고 유동화 하는 것은 물론 주거 공간을 공유(share)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등의 정비와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의 확대가 요구된다.
<표 9> 연령별 연도별 자가 거주율 및 주택 보유율(전국)
구분

자가
거주율
(%)

주택
보유율
(%)

연도

전 체

35세
미만

35~45세

45~55세

55~65세

65세
이상

2000년

56.9

23.1

47.6

66.9

73.9

73.9

2004년

60.0

29.3

51.6

67.4

75.2

74.6

2008년

58.6

29.2

49.1

60.9

76.1

71.5

2009년

57.2

24.6

46.1

58.3

72.9

74.2

2000년

59.9

27.0

52.6

69.2

75.8

74.3

2004년

63.3

33.1

57.4

70.7

77.5

75.4

2008년

63.0

34.4

55.7

65.9

78.7

73.9

2009년

61.3

28.6

52.8

62.8

75.9

76.3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년도

(3)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주택시장 안정
1) 신노년층의 노인주거 복지
2010년부터 만 55세에 이른 베이비부머(’55~’63년생)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한다. 통계청(가계금융조사, 2010) 자료에 의하면 베이
비부머 가구의 총자산은 전체 가구의 27%에 해당되며, 부동산 자산의
27.2%, 금융자산의 26.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이들
계층의 자산운용의 향방이 부동산이나 금융시장, 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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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클 것이다. 또한 이들이 은퇴 이후에 어디에서 거주하느냐 하
는 공간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은퇴
에 대하여 아직까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
이 주류를 이룬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 부족, 소비감소에 따른 경
제성장 저하, 저축률 감소, 빈곤 노인층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생애주기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매년 현재소득과 순자산, 그리고
미래소득을 포함한 생애 총자산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이 금액으로
일생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얼마만큼의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파
악, 이에 따라 소비활동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소득이 소
비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동안 축적해 왔던 저축 또는 자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고 보유주택도 처분하여 소비를 유지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런 시각은 마찬가
지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주택처분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를 받아
줄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가정이 현실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
음이 여러 실증분석들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부터 은퇴가구들이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자산을 이용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연구 결과 은퇴가구들은 생애주기이
론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자산을 늘렸음이 발
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면서 리차드 탈러(Richard
Thaler)교수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자산계정(Mental Accounting)’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산을 유형별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며 번 만큼 소비하고 위기상황이 닥치면 소비를 먼저 줄
인다고 한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 특별한 위기 상황이 닥치
면 그제야 주택이나 연금과 같은 자산계정을 이용한 소비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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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주택이 단순 자산이 아니며 ‘정주’라는 인간생활의 기본 그
릇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역시 이전과는 다른 신노년층으로 이들이 주
축이 되는 고령화 사회는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모든 가구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매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
의 정년퇴직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시기간의 격차(약 5년)가 존재함에 따
라 부동산의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거주주택의 규모를 줄여나가려는 시
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
면서 주택이나 부동산 등은 좀처럼 처분이 쉽지 않다. 매도자 역시 손
실회피 경향이 커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
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고령가구들의 자산처분 및 유동
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가구
들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특히 거주 목적의 주택보
다 거주 외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고령가구들의 거주안정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다.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가구(보유주택

․

과 거주주택이 불일치하는 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중 고령대 가

구에서도 이 비율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거 안정성이나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계층들은 주택구
매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착 임차로 거주함에 따라 주거
만족도나 주거 안정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거주 목적
이 아닌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처분이 쉽지 않을 경우
에는 가계자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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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 자산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것과 함께 거주주택과 보유주택
을 일치시키는 주거소비의 정상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10> 지역별 연령별 부동산 자산구성 비중(%)
전체

전국

서울

수도권
(서울 제외)

지방
광역시

지방
소도시

35세 미만 35~45세

45~55세

55~65세 65세 이상

부동산자산

87.7

77.4

86.6

89.8

89.9

91.4

거주주택

71.7

68.6

73.2

72.5

69.9

73.3

기타부동산

16.0

8.8

13.4

17.3

20.0

18.1

부동산자산

90.6

80.0

88.1

92.7

94.0

95.6

거주주택

79.7

71.8

74.1

80.4

82.2

88.6

기타부동산

10.9

8.2

14.0

12.3

11.8

7.0

부동산자산

91.0

83.5

91.2

93.2

94.0

92.9

거주주택

76.9

73.5

79.2

76.8

74.2

79.2

기타부동산

14.2

10.0

12.0

16.3

19.7

13.6

부동산자산

85.4

77.0

84.9

86.2

85.3

89.7

거주주택

72.3

69.9

71.9

70.6

70.7

77.2

기타부동산

13.1

7.1

13.0

15.6

14.6

12.5

부동산자산

84.4

68.3

80.8

86.8

87.3

89.7

거주주택

61.8

59.4

65.8

63.6

57.7

62.5

기타부동산

22.6

8.9

15.1

23.3

29.6

27.2

자료: 한국노동패널(2009)

2) 고령가구들의 주택정비 지원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
으로 우리사회는 인구의 고령화만큼 주택이 노후화 되어가는 주택의 노령
화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주택재고는 약
1,388만 호이며 이중 30년이 경과된 주택수는 9.7%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10년 안에 30년 이상 된 주택수는 약 500만호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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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체 주택재고의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우
리나라는 가구수 증가보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수의 증가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신축 주택의 건설보다는 기존 주택의 성능향
상이나 개보수가 더욱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90년대 공동주택
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의
고령화는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예상된다. 반면 수명이
연장되면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생애 총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주택
에 요구하는 공간적 니즈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재정비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유형별 경과연수별 주택수 및 비중
구분

5년 이하
6~15년
16~30년
(2005~2010년) (1995~2004년) (1980~1994년)

(단위: 호 %)
30년 이상
(1979년 이전)

합계

전체

2,174,160
(15.7)

5,383,734
(38.8)

4,976,596
(35.8)

1,349,081
(9.7)

13,883,571
(100.0)

단독
주택

301,950
(8.0)

876,094
(23.1)

1,455,633
(38.3)

1,163,435
(30.6)

3,797,112
(100.0)

1,719,228
(21.0)

3,652,353
(44.6)

2,690,159
(32.9)

123,323
(1.5)

8,185,063
(100.0)

137,483
(7.9)

805,201
(46.0)

766,094
(43.8)

41,338
(2.4)

1,750,116
(100.0)

아파트

․

연립
다세대

주: 전체에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도 포함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재정비는 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늘어나는
용적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해 자력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
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의 기대감이 낮고, 용적률의 여분이 없을
경우 주택 등의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져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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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최악의 경우 주택 등의 소유자(조합원들)는 자기 지분의 상당 부분을
공공시설이나 신축건축비에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24)가 될 수 있다. 이미 주요 도시의 재정비 대상 주택들은 상당

금액의 추가부담금25)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부동산 경기가 점점 쇠퇴하는 것과 맞물려 주택 등의 소유자 역시
고령화되면서 추가부담금의 조달에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은
퇴 전후의 시점에서 상당금액의 추가부담금과 공사기간 동안의 이주
부담 등을 감내할 주택소유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부분의 주택단지들은 거주자의 고령화와 함께 노후된 주택의
재정비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가구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모델이 요구된다.
가. 지분총량제 방식의 적용

지분총량제 방식은 현재 주택소유자들이 용적률 상승이나 공공 지원
없이도 추가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자력개발방식(self financing)의 하나
로써 현재 보유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남은 지분의 주택을 처분, 혹은
임대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낮고 추가부담금 조달이 불가능한 고령화(은퇴 세대) 세대가 낡은 주택
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유효 사업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원은 오직 재건축 사업을 통해 1채만의 주택을 되돌려 받
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주택규모를 확대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

24)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주택재고 멸실 및 고급화로 인해 나타나는 저소득 가구
의 비자발적 이주를 일컫는 말
25) 수도권의 경우에는 85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약 1.5억 원~2
억 원 정도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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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에 이러한 배분방식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중대형 주
택의 재건축 사업이 증가하면서 가구원수가 감소한 조합원들의 주택규
모선택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모보다 더 적은 주택
을 선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선택이 지분청산밖에는 없는 것이다.
보유한 주택을 통해 임대수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자녀와 인근에 거주

㎡

하고자 하는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60 이
하의 주택에 한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보유를 허용하는 관련법을 개
정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2
주택까지만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신이 보
유하고 있는 지분 하에서 건립주택수의 제한을 푸는 것이다. 세대별 기
반시설의 확충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이 취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추
가부담금을 임대주택의 임대료로 장기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안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에서 지분총량제로 늘어나
는 임대용 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 투명화를 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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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부담금의 장기 분할납부와 이자 지원

현재 재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을 공사를 착수함과 동시
에 완공기간(약 3년) 동안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
구당 평균추가부담금의 규모가 1~2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3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한 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사 기간
동안 이주를 해야 하므로 이주비(서울시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2억 원임)
도 조달해야 하는데 공사비와 이주비를 모두 합하게 되면 단기간 내 조
달해야 하는 자금규모가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재정비 사업이 착수
되면 오히려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증가,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결
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부담금의 절대적인
규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공사기간에 집중되는 이자부담을 분산하고
장기간 분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요구된다.
즉 금융기관이 공사 기간 내 공사금액에 대해 건설사에게 대출을 실행
한 후 대출금 상환은 입주 후 장기분납형태로 조합원들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공사기간 중에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이
자와 이주비 이자만 납부하고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공사 원금에 대하
여 주택구입 모기지와 같은 형태로 장기 분납하는 형식이다. 부담금의
대출한도는 금융기관들이 조합원들의 소득과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판
단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은 자기 소득수준과 지불능력에 적합한 신축주
택의 규모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소득수준이나 지불수준을 넘어
서는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
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 조합원들은 공사기간에 집중되는 이자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추가부담금을 살면서 천천히 분납하게 되므로 주택처
분에 대한 압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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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사업의 자금부담 경감 방안(예시)>

3) 중고주택시장의 관리와 유통 선진화
주택의 양적 공급이 충족되면서 앞으로는 주택의 신축 보다는 기존
재고주택의 유지관리와 유통에 대한 정책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 동안은 공동주택 중심의 유지관리가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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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단독주택이나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수요가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업체들
의 육성과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택관련 정보가 대부분 매매가격과 매물 중심으
로 구축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용 주택에 대한 가격과 매물 정도 등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규제가 작동될 수 있는 정보 인프라가 전혀 갖
추어져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서
민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임대료 자료는 매우 취약하여 정확한 시장변동조차 파악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26) 이처럼 재고주택의 유통과 거래에 대한 정보망 구축,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 다음은 여전히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소유 중심의 신축주택시장
에 대한 유통시스템의 체계개편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
급률이 110%에 근접, 그 동안 양적 부족시대에 이루어졌던 총량적 공
급위주의 공급정책을 새로운 주택수요 환경변화에 맞추어 변경, 계층
별 지역별 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구 구성이 가족중심에서 1인 가구나 비혈연 가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바,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공급의 원칙을 폐지하고 개인이
나 기업이나 모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자유롭게 구매

26) 국민은행이 매월조사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가격조사샘플수는 전
국 3,825개(아파트는 16,530개)이며 규모별, 지역별로 세분하여 보면 표본수는
더욱 작음. 아울러 소액보증금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중개없이 직
거래 하는 경우도 많아 공식적인 가격통계로는 전체적인 시장임대료의 변동
을 파악하기 어려움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97

․

[제2권] 거시 금융

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0호 이
상의 신축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청약조건, 입주자 모집절차 및 기준, 분양방법 등)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이원화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민영주택의 공급 규제에 포함되었던 투기억
제용 규제를 정상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만을 제시하는 “공정거래 및 유통”의 근거법률화 하여야 한다. 민영
신축 주택시장은 기존의 청약제도를 폐지하여 신축 주택으로 교체를
원하는 개인(무주택자나 주택보유자 구분 없이)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개인 혹은 기관)를 대상으로 시장을 다원화 하고, 지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반면 무주택자 등 서민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현행 청약제도 등
을 개편하여 공공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공주택 또한 주택공급을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하여 지역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게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례 등으로 위임하는 분권화 정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파트 건설을 지원하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기준 등은 전면
적인 개편이 요구된다.27)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준주택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주택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에
는 아파트 중심의 주택건설기준에 예외를 적용하는 형태로 이러한 상
품을 공급, 아파트 규제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등 부작용
이 늘어나고 있다(예시; 주차장이나 경비실 등 반드시 필요한 주거 인프라

27)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한 일본의 맨션주택은 연간 공급물량의 47%를
J-REIT’s 가 구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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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뚜렷한 대체방안 없이 건설기준에서 적용을 배제 받고 있어 저품질의
소형주택공급이 늘고 있음). 따라서 경직되어 있는 기존의 주택개념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주거유형에 적합한 주택들이 계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건설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소득이 증가
하고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주택의 입
지, 주변 환경, 공간의 쾌적성 등에 대한 향상된 기능을 요구할 것이므
로 다양한 성능과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분양가 규제
역시 폐지가 요구된다.

자료: 두성규.김현아(2012)

<그림 10> 주택공급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4) 부동산 세제의 개편
향후 부동산 세제개편은 크게 세제의 고유한 목적을 회복하고 소득이
감소된 노령가구들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 이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본방향의 설정이 요구된다. 첫째, 한 가구의 경상소득과 그
가구가 소유한 주택 자산가액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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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결과28)에 주목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주택에 대한 종합
적 세제 개편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득자이려니 또는 재산가이려니 하고 추
정하여 과도하게 보유세 부담을 급증시키면 형평성의 문제, 납부세액마
련(liquidity)의 애로에 따른 조세저항문제, 또 민간소비지출 저하와 같은
민간부문에의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을 감안해야 할 것
이다.29) 특별한 소득 없이 보유한 주택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고령가
구들의 경우 과도한 보유세 부과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려니와 주택을 1
채 보유하였더라고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차별적인 과세기준
을 적용받는 것(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신청 불가, 양도세 비과세 배제 등)
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측면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가구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및 이
연제도 등 다양한 세부담 완화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가계자
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복지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현실에서
실제거주 주택 및 일정소득이 없는 노령층에 대한 다양한 감면혜택을 부
여하여 고령화 시대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
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는 단순히 보유 여부에 따른 판단에서 벗어

28)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 pp85-100
29) 3천만 원 연봉의 가장을 둔 가구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중형이상에서 살다
보니 종부세대상자일 수도 있고, 억대 연봉소득자가 기러기아빠이다 보니 원
룸에 살게 되어 주택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는 사회이기 때
문임. 즉, 세제당국이 한 가구의 경제적 처지나 입장을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연간소득이나 주택의 외형가액으로만 속단하거나 예단하여 차등과세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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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이용 현황(나대지, 건축부속 토지 등)등 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
루어져야 할 것이다.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비개량 토지인 경우
와 주거용, 상업용 등의 이용중심 부동산은 재산세 등 보유세나 양도세
등 자본이득세의 역할이 달라지므로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점차 부동산은 자산가치의 상승보다는 이용에 따른 현금흐름을 중
시하는 자산으로 이전에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부동
산에 대한 과세근거가‘자본’소유에 대한 과세인지, ‘자본으로부터 나오
는 서비스 흐름’의 이용에 대한 과세인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나대지와는 달리 ‘만들어지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주
택에 대한 보유단계의 중과세는 주택자본형성을 장기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GDP) 흐름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단순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폐지를 떠나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 정
상화 측면과 기타 금융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요
구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역시 소득공제방식을 도
입. 단순히 보유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아닌 실 거주 주택에 대한 세
제혜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거주 목적의 주택시장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에 대한 조세적 지원의 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 임차방식이 전세인 시
장의 경우 다주택보유자들이 갖는 임대시장의 순기능을 활용하면서 제
공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연계가 요구
된다. 예를 들어 재고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
는 임대용 주택의 경우 임대료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등 개인보유의 임
대주택들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주택
자(2~4호 보유)의 경우 해당 주택을 정부가 제시한 임대조건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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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기간(예를 들어 6년 이상) 임대할 경우(예: 시장임대료의 90% 수준,
혹은 임대기간 장기계약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의 검

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
에 대한 부가세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주거용 부동
산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10~40%까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 법인세
율(10~22%)을 고려하면 20~66%까지 고율이 적용되고 있다. 법인의 부
동산 소유 억제 정책은 과거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투기를 방지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되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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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정책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정책목표의 재정립

－ 주택 가격의 연착륙
－ 주거 서비스 산업의 육성
계층별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수립과 실천

－ 임대주택공급 수단의 다양화
－ 중산층의 자가보유 지원 현실화
－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주거복지의 연계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주택시장 안정

－ 신노년층의 노인주거 복지
－ 고령가구들의 주거정비 지원
－ 중고주택시장의 관리와 유통선진화
－ 부동산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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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 인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대외부문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1990년대에는 GDP대비 무역규모가 40%선을 넘지 않았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침체가 이어졌음
－ 정책적 대응으로 2002년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03년 카드사태 발발 이후 내수 침체가 지속됨

○ 따라서 GDP대비 무역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90%
를 넘음

□ 그러므로 외환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통화정책의 한 목표로서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있어 중요한 정책과제임

○ 외환시장의 건전성 혹은 안정성 확보는 자본시장의 자율성과 함
께 추구되고 있어 그 실천이 어려움

－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유지는 이론적으로 양립하
기 어려운 정책과제임

○ 한은법 개정에 따라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로 명시화됨

－ 그러므로 외환시장의 안정도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볼 때, 통
화정책의 목표로서 설정될 수 있음

206

2. 외환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
(1) 외환시장의 변동성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화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
○ 베어스턴스사의 인수합병 사태 이후, Fannie Mae, Freddie Mac의
유동성 위기 사태,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 동유럽국가들의 모라
토리움 위험 증대 등의 이벤트 마다 원화는 큰 폭으로 약화됨

□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수출입을 모두 위축시킴
○ 선물환, KIKO 등 외환파생상품을 통해 환헤지를 행한 수출기업
들은 원화약세 전환으로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함

－ 손실을 기록한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제공이 중단되는 사태로
인해 원화약세에도 수출은 위축됨

○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환헤지 상품의 비용을 상승시켜 수출기업
이 환율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마저 제함됨

－ 따라서 수출기업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됨
(2) 해외자본 투자의 변동성

□ 금융위기 중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회수가 우리나라 외환시장
에 크게 영향을 미침

○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 회수 우려가 증대되어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됨

－ 국고채 만기가 분기 말에 집중되는 점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시점(9월 15일)이 겹치는 점이 지적됨

○ 외국인 투자의 위축은 환율 상승을 가져옴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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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위축 시 외국인 투자는 부채와 같은 성격을 가져 우리나
라 국가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3)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금융기관의 단기채무가 증가
○ 2005년 이후 원화강세 지속에 따른 선물환 거래 증대가 원인임
○ 금융위기 중 발생한 단기외채의 회수는 환율상승을 가져옴
－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높은 예대율과 단기외채가 위험요
인으로 지목됨
(4) 외환관리 수단의 부재

□ 자율변동환율 제도의 채택, 자본시장의 자율성 등으로 외환시장의 개입
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함

○ IMF는 여전히 자유로운 자본시장을 지지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및 경제주체의 외환차입에 대한 모니터링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3. 외환 건전성 강화 대책 평가
(1) 외환 보유고의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로서 외환위기를 방
어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음

○ 단기순외채, 수입액 등으로 평가되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교할
때, 2배가 넘는 수준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중 2,000억 불까지 하락하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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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졌음

○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를 예방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환율변동성을 축소시켰다고 보기는 힘듦
(2) 외환시장의 직접 개입

□ 금융위기 중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직접개입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
을 추구함

○ 대량 매도 포지션 구축(알박기)
－ 대량의 달러 매도포지션을 구축해 원화약세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의 쏠림현상을 막음

○ 자산운용사 달러 매수의 장외처리
－ 환헤지 해외펀드의 판매로 인한 선물환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
해서 달러를 수요하던 자산운용사의 달러 수요를 장외에서 따
로 처리해 외환시장의 불안요인들 하나를 제거함

○ 달러 직접 매도(도시락 폭탄)
－ 달러 매도의 효과(환율하락)를 극대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
용함

□ 직접개입은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될 수
는 없음

○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외환시장의 방향성과 반
대로 개입할 때는 자원이 고갈될 수 있음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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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스와프라인 설정

□ 한국은행과 미국연방준비은행 간의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라인의 설
정이 외환위기 우려를 불식시킴

○ 외환보유고에 비해서 적은 규모였으나,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
국연방준비은행과 통화스와프라인의 설정은 상징성이 컸음

－ 다만, 일방적인 수혜차원의 통화스와프이므로 상시적으로 운
영되기는 어려움
(4) 자본 규제

□

금융위기중 문제로 지적되었던 은행의 대외부채 및 외국인 채권
투자의 회수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실
시함

○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 거시건
전성부담금 부여 등임

○ 규제 실시 후 자본유출량의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려웠으나, 은행
의 대외부채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는 효과는 있었음

4. 외환건전성 제고 정책 방안
(1) 민간 외환보유의 증대

□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민간의 외화 자산 보유가 늘어야 함
○ 외환보유고는 보험과 같은 역할로서 위기예방기능은 있으나 환
율 안정 기능은 미흡함

○ 금융위기 중 엔화 변동을 보면 해외자산 보유는 해외투자자의 투
자회수로 인한 환율변동을 상쇄시키는 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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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모니터링의 강화

□ 금융기관의 외환 만기 구조 및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위기 중 금융기관의 외화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 1년 미만의 단기부채를 만기별로 세밀히 관리해 단기적인 만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환파생상품의 취급 시 거래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과도한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통화스와프라인의 확대 및 지역 금융안전망 확보

□ 국제적인 신인도 증대를 위해서는 주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라인을 확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미국연방준비은행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가 많은 중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라인을 확대 및 상시화가 필요함

□ CMIM의 실용성을 강화해 지역 금융안전망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현재 ASEAN＋3가 CMIM을 통해 지역금융안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중임

○ 구체적으로 실용적인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야 할 것임
(4) 외환정책 당국과 시장의 신뢰관계 유지

□ 외환정책 당국의 신뢰도 유지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것임
○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시장의 쏠림현상
을 가중시켰음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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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화국제화를 통한 통화불일치 문제 완화

□ 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를 통한 통화불일치 문제 완화도 검토해야 할
것임

○ 통화불일치 문제가 완화되면 외환시장의 변동이 경제에 악영향
을 주는 것으로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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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수출입 총액이 2010년에 1조 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과 비교했을 때, 총무역의 규모는 2011년에 GDP와 대비할 때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후 무역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점차 확대되
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내수의 확대와 무역의 확대가 균형
을 이루면서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대에 머물러 있었
다. 1996년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앞두고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GDP대비 무역의 비중이 증가했다. 1997년 말 IMF의 외환위기를 맞으면
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경
제의 내수가 위축되었다. 원화 약세는 수출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내수
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기 시
작했다. 2000년대 초반의 IT버블 붕괴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위축되었고

<그림 1> 우리나라 GDP대비 수출입 비중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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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내수 부양정책을 GDP에서 무역
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카드사태의 후유증
으로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시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카드사태의 후유증으로 내수침체를 보
였으나, 세계경제는 BRICs로 대표되는 신흥성장국들(Emerging market)의
등장으로 세계경제는 저물가와 고성장을 지속하는 소위 ‘골디락스 경제
(Goldilocks Economy)’를 지속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GDP대비 무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90%까지 확대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급성장했으며, 우
리나라의 제 1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무역이 위축되는 듯 했으나, 우리나라 경제는 저금리 지속에도 불구하
고 민간부채문제로 인해서 소비 진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10년 이후
경기회복도 대외부문의 증가세에 의존했으며 이로 인해서 GDP대비 무역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외부문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록 외환위험의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물가관리를 책임으로 명시했으며, 자본
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거의 완전히 개방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고정환율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변화해 왔다. Frankel(2010)의 서베
이에서 선진국과는 달리 신흥국들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활용한 공개
시장 조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축통화 혹은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굳이 신흥국이 아니더라도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
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전에는 통화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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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고 자본시장을 거의 완전히 통제하고 환율을 안정화시켰다. GDP대
비 수출입 량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외환시장의 개방되어 있지 않을 때는
대외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1980년대의 미국 대부업사태(Saving
& Loan Crisis)등이 GDP대비 수출입비중에 눈에 띄는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

다. 그 당시 환율 정책이나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낮아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에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화 되었으며 환율제도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되었다. 글 이후 발생한 IT버블 붕괴 및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수출입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화된 자본시장으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
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부문의 영향력이 큰 경제권에서 외환의
건전성 유지는 대외위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이다.
한편 외환시장의 건전성 유지라는 과제는 Frankel(2010), Filardo and
Genberg(2010) 등에서 지적하듯이 신흥국들이 구사할 수 있는 통화정
책의 3가지 중에서 자본시장의 자율성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이 개방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시장
의 영향을 축소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1년
도에 한국은행 법을 개정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 안정에 더하
여 금융안정을 추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는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구사될 때 국
내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외환경에 변동
에도 외환부문의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
적인 통화정책이 대외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 전반적인 거
시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외환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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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하며, 제 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해서 시행된 외환부문의 건전성 강화 방안들을 나열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을 유지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책들을 나열한다.

2

외환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은 큰 폭으로 향상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민간 기업들도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100%
내외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큰 충
격을 주었다. 2008년 초반에 달러당 원화환율은 900원대 초반에 머물
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기로 인해서 미국경기가 위축되면서 대
부분의 전문가들이 연초에 2008년에 원화환율이 8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베어스턴스의 인수합병 사태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으며, 국제기축통화인 달러
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원화의 환율은 달러에 대해서 큰 폭으로 절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은행의 단기부채, 높은 예대율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2007년
말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투자된 자금의 회수가 나타났으
며 원화의 약세를 가져왔고, 충분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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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재발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외환시장의 변
동성, 해외자본 투자의 회수, 금융권의 차입과 외환관리수단의 부재 등
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시킨 위기들을 살펴
보겠다.

(1) 외환시장의 변동성
원화환율은 금융위기 이전에 변동성이 낮았다.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
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베어스턴스사가 인수합병되는 사태가 발발
한 이후 원화환율은 2008년 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베어스턴스사의 인수합병으로 미국의 정책당국이 부실금융
사를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어 소폭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미국
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채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공금융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식으로 인
해서 환율이 다시 한 번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리먼브라더스 사
의 파산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국의 정책당국이 부실화된 금융기관를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높아졌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서로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국제기축통화인 미 달러
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하고 은행에 제공되었던 부채들이 회수되었다. 원화환율은 달러당
1,500원 이상으로까지 확대되었고, 환율이 큰 폭으로 절하되면서 우리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다시 발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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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허인 (2010) ‘외환시장 변동성심화배경과 정책대응’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 중 원화환율 추이

결국 한국은행과 美 연준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
었으며 이로 인해서 외환위기 발발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원화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변동폭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서 켜졌다.
<표 1> 원화환율의 변동폭의 변화
2005년 1월~2008년 2월 2008년 3월~2008년 말

2009년 1월~6월

평균일일변동폭

2.77

13.89

13.31

평균환율

968.28

1134.12

1351.11

자료: 허인 (2010) ‘외환시장 변동성심화배경과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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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무역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2003
년 카드사태 이후 우리니라는 내수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출입
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의 흑자가
지속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
들의 자본유입이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한 태도의 완
화 주식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실물경제에서 무역흑자를 지속하면서 우
리나라 원화환율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다. 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황
에서 원화환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자 수출업계에서는 환위험의
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GM대우, 대형 조선사 들은 선물환을 이용
해 환위험을 헤지하였다. 중소기업들은 선물환 거래로 일어나는 비용
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외환파생상품들이 발전하기 시
작했다. 풋 옵션과 콜 옵션을 결합한 상품인 KIKO(Knock In & Knock
Out)는 일부의 환위험만을 헤지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헤지 상품을 거래한 수출기업도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선물환을 거래해 낮은 환율에 미리 달러를 매도해 놓았
던 기업들은 환율이 상승하자 평가손실을 경험하였으며, 원화 약세의
폭이 커지면서 환차손의 규모도 급증하였다. KIKO를 거래한 수출기업
들은 원화약세 폭이 Knock In이 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계약금액
의 2배에 달하는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계약환율로 매도를 해야
했다. 그러므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규모의 금융손실을 기록
하였다. 특히 금융위기 중 기존에 주문되었던 수출 물량이 적어지거나
취소되면서 환율변동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이미 매도되었던 선물환 계
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예상한 수준을 벗어난 환율의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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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방향성으로 볼 때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었으
나, 환헤지 노력을 했던 수출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금융기관의 환헤지 상품의 비용의 상승을 가져
와 향후 환위험에 대해서 헤지수단마저 잃게 만들었다. 금융위기 중에
선물환, KIKO등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동 외환파생상품들의 거래는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일부 은행들은 선물환거래를 완전히 중단하였으며, 공적금융기관인 수출
보험공사(현 무역보험공사)에서 조차 환변동위험에 대처한 보험 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였다. 공적금융기관의 환변동보험 상품은 민간은행의 선물
환 거래를 통해서 이뤄졌으므로 환율의 변동 폭 확대로 인한 민간은행의
선물환 거래비용 상승은 해당 상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선물환, 옵션 등 외환파생상품의
비용을 상승시키며 이러한 비용 상승은 기업의 환율 변동에 대한 헤지
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환율변동위험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2) 해외자본 투자의 변동성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자유화 했다. 따라서
해외자본의 국내투자가 자유로운 상황이다. 해외자본 투자는 낮은 비
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며,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
워지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전 세계의 경제 규모를 확대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Frankel(2010) 등 많은 논문에서 지적하듯이
현실에서는 해외자본의 유입은 경기호황기에 집중되고 경기불황기에
자본의 유출을 발생시켜 경기 변동 폭을 더 크게 만든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식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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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채권시장
에서는 약 7%대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
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비율은 상당히 큰 편이며, 현물시장에서도 영
향력이 크지만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 금융위기
중에 우리나라 자유로운 자본시장으로 인해 자본 이동의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는 언론에서 해외자본의 채권투
자가 중단되면서 큰 폭의 자금이 빠져나가 외환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2008년 9월에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

자료: 허인 (2010)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규제 논의동향’

<그림 3> 외국인 주식투자와 원화환율 추이

한편 우리나라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은 분기 말에 만기가 도래하
며, 2008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국채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화해 투자를 회
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위태로운 글
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의구심마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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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외환시장 및 국내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허인, 박영준
(2009)에 따르면 외국인의 채권투자의 변동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주

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의 자본투자는 금융위기 발발 시에는 부채와 같은 것으로 외환건
전성에 위험요인이다. 그림3에서 보듯이 외국인 주식투자와 우리나라 원
화환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앞서서 설명한 외국인 채권투자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대외부채이며, 외국인 주식투자도 위기 시에 큰 폭으로
유출되어 자금흐름으로 봤을 때 부채회수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외국인의 투자회수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부문에서
대외채무가 회수되는 것과 같은 자본흐름이므로 외환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자본투자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기업들의 대외부채가 부실화되면서
이들에게 부채를 조달해 준 금융권이 동시에 부실화되었다.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에는 대외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예대율과 금융기관의 단
기 외화차입의 증가를 지적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원화예대율은 117%이며 외화대출과 예금을 포함할 때 123%
이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며, 신흥국들 사이에
서도 높은 수준이다. 높은 예대율은 안정적인 예금공급에 비해서 대출
이 많은 것을 뜻하므로, 예대율이 높을 경우 대출금의 부실화되면 은행
이 예금지급에 대한 불신이 생겨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
융시장의 상황이 불안해지면 예대율이 높은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자체
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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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허인, 양다영 (2010)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그림 4> 각국의 예대율 (2009년 기준)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권의 외화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크
게 늘었다. 금융권의 대외채무는 2006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국
내은행의 단기대외채무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대외채무가 크게 증
가하였다. 금융기관의 단기채무의 증가는 금융위기 중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듯이 수출기업들의 선물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기업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은행은 현물 환
율에서 선물환 포인트를 감안하여 원화로 바꿔줄 것을 약속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이 선물환 거래를 통해서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즉 만기일의 환율이 거래된 선물환율보다 하락하게 되면 은행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물환을 거래해준 은행은 선물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거래시점에 외화를 조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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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꾼 후 원화자금을 선물환 만기시점과 같은 시점
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투자한다. 그러므로 선물환거래가 증가할 경
우 은행은 외화유동성에 여유가 있지 않다면 외화부채로서 외화를 조달
한다. 국제자금시장에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국내은행보다 낮은 금
리로 외화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경우 많아 국내은행보다 낮은 비용으로
선물환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선물환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의 단기외채가 더욱 많이 증가했다. 물론 선물환 거래에
따른 외화부채의 증가는 선물환을 매도한 수출기업이 만기일에 달러를
공급한다면 은행의 부채상환에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는 수출기업이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매
도한 선물환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단기부채의 증가가 외환건전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단위: 백만 불)

자료: 한국은행(ECOS)

<그림 5> 금융기관 순 대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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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관리 수단의 부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유출입이 자유롭다.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하거나 외환변동성을 줄여 외
환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허인, 박영준,
양다영(2010)에 따르면 아직까지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역외 현물환시장
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역외 선물환(NDF: Non-Delieverly Forward)시장
이 활성화 되어 있어 NDF시장의 영향력이 제도완화에 따라서 점차 커지
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이미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NDF시장에
개입을 통해서 환율안정성을 추구하려다 큰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외환당국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큰 폭의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어
외환시장에서 그 영향력은 존재한다. 그러나 한정된 자금으로는 국제자
금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는 거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
규제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부 자본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는 IMF의 기존 입장이었던, 자유로운 자본시장에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고 신흥시장의 경우 자본의 유출입이 경기변동을 확대시킬 수 있
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한정된 규제만을 취할 수 있도록 허
용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대외부문이 중요한 국가이
므로 국제사회의 기준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
제사회에서 설정한 기준보다 더 제약적인 규제를 행하기는 어려운 입
장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기업 및 은행의 외화차입
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부의 모니터링은 국내
기관의 경우 건전한 외화차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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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징후의 파악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된 외환시장과 자
본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외환관리 수단
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3

외환 건전성 강화 대책 평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한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외환위
기를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대기업들은 관치금융으로 제공받은 부채
를 이용해서 경영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었으며, 수출비
중이 높은 대기업들은 외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 외환보유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반
적으로 민간 기업의 부채비율은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
의 외환보유고가 대외부채를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다. 다시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쌓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8년에 2,600억불까지 외환보유고를 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환
위기 당시와 비견될 만큼 원화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베어스턴
스 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원화환율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수준인
달러당 1,000원 수준을 넘으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정부의 외환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장관과 차관이 1997
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정책을 담당했던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
었다는 점도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의 일부였
다. 당시 강만수 장관은 환율상승에 대한 평가를 피했으나, 사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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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원화약세를 지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중경차관 또한 이데
일리 정책세미나에서 ‘강통화정책은 인기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침체
를 가져온다’ 고 언급하면서 약통화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시켰다. 한편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위협하고 있었고 국제 농산물 가격
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상승하는
듯 물가불안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원화약세를 지지하는 정책
은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Frankel(2010)에 따르면 당시
최중경 차관도 언급했듯이 통화약세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힘들며 신흥국들은 약통화로 인해서 관리들이 경질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약통화정책으로 고물가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최중경차관이 경질
되었으며, 시장과의 소통의 부재를 원인으로 강만수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지속되었다. 2010년 1월에 들어 윤증현 장관으로 장관이 교체
되면서 외환당국과 시장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평가를 받았다.
외환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현물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시도했다.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2008년 10월 30일에 통화스와
프를 맺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
에 해외자본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자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본규
제도 실행하였다.

(1) 외환 보유고의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008
년 3월에는 2,6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고는 국가전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

227

․

[제2권] 거시 금융

체의 단기차입규모 혹은 3개월의 수입 등을 기준으로 그 적정성을 평
가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3개월 수입액은 약 1,000억 달러 수준이었으
며 우리나라의 금융권의 단기순외채도 1,000억 달러 수준이었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2,600억 규모의 외환보유고는 회자되는 기준으로 볼 때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보여진다.

자료) 허인 (2012) ‘Korea’s Mom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그림 6>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외환시장의 상황은 충분하다
고 인식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자체는 2000억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환보유
고를 가지고 있던 채권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였다. 극단
적으로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외환보유고를 제외하면 유사시
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외환당국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유사시에 모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큰 자산임을 강
조했다.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강세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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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었다. 그러므로 외환보유고로 편입되어 있던 유로화 등 달러 이외의
표시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했다. 물론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소진되기도 했다. 금융위기 중 외
환보유고가 급락하자 언론에서는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중에 외환보유고 2,000억 달
러 수준을 지키면서 2009년부터 금융시장이 호전되고 외국인 투자자금
이 유입되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자 외환보유고도 이전 수준을 회복
했으며, 2010년 중에도 꾸준히 증가해 3,000억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높은 외환보유고의 유지 및 확대가 외환위기를 막는 데 필요했다. 외
환보유고가 없었다면 금융권에서의 외화부채 회수 및 외국인 투자자금
의 회수 등으로 발발할 수 있었던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외환당국
도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외환위기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은행과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되기 전까지 외환위기의 우려를 잠재울 수
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외환보유고의 확대는 외환위기를 막는 데는
필수적이나, 외환시장의 안정을 성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외환보유
고는 알려진 한도가 존재하기에 외환위기를 발발시키지 않는 보험역할
을 하지만, 외환시장의 달러를 공급하는 공급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2) 외환시장의 직접 개입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극단적인 원화의 약세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예상이 원화약세에 몰렸다. 극단적으로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원화약세
를 예상한다면 외환거래를 통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달러 수요가 발생
하게 되고 달러 공급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원화에 대
한 약세 기대를 되돌리기 위해서 직접개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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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량 매도 포지션(알박기)
외환시장에서 원화약세를 기대하고 있을 때, 달러 매도만으로 대응
할 경우 유한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시장의 기대를 반전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환시장에 달러 매도만으로 개입하지 않고 시
장의 기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대
량 달러 매도 포지션의 구축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대량 매도 포지션을 구축
하는 것을 ‘알박기’라고 불렸다. ‘알박기’란 외환당국이 거래되고 있는
환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달러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외환당국이 그 이
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외환시
장의 원-달러 딜러는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초 외환
당국은 당국이 필요시 외환거래를 할 은행들을 미리 선정하게 되어 있
다. 또한 원-달러 딜러들은 외환시장을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HTS(Home Trading Service)를 이용하는
것처럼 어느 수준에서 매도 혹은 매수 포지션이 누가, 얼마만큼 내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입은행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환율의 대
량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원-달러 딜러들은 그 포지션이 외환당
국의 개입의 의한 것인지 추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화의 약세를 기
대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시장참가자인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래 한도로 외환당국의 구축한 매도 포지션을 전부 소화하고 달러를
매수할 수 없으면 투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량 매도 포지션이 구축된 환율 이내에서 환율이 움직
일 것을 예상하고 투기적 거래를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투기
적인 거래자의 원화약세 예상을 제한함으로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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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의 한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알박기’는 환율의
추가상승만을 막는 방법이다. 즉 현재의 환율수준이 너무 높아 낮추고
싶을 때는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현물환 시장의 개입으
로서 NDF시장의 영향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한편 ‘알박기’ 식 개입은
시장의 기대의 쏠림현상을 단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성공적일 때
는 실질적인 달러 매도는 발생하지 않아 외환보유고를 손상시키지 않
는다. 이러한 점들이 금융위기 중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보유
고를 유지하면서 ‘알박기’를 자주 행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자산운용사 달러 매수 장외처리
평소에는 달러를 필요로 하지 않다가 금융위기 중에 달러를 매수했
던 구매자 중의 하나가 자산운용사이다. 2005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달러 공급이 많아져 원화가 장기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외펀
드를 장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증시가 호황을 보이고 원화가 강세
를 지속하면서 대부분의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비해서 원화환산 수익
률이 높지 못했다. 그러나 원화환율이 유지되었다면 수익률이 높은 경
우가 많았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은 원화환율의 변동위험에 헤지 전
략을 추가해 판매했다. 환헤지된 해외펀드는 원화강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증시에 대한 분산투자의 수단으로 선호되면서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환헤지를 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해외
펀드의 만기를 감안하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예상해서 선물환을 매도하
는 방법으로 헤지를 하게 된다. 환헤지를 해서 판매된 해외펀드의 자산
의 가치는 금융위기 중 글로벌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다 같이 위축
되면서 급락했다. 해외펀드의 투자자들도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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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금융위
기 중 해외펀드의 자산가치가 최고치에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
다. 이러한 해외펀드의 자산가치의 하락은 자산운용사가 예상한 수준
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즉 선물환을 매도할 당시에 예상했던 해외펀
드의 자산 가치와 비교할 때, 금융위기 중 해외펀드의 자산 가치는 더
하락했다. 따라서 매도했던 선물환보다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펀드의 가치가 더 하락해 있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환매 혹은
만기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매도된 선물환 포지션을 되돌려
놓아야 했다. 결국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포지션을 되돌리기 위해서 외
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해야 했다.

자료: 허인, 박영준 (2009)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그림 7> 해외펀드 순자산가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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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달러 매수는 수출입 업자의 달러 실수요와는 다르게 투
기적인 수요자처럼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자산운용사들은 금융시
장의 경험이 많은 시장참가자들이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될 시점에서 즉
달러 매수공급이 있을 때 대규모로 달러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
국 시장의 안정화에 있어서 자산운용사들의 달러 매수 수요가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외환당국은 자산운용사는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었
으므로 이들의 협조를 구해서 외환시장 마감 후 그날의 시장평균환율로
달러를 공급해 주었다. 이로서 불규칙적으로 달러를 매수하면서 환율의
안정을 어렵게 하던 자산운용사의 달러 수요를 제어할 수 있었다.
자산운용사의 달러 수요는 매도된 선물환 포지션를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했으므로 지속적인 수요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
치가 효과적이었다. 즉 지속적이고 한도를 알 수 없는 달러 수요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달러 수요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특수하게 일어난 수요이므로 다
시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발한다고 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3) 달러 직접 매도 (도시락 폭탄)
가장 직접적인 개입이 방법이 달러 매도이다.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예상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달러 공급이 사라졌다. 따라
서 외환당국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외환시장에 달러매도 개입을 하였
다. 투기 심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은 같은 양의 외환개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므로 원-달러 딜러들이 점심식사
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도개입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시
장참가자들이 이러한 개입을 ‘도시락 폭탄’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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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직접 달러를 매도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한도가 있는 외환보유고로는 지속할
수 없는 개입이다. 따라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3) 통화스와프라인 설정
금융위기 중에 외환위기를 잠재운 것은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통화스
와프라인 설정이었다. 2008년 10월 30일에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확산되
자 미 연준은 중요한 신흥국으로의 외환위기가 발발하여서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로중앙은행
과는 한도가 없는 통화스와프라인을 설정하였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
는 신흥국과도 한도를 설정하여 통화스와프라인을 설정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과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라인을 설정했다. 미국과 맺
은 통화스와프라인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의 규모인 2,000억
달러와 비교할 때 1/7수준이나 그 상징성은 규모에 비해서 컸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라인의 설정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달러의 발권
력을 보유하고 있는 효과를 발휘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
라인의 설정으로 달러 발권력을 갖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외환공급을
보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외환위기의 발발에 대한 우려가 잠식되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화스와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화를
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통화스와프라인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기 힘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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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 규제
금융위기 중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
유출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우리나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유입이 재개되었다. 자본유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기상황이 제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혹은
금융상황에 관계없이 투자자금이 회수될 확률이 높아진다. 해외투자
자금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투자가 회수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의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금
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당국은 외국인의 자본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 2>와 같이 자본규제를
실시하였다.
<표 2>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 규제 및 기대효과
규제

선물환포지션
규제

내용

시행일

기대효과

자기자본의 50%(국내은행),
250% (외국은행 국내지점)

2010년 10월

자기자본의 40%(국내은행),
200% (외국은행 국내지점)

2011년 7월

은행의 단기부채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14% (이자소득),
대한 과세부활
20% (거래소득)
0.20% (1년 미만)
거시건전성 부담금 0.10% (1~3년)
도입
0.05% (3~5년)
0.02% (5년 이상)

2011년 1월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력 제한

2011년 8월

은행의 외화부채 만기 구
조의 건전화 및 외화부채
환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지원 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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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의 단기대외부채의 증가는 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출기업
들의 선물환 매도로 인해서 유발되었다. 한편 2008년도에 우리나라 은
행들의 단기부채의 증가가 외환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외환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단기부채를 제
어할 필요가 있었다. 은행의 부채증가가 선물환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었으므로 선물환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한도를 은행의 자기자본에
따라서 설정하면 선물환 거래로 인한 단기부채의 증가가 은행의 건전
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제가능하다. 한편 국내은행의 경우 역내에 자
기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역내에 자
기자본의 규모는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대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
자본에 따라서 설정하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과 국내은행의 경우 보다
한도를 높게 설정하였다. 2010년 10월부터 규제를 실시하였고, 2011년
7월에는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를 20% 축소하였다.
2)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
2008년도 9월에 외국인 채권투자가 회수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글
로벌 금융위기 중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우려 중 하나였다. 외국인 채
권투자가 회수되면 외환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었
다. 그러므로 외국인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2009
년 3월부터 외국인 채권투자 소득에 부과하고 있던 세금을 면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9년 면세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의 불안 요인은
많이 사라졌으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가 유
입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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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의 거시건전성 부과금 부여
은행의 거시건전성 부과금 부여는 가장 최근에 시작된 규제이다. 금
융위기 중에 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금융
위기 중 금융권의 과도한 부채조달을 규제하는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
으나, 허인, 양다영(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2장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이므로 은행의 부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은행권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러므로 금융위기 중
문제를 보였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대해
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2011년 8월부터 부과된 거시건전성은 2012
년 3월에 처음 징수되었으며, 징수된 부과금은 외환의 부족 사태가 발
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모아질 계획이다.
허인, 안지연, 양다영(2011)에 다르면 이와 같이 외환의 안정성을 도
모하기 위해서 3가지 규제 중 선물환 규제는 채권시장으로의 외국인
자본유입량에 영향을 주었으나,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은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과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행기간이 짧아 통계분석을 행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허인(2012)에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순대외채무 자
료를 통해 보면 은행의 단기채무의 비중이 거시건전성 부과금이 부과
되기 이전인 2011년 2사분기에는 60%에 달했으나, 2011년 4사분기에는
금융기관의 전체 채무 중 단기채무의 비중이 43%로 하락했다. 특히 외
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장기 외화부채를 거의 조달하지 않았었으나,
규제실시를 전후해서 장기차입을 하고 있다. 은행권의 외화차입의 만
기구조가 장기화 된다면 외환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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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허인 (2012) ‘Korea’s Mom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그림 8> 금융기관 순 대외채무 (단위 백만 불)

4

외환건전성 제고 정책 방안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이 취했
던 조치들 중에서 직접 개입과 통화스와프라인의 설정 등의 조치는 금
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활용된 조치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환건
전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응급조치로서 외환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위기상황이므
로 그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
후 외환보유고의 증대, 부채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었으므로 글
로벌 금융위기 중 다시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외환위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에도 원화환율이 폭등했다. 따라서 대외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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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할 수 있는 외환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조치
들에 더하여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1) 민간 외환보유의 증대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그 성격상 지속되는 달러
공급처가 아니고 비상시에 국가 부도사태를 막는 데 쓰이는 보험과 같
은 것이다. 그러므로 외환당국인 위기 시에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서 달
러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상황이 국가부도사태인 것과 다름
없이 인식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외환건전성을 유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외환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
문에서 외화자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여서 국내투자자들이 외환을 공
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중에 우리나라 원화환율과 일본의 엔화는 달러 대비 환율
을 볼 때 서로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엔화는 달러대비 강세를 보였다. 심지어 2011년에 발발한
동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일본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이후에도 엔화는
강세를 보였다. 엔화 강세의 이유를 살펴보면 일본의 장기 저금리로 발
생한 엔케리트레이드가 금융위기 혹은 대지진 사태 등으로 인해서 투
자가 회수되면서 엔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엔화가
강세인 것이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일본의 투자 위축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가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외부충격으로 위축된다면 원화는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공급은 주로 금융기관의 대
외차입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우리경제가 취약해 지면 부채상환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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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외환조달비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환공급을 차입에 의존하는 패턴
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외화자
산을 보유해 국내 투자자들 간의 외환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외환거래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외환공급자가 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민간의 외화 자산보유를 유도해
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모니터링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공급은 많은 부분이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외부채의 건전성이 유지되면 외
환공급이 지속될 것이고 외환건전성도 유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
기관의 외화차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서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환 대출 관련 민기구조 모니터링 강화
우리나라 금융감독에 있어서 만기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은 1년 미만
을 단기부채로 1년 이상을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의 자
료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차입의 비중이 전체 외화차입에서
80%를 상회했었다. 한편 1년 미만의 부채 중에서도 만기는 다양할 수
있다. 은행이 외화부채를 제공할 때도 그 만기가 다양할 것이다. 결과
적으로 같은 단기채무, 혹은 대출이라 하더라도 만기 구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년 만기 채무와 1개월 만기 채무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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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은행은 1개월 만기인 채무를 조달하여 1년 만
기의 대출을 발생시켜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운영된다면 감독당
국의 모니터링에서는 걸리지 않는 만기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는 비교적 적은 만기불일치의 문제도 유동성 위기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모니터
링이 요구된다.
2) 외환 파생상품 모니터링 강화
은행의 외화대출 뿐 아니라 외환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외환파생상품 중의 하나인 선물환에 대한 규
제는 실시되고 있다. 선물환 이외의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거래에 있어
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KIKO와 같이
완전하지 못한 환헤지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위험고지 의무를 준수하
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금융위기 전에는 은
행이 외화부채 차입에 있어서도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했었다. 이러한 대출상품은 그 특성상 위기발발 시 자동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외환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금융
기관이 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출을 가지고 있는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
다. 외환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환헤지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거래
기업이 환율변동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거래규모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규제당국은 외환파생상품이 출시될 때 권고사항 혹은 규제가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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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스와프라인의 확대 및 지역 금융안전망 확보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높게 쌓고 있으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제협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특히 외환보유고는 유동성이 높은 자
산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보유비
용을 낮추고자 한다면 외환보유고의 유동성 훼손되어서 외환보유고로
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외환건전성을 공고히하기 위
해서는 외환보유고를 보조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1)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라인 확대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국제기축통화의 발권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통화스
와프의 힘은 외환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거의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인
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통화스와프로서 미국인 얻는 실질적인
이득은 금융위기의 확산방지 뿐이므로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는 것이 어
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보다 더 충분
하여서 유사시에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
과 외환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외환건전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
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정부는 일본과 통화스와프라
인을 확대한 바 있다.
2) CMIM의 실용화를 통한 지역금융안전망 확보
개별국가의 통화스와프와 더불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강화를 통해
서 시장에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

ASEAN 3는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를 통해서 금융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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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CMIM은 외환위기 발생 시 통화스와프를 통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협력구조였다. 2011년 센다이의 장관회의에서
이런 위기해결 기능과 더불어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2012년에 위기예방기능을 구체화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CMIM의 위
기예방기능의 도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이외
에도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협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
호를 줌으로서 외환건전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에 추가적으로 IMF비연계비중을 높일 것을 합의했으므로, 이때 CMIM
을 좀 더 실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 외환정책 당국과 시장의 신뢰관계 유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금흐
름과 비견될 만한 위험요인이 당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부분이었다. 우리
나라의 외환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이므로 외환당국이 방향성을 결정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유로운 자본시장을 유지하면서 환율
을 시장의 힘과 반대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환율의 설정은 정책당국의 신뢰만 붕괴시킬 뿐이다. 시장
과의 신뢰관계가 지속될 때 비로소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
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원화국제화를 통한 통화불일치 문제 완화
궁극적으로 외환건전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역이나 국제투자에 있어
서 원화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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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역을 할 때 결제통화로서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외환을 조달할 때 통화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려면 원화를 국제통화로 만들어서 거
래, 투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인, 박영준, 양다영(2010)에서 원화국제화를 통해서 외환시장의 통
제력은 상실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인의 채권수요가 금리를 결정
할 만큼의 영향력은 없음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
장을 자유화해 이미 외환시장에서의 통제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허인
등(2010), 허인, 백승관, 양다영(2011)에서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
제수준이 통화국제화를 추진하기에 아주 뒤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었
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통화국제화에 성공하여 자국 통화
로 부채를 조달하여 통화불일치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장
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화 되어서 원화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
다면 외환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통화국제화는 전면적인 실행보다는 단계적인 실행으로 부작용을 최
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
보다 채권시장이 발달해 있으며 최근 해외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으므로
채권투자 관련된 원화결제의 수요의 경우 거래를 자유화해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높이는 것이 원화국제화의 첫 단계로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된다. 채권시장의 국제화 성공 여부를 판단해 이외의 원화 수요로 확대
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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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민간 외환보유의 증대

－ 해외투자확대를 위한 여건 검토
－ 해외 투자가능 분야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 외환 대출 만기 구조 모니터링 강화
－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검토 및 감독 필요상황을 검토
해야 할 것임.)

통화스와프라인의 확대 및 지역금융안전망 확보

－ 통화스와프라인의 확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지역금융안전망의 확보

(CMIM을 2014년에 다시 증대하기로 했으므로 이
때를 기점으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

외환정책 당국과 시장의 신뢰관계 유지

－ 정책당국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과제임.
원화국제화를 통한 통화불일치 문제 완화

－ 채권시장에 대한 원화거래 국제화 실시
(효과를 검토할 필요 있음.)

－ 원화국제화 범위확대

(채권시장의 효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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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1. 문제 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성장보다는 안정이 우선시 되는 경향 확산
○ 외환위기로 붕괴되다시피 한 금융시스템의 재정비가 어느 정도 이
루어진 후 우리나라는 ‘성장’에 무게를 둔 금융산업 정책을 추진

－ 금융허브 육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의 정책을 통해 금융산업의 성장을 추진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

－ 영․미 선진국에서는 지난 십여 년간 급성장한 금융부문을 효
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반성 하에 금융규제가 강화되
었고 BIS를 통한 글로벌 금융규제 표준의 강화도 진행

∙ 글로벌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금융규제 강화라
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수 없는 상황

□ 금융규제 시스템을 건전성 규제 그 자체와 규제를 집행하는 감독체계의
두 부문으로 분류할 때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등)의 경우 글로벌 표준(바
젤

Ⅲ 등)이 강화되었고 이를 우리나라도 수용하여 규제 개선 작

업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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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가 느슨한 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감독
체계의 문제점에도 기인한다는 인식 아래 영․미 등 주요국에
서는 이미 감독체계 개편안을 확정짓고 이를 추진

○ 금융감독체계의 경우 건전성 규제와는 달리 글로벌 표준을 확립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 따라서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건전성 규제와는
달리 우리 실정에 맞는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음.

○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이해관계의 충돌과 견해의 차이로

감독체계 개편은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금융부문에 있어 차기정
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

□ 저축은행 부실도 현행 감독체계의 한계에 기인
○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감독부실의 문제도 현행 감독체계
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저축은행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

○ 한편 저축은행 문제는 건전성 규제의 적절성과도 관련지어 논의
가 필요

－ 저축은행은 그 동안 영업구역의 제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작은 비중 등으로 인해 예금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가 적용

－ 하지만 저축은행이 대형화되고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 상황
에서 현행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

○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동일한 예금보호한도의 적용을 받는 현재의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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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으로 지목되어 온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
후 여러 형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성 측면
이나 산업구조 조정의 측면에서 미완의 영역으로 잔존

－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이를 통해 미완
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가짐

○ 차기정부는 금융부문의 건전성 강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
면서 금융산업의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
할 것임

－ 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음

○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 같은 관점 － 건전성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 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또한 완결되지 못한 제도적 정비를 끝맺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
요한 정책과제

○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도 제도적 정비의 한 부분이며 저축은행
규제의 재정비를 통해 규제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성도 제고하는 효과를 도모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부문의 제도적 정비에 있어 저축은행과 금
융감독체계 영역을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부문으로
삼고 정책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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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저축은행 부실과 구조조정의 문제점

□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자산 추이
○ 근래 십여 년 간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일반은행은 꾸
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그간 변동성
도 심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은 하락 추세

○ 여신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일반 은행보다
월등히 높으며 십여 년 간이 추세를 보면 그 변동성도 심함

－ 또한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자기자본 비율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최근 몇 년간 증가세 시현

○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은행
권은 건전성 회복에 성공한 반면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들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 금융구조조정이 건전성 제고로 연결
되지 못한 상황

○ 한편 2000년대 이후 저축은행의 자산은 빠르게 증가
－ 저축은행 사태 이전까지는 저축은행의 자산증가율이 일반 은
행의 자산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

－ 저축은행 자산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저축은행의 수는 지속적
으로 감소

∙ 외환위기 당시 1997년 230여 개의 저축은행은 2010년 말
기준으로 105개로 감소

∙ 저축은행 수는 줄어든 대신 점포수와 거래액 및 거래자 수
는 확대

○ 이는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업계가 재편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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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

－ 일반적으로 자산규모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중
요한 요소 중의 하나

－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저
축은행의 대형화가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지 못한 셈

－ 오히려 M&A 등을 통한 대형화가 잠재적 부실을 제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저축은행 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큼

□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 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기
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저축은행의 가계대
출 영업기반을 상당히 잠식

－ 게다가 은행에 대한 여신금지업종제도가 폐지(’98.1)되면서 저
축은행의 배타적인 여신영역이었던 업종들이 은행에 의해 잠
식당함

－ 은행의 저축은행 영역에 대한 진출은 단순히 시장잠식의 문제
가 아니라 우량고객의 이탈을 초래

∙ 소위 ‘cherry-picking’이라고 일컬어지는 은행에 의한 우량
고객의 선점은 비우량 고객이 다수인 영업기반 만이 남은
결과를 가져와 저축은 행의 건전성을 위협

○ 이 같은 외부 영업환경 악화 속에서도 저축은행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함

－ 그 와중에 부동산 경기 호황을 타고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한 결과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현재
의 부실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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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위기는 업계가 ‘04년 7월~05년 6월’ 기간 동안 약
3500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부터 본격화

－ 이후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주도의 대형화 과정’

○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구조조정의 수
단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을 추진

○ 이를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파격
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형
화를 꾀하면서 업계 구조조정을 유도

－ 부실 저축은행을 계약 이전을 통해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는 인수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출 또는 출연방식으로 자금지원을 실시

－ 또한 저축은행간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보다 활성하기
위해 2005년 12월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

∙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한 뒤 국제결제은
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내
에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주식 취득을 허용

○ 정부는 한편으로는 대형화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삼
으면서 대형화된 저축은행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
로 대두

○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았던 대형 저축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폭을 확대

－ 정부는 2005년 11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
하면서 이른바 88클럽(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에 속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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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법인에 대한 동일인 여신
한도를 폐지

○ 여신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 호황을 타고 빠르게 증가하던 부
동산 PF 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의 비중을 높이는 데 큰 일조

－ 급격히 증가한 PF대출은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부실화되
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큰 타격을 초래

□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한 강도로 적용

－ 하지만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에 걸맞게 건전성 규제가 재조정되지 않았음

○ 우선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BIS 자기자본비율만 하더라도
저축은 행의 경우 5%로 적용되어 오다 저축은행 부실이 불거진
이후에야 2010년 9월에 7%로 상향 조정

－ 일반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8%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도 저축은행에는 일반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

－ 상대적으로 느슨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부실
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지연시킴

○ 저축은행의 차주가 평균적으로 일반은행의 차주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규제격차는 건전성 측면에서 저
축은행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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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문제점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세계 주요국들은 위기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 감독체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

－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
한 논의가 2008년 말부터 시작

○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일이 아니나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감독체계 개편은 과거의 논쟁과는 또 다
른 측면을 내포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의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가
시작

□ 정책과 감독의 혼재
○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금융위/금감
원의 이중구조이며 이는 정책과 감독의 혼재로 인한 부작용을
양산

－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
와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물리적으
로 결합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정책과 감독의 이해
상충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

○ 특히 금융정책을 통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금융안정이
라는 정책목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대표적인 예가 2003~2004년에 걸쳐 최악으로 치달았던 신용
카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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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태는 단순히 금감원의 감독실패라기 보다는 금융
정책을 통한 성장전략에 금융감독이 희생된 구조적 실패

○ 저축은행 부실도 정책을 감독이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함으로
써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큼

－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라는 정책방
향에 대해 건전성 감독의 측면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
한 결과

－ 오히려 정책의 성과를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건전성을 희
생하는 행태를 보임

○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책
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전성 감독 기능이 제대
로 발휘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됨

○ 거시건전성의 관점에서도 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는 중요
－ 통상 정책에 의한 리스크는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
내에서 상당 기간 꾸준히 축적(build-up)되는 경향을 가짐

－ 또한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기능이
감독기능을 압도하는 경향도 나타나며 정책에 의해 위법이나
탈법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기가 어려움

－ 건전성 감독이 경제정책의 하위목표로 자리매김하는 경우 경
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에 감독당국이 제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 내지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 경기순
응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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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부재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
면서 기존의 미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제도적 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

－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된 감독체계의 개편도 거시건전성 감
독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간의 정
보공유와 업무협조의 원활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와 유사한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경우 각 공공기관(정부,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등)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세 기관 간의 협력관계의

틀을 운영

－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지만 그 동안 한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3. 정책 방안
(1)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 저축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현재의 7%에서 일반
은행 수준인 8%로 상향 조정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설정
－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일반은행
과 동일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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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
○ 은행보다 건전성 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에 대해 현재의 예금보험
한도 5,000만 원을 축소

－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고 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
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예금보험 한도를 대폭 축소
(3,000만 원 이하)

(2)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 정책과 감독의 분리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금감원의 이중구
조 해소

○ 현재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이관하고 금융위/금감원을 통합하여 단일 금융감독기구로
개편

－ 감독기구 내부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위원회 조직(가칭 ‘금
융감독위원회’)을 두고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자 및 민간 전문

가를 위원으로 위촉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 조직
이 감독정책에 따라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형태

○ 단일 감독기구는 중앙은행에 버금가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감독을 관장하는 기구로 (가칭)‘금융안정위원회’ 설립
－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 정부 3자의 역할이 중층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종합적인 책무, 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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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위기관리 책무를 지는 기관

－ 각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록 공적 권위와 적절한 법적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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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외환위기로 붕괴되다시피 한 금융시스템의 재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
어진 후 우리나라는 ‘성장’에 무게를 둔 금융산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융허브 육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정책
을 통해 금융산업의 성장을 추진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다. 영 미 선진국에서
는 지난 십여 년 간 급성장한 금융부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
다는 반성 하에 금융규제가 강화되었고 BIS를 통한 글로벌 금융규제
표준의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우리나
라도 금융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규제 시스템은 건전성 규제 그 자체와 규제를 집행하는 감독체
계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등)의 경우 글로벌 표준(바젤

Ⅲ 등)이 강화되었고 이를 우리나라

도 수용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가
느슨한 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감독체계의 문제점에도 기인한다는 인
식 아래 영국, 미국 등은 이미 감독체계개편안을 확정짓고 이를 추진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문제는 금융
감독체계의 경우 건전성 규제와는 달리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
는 건전성 규제와는 달리 우리 실정에 맞는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해관계의 충돌과 견해의
차이로 감독체계개편은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금융부문에 있어 차기정
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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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통합 금융감독체계로 전환된 이후 매번 새로운 정부
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항상 논쟁적인 주제였다.
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개혁에 이르지는 못하고 논란거리를 봉합하는
수준에서 매듭지어졌던 것이 그 동안의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하면서도 소폭의 감독체계 개편이 있었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는 감독
체계는 아니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에서 금융감
독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관련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로 인해
2011년 5월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감독혁신 방안
을 내 놓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차
기정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감독부실의 문제도 현행 감독체계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문에서 논의하겠지만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이 혼재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저축은행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저축은행 부문의 부실이 현
재 우리나라의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단순한 감독실패가 아니라 감독체계의 한계에 기인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문제는 건전성 규제의 적절성과도 관련지어 논의가
필요하다. 저축은행은 그 동안 영업구역의 제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
는 작은 비중 등으로 인해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임에도 불구하
고 시중은행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받아 왔다. 하지만 저축은행
이 대형화되고 저축은행 육성 차원에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 상황
에서 현행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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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금보호한도의 적용을 받는 현재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으로 지목되어 온 저축은행은 외환위
기 이후 여러 형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성 측면이
나 산업구조 조정의 측면에서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2011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몇 차례의 영업정지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저축은행의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
는 이슈이기도 하다.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이를
통해 미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차기정부는 금융부문의 건전성 강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면서
금융산업의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물
론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성장이 반드시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지는 것
은 아니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개념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면,
성장의 관점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하지만 건전성의 관점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리스크가 추가되는 측
면이 있으므로 정책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즉 특정 정책적 조작
(manipulation)을 통한 성장의 추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 지속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더라도 금융건전
성 제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 같
은 관점

－ 건전성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 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또한 완결되지 못한 제도적 정비를 끝맺
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한편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도 제도적 정비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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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형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성 측면이나
산업구조 조정의 측면에서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문이다. 2011
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몇 차례의 영업정지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저축은행이 처한 영업환경, 경쟁력 등
을 고려할 때 건전성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슈이기
도 하다. 따라서 저축은행 규제의 재정비를 통해 규제가 구조조정의 수
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성도 제고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부문의 제도적 정비에 있어 저축은행과 금융감
독체계 영역을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부문으로 삼고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책실패는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두 부문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
후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저축은행 부실과 구조조정
의 문제점 및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논의
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차기정부의 정책
로드맵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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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저축은행 부실과 구조조정의 문제점
1)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자산 추이
현재 금융부문의 건전성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저축
은행이다. 최근 들어 업계 상위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큰 문제로 부각되
었지만 사실상 부실의 징조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감지되었다. 근래 십여
년 간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꾸준히 개
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그간 변동성도 심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은 하락 추세마저 보였다. 여신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도 일반은행보다 월등히 높으며 십여 년간의 추세를 보
면 그 변동성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은행권은 건
전성 회복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들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 금융구조조정이 건전성 제고로
연결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 저축은행의 자산은 빠르게 증가해왔
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까지는 저축은행의 자산증가율이 일반 은행의
자산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한편 저축은행의 자산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저축은행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1997년 230여 개의 저축은행은 2010년 말 기준으로 105개로 줄어
들었다. 반면 본점과 지점을 합한 점포수는 2010년 기준 370 여 개로
오히려 외환위기 당시의 340여 개보다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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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그림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그림 2>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수신 및 여신 거래액과 거래자 수도 2010년을 기준할 때 1997년에 비
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수신액은 약 2.8배, 여신액은 2.3배, 수
신거래자 수는 1.9배, 여신거래자 수는 3.2배 증가하였다. 저축은행 수
는 줄어든 대신 점포수와 거래액 및 거래자 수는 확대되었다는 것은 저
축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업계가 재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산 규모별 저축은행의 수 추이에서도 확인되는데 1조 이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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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저축은행 수는 증가한 반면 소형 규모의 저축은행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표 2>).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의 업계 구조조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긍정
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규모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되어야 규모
와 범위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력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대형화가 자동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동안의 여러 연구 및 사례를 통해 볼 때 통
계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자산규모와 여러 경쟁력 지표들 간의 상당 수

＋

준의 양( )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
대형화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며 확
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근래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지 못한 셈이
다. 오히려 M&A 등을 통한 대형화가 잠재적 부실을 제거하는데 걸림
돌이 되어 저축은행 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크다.

(단위: %)

자료: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그림 3> 상호저축은행과 은행의 자산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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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축은행의 거래액과 점포 수

(단위: 백만 원, 명, 개)

거래액

거래자 수

점포수

구분
연도

수신

여신

1996

28,605,965

28,116,010

2,374,916

375,237

10,272

236

100

1997

27,236,815

28,136,671

2,292,994

327,271

9,975

231

110

1998

25,624,948

21,878,831

1,962,822

244,317

7,971

211

101

1999

22,635,200

18,648,612

1,598,066

224,306

6,610

186

92

2000

18,802,882

15,700,986

1,561,525

457,896

5,781

147

118

2001

20,007,711

15,963,395

1,445,732

1,081,149

5,464

121

106

2002

22,477,230

19,199,271

1,571,379

1,836,232

6,607

116

113

5

234

2003

26,943,841

24,336,042

1,791,293

1,645,201

6,293

114

115

12

229

2004

32,640,926

30,165,803

2,066,709

1,623,144

6,060

113

116

17

229

2005

36,610,592

34,732,297

2,302,557

1,343,257

6,102

109

124

20

233

2006

44,512,570

42,653,987

2,655,880

1,110,583

6,851

110

142

26

252

2007

50,415,520

47,083,589

2,926,814

889,854

7,308

108

171

33

279

2008.12

60,897,665

54,676,747

3,559,736

853,401

7,464

106

194

35

300

2009.12

73,276,100

64,332,300

4,064,411

851,030

7,904

105

215

41

361

2010.12

76,792,400

64,625,600

4,299,799

1,034,740

8,587

105

230

41

376

주: 출장소는 점포수 합계에서 제외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수신

여신

임직원수

본점

지점

출장소

－
－
－
－
－
－

합계
336
341
312
278
265
227

<표 2> 자산규모별 저축은행의 수 추이

(단위: 개, 사)

03.6 03.12 01.6 04.12 05.6 05.12 06.6 06.12 07.6 07.12 08.6 08.12 09.6 09.12 10.6 10.12
2조~

자
산

－ －

1

1

1

1

2

1

4

6

7

9

10

10

11

11

1~2조

2

3

4

4

5

9

11

14

12

10

14

12

15

19

17

18

0.5~
1조

11

12

13

15

20

18

18

17

19

20

16

17

13

13

16

17

0.3~
0.5조

14

20

16

21

12

13

11

15

16

19

20

19

21

21

18

20

~0.3조

88

79

80

72

74

70

68

63

58

53

50

49

46

42

43

39

합계

115 114 114 113 112 111 110 110 109 108 107 106 105 105 105 105

자료: 김상조(2011)

2)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저축은행 부실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눈다면 외부적 요
인은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을 둘러싼 영업환경의 악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마친 일반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영업행태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영업기반을 상당히 잠식하였다. 게다가 은행에 대
한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폐지(’98.1)되면서 저축은행의 배타적인 여신영
역이었던 업종들이 은행에 의해 잠식당하게 되었다. 은행의 저축은행 영
역에 대한 진출은 단순히 시장잠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량고객의 이탈이
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위 ‘cherry-picking’이라고 일컬
어지는 은행에 의한 우량고객의 선점은 비우량 고객이 다수인 영업기반
만이 남은 결과를 가져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이 같은
외부 영업환경 악화 속에서도 저축은행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변
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와중에 부동산 경
기 호황을 타고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한 결과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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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부실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건전성 감독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저축은행의 위기는 업계가 ’04년 7월~’05년 6월 기간 동안 약 3,500
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의 저축
은행 구조조정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주도의 대형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다.1) 이를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
형화를 꾀하면서 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였다. 부실 저축은행을 계약
이전을 통해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수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
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출 또는 출연방식으로 자금지원을 실시

․

하였다. 또한 저축은행간 자율적인 인수 합병(M&A)을 보다 활성화하
기 위해 2005년 12월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다른 저
축은행의 주식인수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자기자본의 80% 및 다른 상
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만 허용하였으나2) 규정을 완화하
여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한 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내에 7% 이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 주식취득을 허용하였다.3)
정부는 한편으로 대형화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삼으면서

1)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부가 구조조정
의 주체가 될 경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M&A 방식을 선택한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 부실상호저축은행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또는 합병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초과취득은 가능하였다.
3)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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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된 저축은행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특
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마친 일반은행들이 리스크 회피성향이
강해지면서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영업행태가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상당히 잠식하였다. 따라서 정부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았던 대형 저축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폭을 넓혀 주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2005년 11
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88클럽(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에 속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규제를 완화하여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법인에 대
한 동일인 여신한도를 폐지하였다.4)
여신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 호황을 타고 빠르게 증가하던 부동산
PF 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의 비중을 높이는데 큰 일조를 하였다. 2005년
6.3조 원이었던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2006년에는 11.6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급격히 증가한 PF대출은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부실화
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물론 부동산 PF 대출시
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은행의 PF대출잔액도 크게 증가했지만 은행의 경
우 전체 대출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연체율 관리도 잘 되
었기 때문에 PF대출 부실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았다. 2010년 말 기준으
로 보면 저축은행의 PF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은행
의 경우 PF대출이 3.2%)에 이르고 연체율은 25.3%나 되었다.

4) 기존에는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법인 80억 원, 개인 3억
원의 여신한도가 있었으나 법인의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경우 5억 원으로 상
향조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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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 원)

자료: 리스크리뷰(2011, 봄호), 예금보험공사

<그림 4> 금융권역별 PF대출 잔액 추이

<표 3> 저축은행 대출잔액 변동 추이

(단위: 조 원)

’10.3

’10.6

’10.9

’10.12

’11.3

55.3

53.5

54.5

55.0

45.2

32.2

30.4

30.8

31.0

23.4

12.0

12.6

12.7

12.3

7.1

가계대출

7.4

7.4

7.7

8.5

8.4

기타대출

1.5

1.5

1.2

1.1

1.0

64.2

62.4

63.4

64.6

54.6

구분
기업대출
부동산관련업
대출
PF대출

합계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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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리스크리뷰(2011, 봄호), 예금보험공사

<그림 5>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과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3)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강
도로 적용되어 왔다. 그 이유는 우선 저축은행의 규모가 금융체계에 영향
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고 영업지역 및 영업범위(자산운용 등) 규제가 상
대적으로 일반은행에 비해 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대형
화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에 걸맞게 건전성 규제가 재조정
되지 않았다. 우선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BIS 자기자본비율만 하
더라도 저축은행의 경우 5%로 적용되어 오다 저축은행 부실이 불거진
이후에야 2010년 9월에 7%로 상향조정되었다. 일반은행의 경우 BIS 자
기자본비율 규제는 8%이다. 저축은행이 대형화됨에 따라 업계 상위 저
축은행은 일부 지방은행보다 규모면에서 큰 경우도 있다.5) 이 경우 규모
5) 2012년 5월6일 영업정지를 받은 솔로몬저축은행은 총자산이 5조 원에 육박하
며 이는 제주은행보다 큰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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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큰 저축은행이 은행업 규제를 받는 지방은행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도 저축은행에는 일반은행보다 완화된 기
준이 적용된다. 자산건전성은 금융업에 관계없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각 단계에 대한
기준은 업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예금수취와 대출업무를 하는 은
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이 보다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가
령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은행의 경우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반면 저축은행
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고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저축은행의 경우 FLC(Forward Looking Criteria)에 의한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체기간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도 저축은행에 대해 일반은행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정상/요주의, 요주의/고정의 경계로 삼고 있는
연체기간은 은행의 경우 1월과 3월, 저축은행의 경우 3월과 6월이다.
만약 동일한 차주가 은행과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아 연
체를 하고 있다면 은행에서는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되지만 저축
은행에서는 다르게 분류된다. 또한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의 분류에 있
어 은행은 회수예상가액의 초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중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 및 손실이 확실한 금
액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이 본격화되자 2011년 9월에

6)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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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의 경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정상/요주의, 요주의/고정의 경계
인 3월과 6월을 2월과 4월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에 비해
서는 느슨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부실
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저축은행의 차주가 평균적으
로 일반은행의 차주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규
제격차는 건전성 측면에서 저축은행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신용위험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을 하면서 부실에 대
한 선제적 대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
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저축은행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도박적 행
태를 취하게 된다. 결국 이는 부실의 가능성을 더 높여 최종적인 손실
규모가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표 4> 업권별 채무상환능력 판단 기준
업권

채무상환능력 판단 기준

은행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표 5>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2011. 8월 기준)
업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

3~12월 연체 중 12월 이상 연체
미연체 및
1~3월 미만 3월 이상 연제 중
회수예상가액 초 중 회수예상가액
1월 미만 연체 연체
회수예상가액
과부분
초과부분

상호저축
은행

6월 이상 연체 중
미연체 및
3~6월 미만 6월 이상 연제 중 손실이 예상되는
3월 미만 연체 연체
회수예상가액
회수예상가액 초
과부분

6월 이상 연체 중
손실이 확실시
되는 회수예상가
액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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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문제점7)
1)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세계 주요국들은 위기재발을 방지하
기 위해 감독체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몇 개국에
서는 실제 감독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를 반
영하여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2008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애초 통
합금융감독기관을 설립할 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으며 매번 새로운 정
부가 출범할 때마다 기관 간의 권한 및 역할 조정을 둘러싼 감독체계
개편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감독체계 개편
은 과거의 논쟁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와 관련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한은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은법 개정 논의는 한은
의 목적 조항 개정, 검사권 허용 등 민감한 문제가 논의되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는 상황이 되면
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

결국 2011년 5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출범한 민 관 합동 특별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면서 금융감독의 문제점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 기구를 통해 진행하여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는

7)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와 정책 방안 등은 이태규(2010)의 논의를 상
당부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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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정도의 활동기간을 통해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내놓았지만 많
은 한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① 검사업무의 독립
과 견제의 조화 ②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③ 감독․검사 역량의
제고 ④ 업무 관행ㆍ절차 개선 및 역량 제고 ⑤ 변화된 감독체계의 정
착․제도화 지원 등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의 검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방안은 크게

사기능 강화,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개선,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
업제한,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기술적 측면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혁신방안이 구성됨으로써 본질적
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거시건전성 감독주체로서
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입어 2011년 9월 한국은행법이 개정되
었다. 개정법에서는 한은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였고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까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검사와 공동검사를 요구하였을 때 지체 없이 1개월
이내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의 활동과 한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차기정부 출범 전후로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
다. 그 이유는 학계 및 관련 공공기관 간의 첨예한 견해차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질적인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수년간의 금융 부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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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등은 현재 금융감독체계가 가지는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
가 많으므로 감독체계 개편은 다시 논쟁적 정책주제가 될 것이다.
<표 6> 한국은행법 개정법률(2011.9)의 주요 내용
개정 내용

개정 법조항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제1조 제2항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제4장제2절

규정

위해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편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긴금 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요구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ㆍ
ㆍ

제87조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검사와 공동검사 요구에 지체 없이(1개월

제88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제96조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제98조

내)에 응해야 함.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함.

ㆍ

제64조 제65조
제80조 제81조의2

제99조

2)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감독체계의 기본골격은 1997년 외환위기의 산
물이다. 1997년 12월 IMF는 구제금융 양해각서를 통해 독립적인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12월 금
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1998년 4
월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편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
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1999년 1월 설립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은 금융감독과 관련된

276

․

․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 개정, 금융기관의

․ ․

․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 도의 인허가 등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

정책결정 기구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 감독
을 받고 금융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2008년 2월에는 정부
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
원회를 출범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과 미국 등은 감독체계 전반을 개편
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감독체계인 영국의 경우 통합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를 폐지하고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그 역
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즉 현재의 금감위/금감
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체계가 논의결과에 따라 다른 구조(감독주체의
변화 등)로 변화될 수도 있다. 향후 논의를 위해 감독체계 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체계는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나라마다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4개의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8) 기관별(institutional) 모형, 기능적(functional) 모형, 통합(integrated)
모형, 쌍봉모형(twin peaks) 등이 그것이다. 기관별 모형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 중의 하나로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각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규제기관을 달리 하는 것이다. 통상 은행, 보험, 증권으로 금융기관의 법
적 지위를 부여해왔기 때문에 3자 체계(tripartite system)라고도 불리운다.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존재하였던 우리나라의 과거
금융감독체계가 기관별 모형에 해당한다. 기능적 모형은 금융기관의 법

8) 이는 Group of Thirty(2008)의 분류방식을 따른 것이며 논자에 따라 달리 분류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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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체와 관계없이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영역에 따라 규제기관이 결정
되는 방식이다. 가령 한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 증권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면 각 영업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별’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영업영역에 따라 복수의 규제기관으로
부터 규제 및 감독을 받을 수 있다.
기관별 및 기능적 모형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체계이었다고 할 수 있으
며 통합모형과 쌍봉모형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체계라
고 할 수 있다. 통합모형은 단일 규제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
성 및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체계를 말한다. 통합모형은 금
융혁신에 따라 영업영역이 모호해지고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십여 년 동안 이 모형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도 영국, 독일 등과 더불어 전형적인 통합감독기구체계
를 갖추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다.9) 쌍봉모형은 금융규제의 원리를 목적
에 따라 크게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conduct-of-business) 규제로 분류하
여 각각을 담당하는 두 규제기관을 두는 모형을 말한다. 쌍봉모형은 비교
적 최근에 등장한 감독체계인데 호주, 네덜란드 등이 이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10)

9) 통합모형은 쌍봉모형과 대비하여 단봉(single peak)모형이라고도 한다.
10) 가령 호주의 경우 1998년 7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하여 건전성 감독기관인
APRA(The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와 영업행위 감독기관인
ASIC(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을 설립하였다.
APRA는 예금수취금융기관, 보험회사, 퇴직연금 등의 (허가 등을 포함한) 건전
성 감독을 주업무로 한다. ASIC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신뢰의 제고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무결성(integrity) 및 소비자보호를 목표로 하며 전체 금융시장을
감독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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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금융감독체계의 분류

－

－

기관모형은 금융기관의 법적 지위 즉 은행, 증권, 보험 등 에
기관별 방식
따라 건전성 및 영업행위(conduct-of-business) 등을 감독하는 규제기
(Institutional approach) 관이 결정되는 방식
사례: 중국, 홍콩, 멕시코.
기능적 방식
(Functional Approach)

기능적 방식은 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실제 영위되는 비즈니
스에 따라 규제기관이 결정되는 방식
사례: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통합 모형
(Integrated)

통합 모형은 단일의 통합 규제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감독 뿐 아니라 영업행위 규제를 모두 담당하는 방식
사례: 캐나다, 독일, 일본, 카타르, 싱가포르, 스위스, 한국

쌍봉 모형
(Twin Peaks)

쌍봉모형은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과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분리된 두 규제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형태
사례: 호주, 네덜란드

예외

미국은 기능적 방식에 기관별 방식이 가미된 형태를 가지며 다양하고
복잡한 주(洲) 차원에서의 감독기관들이 존재

자료: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Approaches and Challenges in a Global
Market, G30, 2008

한편 금융감독모형은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의 역할 유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Davies and Green(2008)은 금융감독체계를 3자(tripartite)
모형, 2자(dual) 모형11), 쌍봉모형, 통합모형의 네 종류로 분류를 하고 세
계 각국의 감독체계를 조사하였는데 아직은 전통적 3자 모형(기관별 모형)
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많았고 이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의 대부분이 중앙은행이 은행감독 권한을 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3자 모형 다음으로 많은 감독체계는 통합모형인데 이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통합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이 분리된 체계를
선택하고 있었다. 특히 통합모형의 경우 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이 분리된
체계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앙은행이 점
11) 은행, 보험, 증권을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금융감독시스템 개혁방안

279

․

[제2권] 거시 금융

차 금융감독업무에서 제외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기도 한다.

자료: How Countries Supervise their Banks, Insurers and Securities Markets 2007: Central
Bank Publications, Davies and Green(2008)에서 재인용

<그림 6> 금융감독체계와 중앙은행의 역할

자료: How Countries Supervise their Banks, Insurers and Securities Markets 2007:
Central Bank Publications, Davies and Green(2008)에서 재인용

<그림 7> 중앙은행이 아닌 통합감독기구의 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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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 감독의 혼재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금융위/금감원의
이중구조이며 이는 정책과 감독의 혼재로 인한 부작용을 낳는다. 금융
정책 및 감독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금융감독
을 집행하는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현
재의 감독체계는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의 구조 하에서
는 정책과 감독의 이해상충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고 금융정책을 담당
하는 금융위가 상위조직으로 금감원을 지휘하는 구조 하에서는 금융안
정은 하위목표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정책을 통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
이 크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3~2004년에 걸쳐 최악으로 치달았던 신
용카드 사태이다. 신용카드 사태는 단순히 금감원의 감독 부주의가 아
니라 금융정책을 통한 성장전략에 금융감독이 희생된 구조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12)
저축은행 부실도 정책을 감독이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상
황이 악화된 측면이 크다.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라는 정책방향에 대해 건전성 감독의 측면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책의 성과를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건전
성을 희생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이 혼재된 상황에
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전성
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다.

․

12) 김대식 윤석헌(2004)은 금감원 출범 이전 (구)재정경제원이 금융정책과 금융
규제를 모두 담당하면서 감독기능을 금융정책의 효과제고 수단으로 운영하여
종금사의 부실화를 초래했던 것이나 1999년의 대우사태,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와 벤처 붐 등이 모두 신용카드 사태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금융감독시스템 개혁방안

281

․

[제2권] 거시 금융

정책에 대한 감독의 제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는 최근
몇몇 금융위기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도 한 예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모기지 대출의 증가는 낙후지역 개발과
저소득계층의 주택소유를 확대를 위하여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1995년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지역재투자법)를 강화하여 과도한 주
택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 촉발되었다. 이후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모기지 매입 확대 조치, American Dream Downpayment Assistance
Act을 통한 무주택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의 주택매입 진작책 등은 주택시
장 버블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였다.13) 2009년 두바이의 채무불이행
사태도 성장정책을 건전성 감독기능이 제어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바이의 경우 ‘통치자’의 정책에서 기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또
는 자산가격 급등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작동하였더라면 위기상황
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차원에서 특
정 정책을 추진할 때 이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의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빈번한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거시건전성의 관점에서도 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는 중요하다. 통상
정책에 의한 리스크는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 내에서 상당
기간 꾸준히 축적(build-up)되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정책의 대상은 개
별 금융기관보다는 전체 또는 일부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
로 체계리스크의 가능성도 크다. 또한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실현되지

13) 모기지 파생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에 우
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게다가 2003년 부시 행정부는 재선을 위한 정치
적 목적으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시 초기 납입금(downpayment)과 매매거
래비용(closing costs) 등을 10,000달러까지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American Dream Downpayment Assistance Act를 도입하여 주택시장 버블을 조
장하였다(좌승희 황상연,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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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정책기능이 감독기능을 압도하는 경향도 나타나며 정책에
의해 위법이나 탈법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태, 미국의 서브프라
임 모기지 사태도 모두 이 같은 패턴을 보여 왔다. 건전성 감독이 경제
정책의 하위목표로 자리매김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금
융정책에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제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 내지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가능
성이 크다.14) 따라서 정책과 감독기능은 분리하는 것이 거시건전성 감
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는 금융감독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중립성이 강화되면 감독당국의 책임성
도 커져 감독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의 논의가 경제 금융정책이 본질적으로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

․

지 않는다는 함의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금융정책과 금융안
정 간의 관계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금융안정에 중립적
인 정책이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
을 수도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의 축적 또는 금융불안 요소를 감독기능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성격이 성장지향적일 때
는 더욱 그러하다. 금융감독의 기능이 현재와 같이 정책기능의 주체에
의해 동시에 수행될 때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14) 김대식 윤석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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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부재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미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제도적 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기존의 금융감독기구가 가진 미시건전성 감독기능은 거시건
전성 감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할 뿐이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감독을 수행할 기구, 조직 혹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된 감독체계의 개편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였다. 미국의 경우
금융개혁법안15)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감독기구들 간 협의체인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의 설립을 명문화하고 이 기구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은행법 2009(Banking Act 2009) 제정을 통해 중앙은
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회(Court of Directors) 산하에 금융
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를 설치하였다. EU의 경우 2009
년 12월 EU 차원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수행할 기구인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를 설립하였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미시건전성
감독규제(자기자본규제, 유동성 비율 등)와는 달리 글로벌 차원에서의 표
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각국마다 감독체계가 다르고 금융
제도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가지기 때문에 표준화된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감독체계 개편은 필연적으로
관련 공공기관들의 역할 조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 간 이해충돌로
논란도 상당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의 강화는
15) 법안 명칭은 ‘월스트리트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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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시건전성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에 걸 맞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
유와 업무협조이다. 거시건전성 감독이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체
금융체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한 기관만이 그 기능을 독점적
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거
시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감독기
구가 형식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독립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와 유사한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영
국의 경우 각 공공기관(정부,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등) 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세 기관 간의 협력관계의 틀을 운영하였다. 우리나

라도 이와 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지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동안 한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
관 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으며 이 같은 문제점은 항상 금융기관 조사권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
으로 표출되곤 하였다. 특히 한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정보공유
비협조로 효과적인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조
사권한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2009년 감사원의 한은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은에서는 금융감독원에
88건(요청대비 68.2%), 예금보험공사에 11건(요청대비 100%)을, 금융감독
원은 한국은행에 922건(요청대비 78.4%), 예금보험공사에 828건(요청대
비 93.2%)을 각각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주로 한은이 금감원에 대해 제기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통계는 특이할 만하다. 자료요청 대비 제공비율로만
보면 한은도 금감원의 정보자료 요청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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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업무 비협조의 문
제는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관 간 정보공유 미진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금융기관이 짊어지게
된다. 2009년 4월 감사원에서 2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은과 금감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중복 요구하여 금융
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정보
공유가 원활하였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8> 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 현황

(단위: 건, %)
제공기관별

구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60

1,507

총 작성 보고서 수
자료 요청기관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료 요청 건수

129
(100)

11
(100)

1,176
(100)

888
(100)

전부
제공 건수

56
(43.4)

11
(100)

922
(78.4)

828
(93.2)

부분
제공 건수

32
(24.8)

－

－

－

소계

88
(68.2)

11
(100)

922
(78.4)

828
(93.2)

건수

41
(31.8)

－

254
(21.6)

60
(6.8)

제공

미제공

주: 1) 2009년 4월 말 현재, ( )안은 %
2)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6건의 예금동향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이 없어 공유실적이 없음
3) 자료요청건수는 총 작성 보고서 수 가운데서 다른 기관이 필요하여 요청한 건수임
자료: 감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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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국회, 감사원 등에서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개선요구가 있었고 2009년 9월 유관기관(한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이 확정되어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되었다. 새로운 양해각서에
서는 기존의 각 기관 보유정보의 60%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공유
가 98% 수준까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16) 한편 양해각서 상에
서는 유관기관 간 의견조정기구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
정하고 있는데 후술하겠지만 이 같은 조정업무는 보다 구속력 있는 기
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표 9>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중복 제출된 보고서 명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검토 결과

신규연체 및 상각추이 신규연체 및 상각추이

금감원에서 정보공유 시 별도 징구 불필요 의견
(한은)

연체동향보고

금감원에서 정보공유 시 별도 징구 불필요 의견
(한은)

연체동향보고

손익현황, 수수료내역, 손익현황, 수수료내역, 잠정자료를 금감원에서 공유하지 않아 징구한
순이자마진
순이자마진
것으로, 정보 공유 시 별도 징구 불필요 의견(한은)
파생금융거래 잔액
보고서(FX2010)
가계
표

․기업여신조사

파생상품금융기관
외화B/S(FX6540)

․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월보

가계여신모니터링현황 주택담보대출통계

FX2010 보고서는 FX6540 보고서를 대체한
것으로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므로 통합
가능
주요 내용이 중복되므로 양식 통일(금감원) 또
는 폐지 검토(한은)
금감원과 보고서 구성항목, 작성주기 등을 협의
하여 양식 통일 및 정보공유(한은)

자료: 감사원(2009)

16)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나 공유가 곤란한 특별
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유관기관 간 의견조정기구)에서 공유제한을 인정
한 자료는 정보공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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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방안

(1)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1)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저축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현재의 7%에서 일반은행
수준인 8%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일반은
행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
제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였던 것은 저축은행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 저축은행의 제한한 영업구역 및 자산운용
범위 등의 특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정부가 정책적
으로 인정 또는 추진한 결과 이미 저축은행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고 부
동산 PF대출과 같이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빈번한 영업행태를 고
려할 때 은행보다 느슨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금융환경 변화로 저축은행이 일반은행과 소매금융시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단시간 내에 제고되기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잠재
적 위험요소로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여 부실을 조기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2)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예금보
험제도는 금융회사는 물론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도 유발
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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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지불하는 보험료 수준이 저축은행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
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없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6월 예금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보대상 예금 연평균 잔액의
0.4%(이전에는 0.35%)를 예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0.08%, 보험사 등 기타 부보기관의 0.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하
지만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이미 저축은행 예금보험기금은 바닥난 지
오래이며 저축은행 특별계정17)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이 추구하는 위험도에 비해 낮게 책정된 보험료도 문제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업권별 단일보험료 체
계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이 반
영될 수 있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2014년에 시행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로 하여금 건전한 금융기관과 거래할 동
기를 줄여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약화시킨다. 즉 예금자는 예금
보험 한도 내에서는 위험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오직 수익을 기준
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입
장에서는 예금보험에 기대어 실제 지불여력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예금을 모집할 동기가 생긴다. 저축은행 부실도 이 같은 예금보험의 부
작용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은행보다 건전성 수준이 낮은 저축
은행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5,000만 원의 예금보험 한도를 적용하는 것
은 저축은행은 물론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도 유발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수신이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서민금융
활성화를 이유로 2001년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 한도를 2,00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그 결과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이

17) 타 금융권역의 보험료의 45%를 이 특별계정에 갹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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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저축은행은 예금의 안전성과 함께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시중은행과의
예금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된 것이다. 수신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
구하고 약속한 고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자산운용처를 확보하기 어려
웠던 저축은행은 결국 부동산 PF 대출과 같은 위험추구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고 예금자의 시장
규율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축은행 예금보험 한도를
대폭 축소(3,000만 원 이하)할 필요가 있다.

(2)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18)
1) 정책과 감독의 분리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이관하고 금융위/금감원을 통합하여 단일 금융감독
기구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감독기구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
로 위원회 조직(가칭 ‘금융감독위원회’)을 두고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자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즉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
하고 금융감독원 조직이 감독정책에 따라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단일 감독기구는 중앙은행에 버금가는 독립성과 책임성
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감독의 분리와는 별개로 일부에서는
쌍봉모형 또는 중앙은행의 감독기구화 등의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주장

18)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저자의 기존연구(이태규, 2010)의 내용을
차용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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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나 현재의 단일감독기구(통합모형)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감독기구 체제가 특별히 문제점을 노출한 것도
아니고 이 체계를 운용해 온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정책과 감독의 분
리에 더하여 감독기구 형태의 변화마저 시도할 경우 막대한 비용19)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비해 그 이익은 불분명하다.
2)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구축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은 감독의
주체로 어떤 기관이 적합한가이다.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로는 대개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그리고 제3의 조정(협의)기구를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관장하는 기구로 (가칭)‘금융안정
위원회’를 제안한다. 이는 최근 미국, 영국, 등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서 나타난 거시건전성 관련 위원회의 설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여
러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또는 협의체) 형태의 거시건전성 감독기구
의 설립이 의미 하는 바 중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거시건전성은 한 기
관이 독자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정책수단들, 즉 체계리스크를 인지하고 평
가하는 정책수단과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시계열 차원의 정책수단들
은 기본적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통상 감독기구에 의해 설
계되고 집행된다.20) 이는 결국 거시건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
어 미시적 정책수단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
감독기구가 미시건전성을 담당한다고 해서 거시건전성 관점에서의 감
19) 체계전환에 따른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 및 혼란, 그
리고 조직 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비용 등의 유무형의 비용을 포괄한다.
20) 정책이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함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정책수단
이 집행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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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05년 1월 거시감독
국을 설치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정책수
단의 성격 측면에 있어서도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이 명쾌하게 분리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는 미시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향
식(bottom-up)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가지며 이는 하향식(top-down) 거시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가진 중앙은행과 상호 보완관계를 가진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위기의 인지 및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까지도 포함한다.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형태로

․

든 연계가 되어 있다. 정부는 각종 경제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
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를 담당한다.21) 특히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부실자산 인수 등의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금융체계도 한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체
계 중의 일부분이므로 금융안정의 종국적 (정치적) 책임은 사실상 정부
가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당
사자로 정부를 빼놓을 수 없다. 결국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는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정부 3자의 역할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
게 된다. 이 같은 상호작용에는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등이 포함되며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위원회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핵심책무로 하고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된다.
거시건전성 감독주체로서의 이 같은 위원회 조직은 책임소재의 불명
확성, 구성조직 간의 의견불일치로 감독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21) 여기서 정부는 협의적으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의미
하며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자금원으로 예금보호업무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도 기획재정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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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거시건전성 감독을 사전적 예방기능뿐만 아니
라 위기관리 및 사후 대처기능까지 포괄하는 행위로 인식할 때는 위원
회 조직의 유용성은 상당히 존재한다. 금융위기를 인지하고 필요한 조
치를 내리고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에는 여러 공공기관
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들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일 기관
이 금융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책임지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다
른 공공기관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쉽지 않다. 가
령 한은이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가 되어 금융위기 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공적 권위와 적절한 법
적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 조직을 통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종합
적인 책무, 즉 위기예방과 위기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책 추진 로드맵
상기에서 제안된 정책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차기정부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개선
BIS 자기자본 규제 상향,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

－

－ 은 감독규정

또는 시행령 수준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하여
도 무방하다. 하지만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는 단기간에 추진
할 경우 급격한 자금이동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보호 한
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집권 마지막 해에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부처, 감독기구, 중앙은행 등의 이해관계
는 얽혀 있으므로 시간이 지체되면 결국 무산되거나 애초의 청사진과

금융감독시스템 개혁방안

293

․

[제2권] 거시 금융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에 추
진하여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경우에는
위원회 성격의 책임기구가 필요하므로 우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을 분리하여 단일 금융감독기관이 설립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순서
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 표에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다.

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 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8%로 상향
－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은행과 동일하게
설정

－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정책 기능은 정부로 이관
－ 금융위/금감위의 이중구조를 해소한 단일 금융
감독 기구 설립

－ 거시건전성 감독기구 ‘금융안정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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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
수원대학교 임병화

□ 차기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정책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환경 속에
서 자본시장 육성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 위축과 기존 자본시장 육성정책
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IS 규제강화를 비롯한 금융규제 강화
는 국내 금융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역할이 증대되면서 성장이 더욱 필
요한 시기

－ 기업금융에서의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고 국내 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

－ 지식기반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심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험
자본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국내 직접금융시장은 간접금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대․중소기
업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

○ 경기침체는 은행 활동에 제약을 가져와 기업금융시장이 자본시
장으로 무게중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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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금융시장은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비우량 회사채
의 발행은 거의 없는 수준

□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균형 발전이
필요

○ 주식, 파생상품 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시장구조
를 형성

－ 시가총액은 세계 13위지만 주식시장은 개인의 비중이 지나치
게 높음

－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앞도적인 세계 1위의 유동성을 자랑하지
만 코스피200 선물 옵션에만 집중되어 있어 현물시장에도 영
향을 줌

－ ELW 시장의 LP 독점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용평가 시장은
발행기업 우위의 시장이 형성

○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형 IB 육성이 시급
－ 사업장 규모별 국내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유사하여 저가 수수
료 경쟁을 펼치는 등 취약한 수익구조를 형성

－ 자본력 바탕의 경쟁으로 혁신 금융상품을 유도하고 다양한 매매
기법의 출현을 유도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에 바탕이 되어야 함

－ 또한 모험자본 공급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헤지펀드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임

○ 급변하는 세계 자본시장에 발맞추기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
－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높은 품질의 거래서비스 제공
을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필요

－ 금융 선진국은 이미 대체거래소에 의한 거래가 상당부분 차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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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유동성 제공과 함께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및 효
율성 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설립으로 거래 상대방 리스크 감소
를 유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임

□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
○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높은 수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 상법 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다양한 사채 발행이 가
능해졌으며 사채총액제한이나 최저 발행금액 규제를 폐지

－ 대형 IB 육성,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대체거래소와 장외파생
상품중앙청산소 설립, 기업금융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
장법 개정안 발표

－ ELW시장의 증거금제도 도입과 장내주식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인상 등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임.

－ 회사채 시장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수제도 개선과 저신
용 기업의 채권발행을 위한 적격기관투자자 제도 도입

□ 차기정부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와 중요성을 고려해 성장 측
면에 중심을 두어야 함

○ 금융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

－ 완결되지 못한 제도적 정비를 우선적 정책과제로 삼아야 함
－ 현재 추진 정책들이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
토와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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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 필요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별주식옵션시장에 LP제
도 도입

○ IPO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관증권사의 공모주식 의무 보
유 설정

□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금융 효율성을 제고
○ 대형 IB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 필요
－ 대형 IB 육성을 위한 자기자본 3조 원 규제는 완화될 필요 있음
－ 부동산이나 부실채권 투자 금지와 같은 국내 사모펀드(PEF)의
운용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 필요

－ 신규 금융상품 인가의무나 산업자본 분류기준 조항 등 금융산
업 성장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완화 필요

○ 금융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
－ 대체거래소 설립 시 1인당 주식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까지 대체거래소 운용을 확대해야함

－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설립은 신용부도스왑(CDS)을 비롯한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금
융시스템 안전성에 부합할 수 있음

－ 자기자본 1조 원의 청산회원 요건은 국내 증권사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낮추어야 함

□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필요
○ 국내 증권거래시장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래소
민영화 추진 필요

○ 다양한 해외자본 확보를 위한 이슬람채권법의 통과 필요
○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세금체제 개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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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후 지난 십여 년 간 우리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진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
다. 금융허브 육성 정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 제정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

기로 시장이 위축되며 육성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허술
한 규제를 지목하며 BIS 규제강화와 공시의무 강화 등의 금융규제가
강화되기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글
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금융부분의 거품으로 위기를 맞았던 금융선진국과는 달리 우
리나라는 금융산업의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고성
장 시대를 지나 저성장의 성숙한 경제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외환위기를 거친 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금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
이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자금조달을 국내은행에 더 이
상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민연금을 비롯
한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자본시장의 유동
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

․

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저위

․

험 고수익 상품의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녹색전문투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펀드와 같이 정부의 사회적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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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발전 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 경제구
조로의 전환과 심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

중소 혁신 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
의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업이나 기업을 평가
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지속 가

․

능한 신성장동력 산업 출현을 촉진하고 중소 혁신 기업의 성장을 이
끌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확대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만들
기 위해서도 모험자본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그 동안 정책적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 실질적 결실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 장내파
생상품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등의 성장이 있었지만 기
업금융을 위한 신용창출기능이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가격발견기능

․

및 감시 감독 기능,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성숙된 자본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후 일련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형 IB육성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그리고 대체거래소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

정안이 발표되었고 국내 증권사들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며 새로
운 자본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2011년 12월 말에는 처음으로 한국형 헤지펀드가 탄생했으며 현재도
자금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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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가지면서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결국 차기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정책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자본시장 육성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유럽재정위로 자본시장이 크게 위축되긴 하
였지만 국내 자본시장 발전 정도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성장 측면에
보다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
본시장의 본연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기존의 정책기조는 차
기정부에서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위적 정책변화보
다는 아직 완결되지 못한 제도적 정비를 우선적 정책과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생상품시장의 투자자보호는 진입장벽 강화보다는 투명
성 강화로 해결하고 대형 IB육성과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해 불필요한
영업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체거
래소와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설립은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와 다양
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래소
민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중심
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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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직접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 직접금융 현황
기업공개, 유상증자, 그리고 회사채와 같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직접금융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의 간
접금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내 기업금융은 2000년 이후 매년 50
조 원 규모를 상회하였으며 2008년에는 200조 원 넘는 자금을 기업들
이 조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은행들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소된 간접금
융의 수요를 회사채 시장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주
식이나 출자금을 통한 자금조달은 닷컴열풍이 시작된 1999년을 제외하
고는 경기변동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이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십억 원)

주: 기타에는 정부융자, 상거래신용, 직접투자, 기타금융자산부채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동향

<그림 1> 국내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형태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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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이 감소하였던 2007년과 2010년은 각각 5.1%와 6.2%의 높
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해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순환이 비교
적 원활했던 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불러온 경기침체는
은행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고 이후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자본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때 급속하게 축소된 직접금융
시장과 대조적으로 금융위기 극복한 2011년에는 직접금융시장이 전년
대비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단위: 십억 원)

주: 대출금은 비금융법인의 대출 총합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그림 2>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변화

2) 직접금융 시장의 불균형

․

국내 기업금융시장은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비중은 잔액 기준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
하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은 대기업이 9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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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자본조달 역시 전체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높아 직접금융은 대
기업 중심으로 간접금융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시장에 있어 대기업보다 경기 변동
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0년에 들어서는 간접
금융의 비중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반면 회사채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
기업만 발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국내 자금조달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

<표 1> 대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공개

중소기업

56.3

52.8

72.6

39.1

38.8

70.1

77.5

35.1

대기업

43.7

47.2

27.4

60.9

61.2

29.9

22.5

64.9

유상
증자

중소기업

18.5

17.1

37.4

44.2

24.9

54.1

32.6

26.6

주식

일반 회사채

은행대출(잔액)

대기업

81.5

82.9

62.6

55.8

75.1

45.9

67.4

73.4

중소기업

0.5

0.4

1.0

1.1

3.4

0.9

1.7

1.4

대기업

99.5

99.6

99.0

98.9

96.6

99.1

98.3

98.6

중소기업

84.8

85.9

85.2

88.1

86.3

82.0

83.1

81.1

대기업

15.2

14.1

14.8

11.9

13.7

18.0

16.9

18.9

주: 일반 회사채는 금융채와 ABS 제외한 항목임.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조달실적 각 호

직접금융시장 안에서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유상증자나 기업공
개, 회사채시장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격차는 금융위
기 이후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
면서 낮은 조달비용을 즐기려는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소외받고 있다. 특히 2010년
BBB-이하 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반면 AAA 등급
회사채는 166회나 발행되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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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 규모별 자금조달 격차가 심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 회
사채 시장에서 만기가 짧은 회사채 위주로 발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자
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은 장기자본조달이 용이하다는 데 있
다. 2011년 처음으로 평균만기가 5년이 넘긴 했으나 여전히 3년 만기
의 회사채 발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균만기가 10년에
가까워 R&D 및 신규투자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기업 규모별 직접금융 조달 변화

(단위: 십억 원)

대기업

중소기업

주식

회사채

주식

회사채

2007

11,517.0

34,645.2

488.2

764.4

2008

1,292.4

64,103.9

496.3

1,654.8

2009

5,490.9

94,672.3

641.7

1,129.2

2010

5,690.6

101,014.3

386.7

781.5

2011

8,472.1

108,918.4

49.9

851.2

주: 주식은 유상증자와 기업공개의 합, 회사채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 통계
자료: 금융투자협회

(2) 자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주식, 채권, 파생상품시장 현황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주식은 2012년 3월 현재 1,975개 종목이 상장
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세계 13번째로 높은 약 1,226조 6천억 원 수준
으로 GDP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 해 일평균거래량은 유럽재정위
기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감소하였고 상장주식의 회전률은 1998년 외환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회전율은
자랑하고 있다. 자본시장 규모와는 달리 시장의 유동성 부분은 세계 수
준의 자본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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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그림 3> 주식 거래량 국제 비교

국내 채권시장규모는 2012년 1월 현재 상장잔액 기준 약 1,206조 규모
로 국채 32.7%, 통안채와 은행채를 비롯한 특수채가 41.0%, 그리고 회사
채가 24.9%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채 발행이
전체 채권 발행의 1/4을 상회하였으나 은행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회사
채 발행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채권 수요가 증가하여 국채
발행이 급증하였다. 2010년 국채 발행 규모가 은행채를 넘어선 이후
2011년에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 회사채 발행도 꾸준히 증
가하면서 은행채의 90% 수준까지 도달하였는데 이는 2006년 20% 수준이
었다는 점에서 빠른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겠다.
채권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은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다. 2011년 전체 채권거래의 60% 이상이 국채 거래이며 회사채 거래는
2.7%에 불과한 수준이다. 무보증 일반사채로 한정하면 그 규모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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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해진다. 회사채 거래규모가 작은 원인은 소액투자자들의 참여가
어렵고 기관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국채와 우량 회사채의 수요가 증대되는 반면 부도위험이 존재하는 비
우량 회사채는 소외받는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표 3> 채권별 발행 및 유통 비중 변화

(단위: %)

발행

유통
국채

국채

은행채

회사채

2006

18.75

26.31

2007

13.81

2008
2009

은행채
거래
대금

회사채

거래
대금

거래건

5.49

57.96

49.38

8.59

5.57

2.06

9.93

28.69

6.71

55.18

50.10

9.87

5.66

1.99

13.06

13.17

27.35

8.57

50.72

61.35

13.46

5.03

1.86

7.43

12.75

13.31

7.64

57.44

49.22

10.5

2.13

2.75

13.1

2010

14.52

14.49

8.69

60.51

78.32

8.92

1.17

2.29

6.39

2011

18.08

14.54

12.76

60.10

73.97

7.28

1.57

2.73

10.49

거래건

거래
대금

거래건

자료: 금융감독원

국내 장내파생상품 시장은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을 중심으로 최근
2년 연속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
소(CME),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등 선진 파생상품시장을 앞선 것
으로 2011년 코스피200 선물시장의 거래대금은 무려 약 1경1,260조에
달하며 코스피200 옵션은 36억7천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장
외파생상품시장까지 포함하면 국내 파생상품시장 규모는 상당한 수준
이 된다. 2010년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장외거래규모는 명목
금액 기준 1경4,059조 원으로 통화선도나 이자율스왑과 같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은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자율 스왑과 같은 통화관련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반면 증권사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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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증권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장내 주식관련옵션이 전체 거래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채권투자 증가와 함께 금리리
스크 헤지 목적의 이자율선물 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듯 국내
금융기관들 각자 참여하는 시장이 달라 파생상품 시장의 균형발전이
힘든 상황이다.
<표 4> 거래소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증감률) 추이

(단위: 백만 계약, %)
’09

’10

국가

’06

’07

’08

하반기

상반기

1

KRX(한)

2,475
(-4.6)

2,776
(12.2)

2,867
(3.3)

3,103
(8.2)

1,638

1,782
(8.7)

15.9

2

EUREX(독)

1,527
(22.3)

1,900
(24.4)

2,165
(14.0)

1,687
(-22.1)

786

1,080
(37.4)

9.6

3

CME(미)

1,403
(28.7)

1,775
(26.5)

1,893
(6.6)

1,476
(-22.0)

722

875
(21.2)

7.8

4

NSE(인)

194
(47.7)

380
(95.3)

602
(58.4)

919
(52.7)

353

784
(122.1)

7.0

5

EURONEXT

730
(-3.6)

949
(29.9)

1,050
(10.6)

1,056
(0.6)

515

723
(40.4)

6.4

6

CBOE(미)

675
(44.1)

944
(40.0)

1,193
(26.4)

1,135
(-4.9)

565

610
(7.9)

5.4

7

MCX-SX(인)

－

－

－

224

224

465
(107.4)

4.1

8

CBOT(미)

806
(19.5)

1,030
(27.8)

961
(-6.7)

681
(-29.1)

357

443
(24.0)

4.0

9

BOVESPA(브)

288
(7.0)

368
(27.9)

350
(-4.7)

547
(56.2)

312

424
(36.2)

3.8

10

ISE(미)

592
(31.9)

804
(35.9)

1,008
(25.3)

960
(-4.7)

455

406
(-10.9)

3.6

11,882
(18.9)

15,483
(30.3)

17,668
(14.1)

17,709
(0.2)

9,305

11,222
(20.6)

100.0

순위

전체

연중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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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위주의 자본시장 및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쏠림현상
국내 자본시장에서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은 언제나 위험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자는 코스닥 시장
을 포함하여 거래대금 기준 기관투자자가 약 16.9%를 차지하는 반면
개인이 무려 64.5%, 외국인이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하고 단기투자 성격이 강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으면 자본시장
전체가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지나치게 높
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만약 경기 변동에 둔감하고 양질의
정보생산능력을 갖춘 여러 시장참여자가 시장에 존재한다면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감소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큰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데 있다.1)
한편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은 국내 파생상품시장 뿐만 아
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장내거래와 장외거
래를 합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대금 규모는 2011년 3경원을 훌쩍
넘기며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7.5배, 정부 예산의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전 세계 거래량의 16.8%(2010년 기
준)나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가장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

였다. 특히 코스피200 옵션시장이 전체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93% 이상
을 차지하는 등 주식지수선물과 옵션시장에 몰리다 보니 국내에서는 파
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을 흔드는 일명 ‘왝더독(wag the dog)’ 현상2)이 자
주 나타나곤 했다.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을 흔드는

1) 길재욱 외(2009)는 국내 주식시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의 거래비중
이 높을수록 비대칭 변동성이 높다는 실증분석을 하였다.
2)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발목 잡는 ‘왝더독’,” 2012.4.17

310

것이다. 일부 상품에 집중된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주식시장
의 왜곡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표 5> 개인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비중 변화
유가증권

(단위: %)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선물

외국인

개인

외국인

개인

외국인

개인

2006

25.85

51.25

15.83

37.41

25.06

40.16

2007

24.45

53.16

20.20

36.86

25.78

35.87

2008

25.41

49.53

27.55

35.90

24.90

37.04

2009

17.01

58.37

31.95

34.78

25.07

34.26

2010

20.17

54.59

32.46

32.47

29.49

27.10

2011

18.34

55.46

38.39

31.93

31.44

33.18

주: 코스피200옵션과 코스피200선물은 거래량 비중, 그 외는 거래대금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표 6> 연도별 파생상품 거래비중
지수선물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위: %)
코스피200옵션

채권금리

주식

․

통화 기타

거래량

1.89

97.57

0.42

0.00

0.13

거래대금

74.17

2.63

20.45

0.00

2.74

거래량

1.72

97.57

0.49

0.00

0.22

거래대금

72.86

3.02

20.10

0.00

4.02

거래량

2.32

96.48

0.56

0.40

0.24

거래대금

72.35

3.33

19.75

0.08

4.49

거래량

2.68

94.14

0.65

1.19

1.35

거래대금

70.66

2.37

20.40

0.15

6.43

거래량

2.31

93.98

0.74

1.19

1.77

거래대금

70.24

2.25

21.90

0.16

5.46

거래량

2.22

93.48

0.96

1.53

1.81

거래대금

68.49

2.65

23.81

0.21

4.83

자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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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효율적 시장구조 및 투명성 부족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탓에 비
효율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불공정 거래
논란3)이 있었던 ELW(Equity-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시장을 꼽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ELW 투자자는 장중에 매입한
물량을 장 마감 전에 다시 LP(Liquidity Provider)에게 되팔아 보유 물량
을 청산하면서 거래일마다 LP의 수급 독점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ELW 시장에서의 LP제도는
시장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4)
신용평가 시장에서는 발행기업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5) 이러
한 구조는 신용평가사의 평가 역량 증진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부실한 평
가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6) 장외거래 위주의 채권
유통시장도 비효율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설메신저를 이용한
매매거래 등 폐쇄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물론 거

3) 검찰 조사 결과 ELW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매년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증권사나
스캘퍼(scalper, 초단타매매자)들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검찰은 증권사가
초단타매매자인 스캘퍼에게 전용회선 제공 등 거래의 편의를 제공한 점에서 개인투
자자들과의 불공정 거래를 제기하였다. 스캘퍼는 수십초에서 단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시장교란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들과의 동조가 있을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용회선 제공은 VIP 유치나 트래픽 분산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며 법원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4) 이은태 외(2011) “ELW 시장의 가격 형태 분석”에 의하면 같은 시장 가치를 갖는 개별주식
옵션 가격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ELW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5) 회사채 발행 시 발행 기업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
재 국내에는 4개의 신용평가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회사채
발행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해 수수료 경쟁은 물론 호의적인 신용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6) 회사채 시장의 경우 발행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였다가 발
행기업 부도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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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대방 위험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금융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 국내 채권 유통시장의 시장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효율적인 시장구조만큼이나 시장의 투명성 부족은 자본시장 성장

․

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배임 횡령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투명성 미확보는 국내 코스닥
시장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시
장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 위험이 높아 기업금융에 직접 관련이 있는
신용관련 파생상품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대형 금융투자회사 부재
국내 금융시장의 총 자산은 2010년 말 2,984조 1,600억 원 규모로 그
중 은행이 2/3(1,916조 3,00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국내
금융자산의 8.3%에 불과한 상황이고 자기자본 또한 은행의 1/3 수준이
다. 선진국의 투자은행들과 비교해 볼 것도 없이 국내 증권회사들의 규
모로는 현재 국내 자본시장을 이끌어 나가기엔 무리가 있다.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이 3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회사는
은행의 4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표 7> 금융권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비중
은행
총자산

상호저
여신전문 신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협
축은행
금융회사 카드사 회사
회사

(단위: %)
증권
회사

선물 자산
종금사
회사 운용사

62.87 2.09

1.58

5.07

2.61

14.13 3.94

7.46

0.07

0.12

0.04

자기자본 48.03 0.72

1.44

9.70

6.15

13.21 6.16

13.39 0.14

1.04

0.02

15.20 10.03 13.21 8.29

15.86 0.35

2.44

0.09

당기순이익 37.29 -3.76 0.99

주: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2011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2009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

313

․

[제2권] 거시 금융

국내에서 활동하는 증권회사는 2011년 9월 현재 모두 62개로(국내 증
권사 50개, 외국 증권사 12개) 자기자본 평균 5,000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비율(15.6%)은 외국 증권사(31.5%)
의 절반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은 1.5배가 넘어 외국 기업에 비해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은 규모

․

에 상관없이 ‘저위험 저 부가가치’ 사업인 위탁매매가 수익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펀드판매나 IB 활동을 통한 수익은 전체 10%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증권사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저
가 수수료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8> 규모별 국내 증권사의 수익구조

(단위: %)

구분

IB

위탁매매

펀드판매

자산관리

장외파생상품

기타

대형사

5.37

59.24

5.12

0.95

2.56

26.75

중형사

6.03

63.33

15.84

0.91

3.67

10.23

소형사

9.75

50.53

7.84

0.18

0.04

31.66

주: FY2008
자료: 신보성 외(2011, KCMI)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금융투자업자들의
취약한 자본력을 들 수 있다. 위험을 감당할만한 자본력을 갖추어야 혁
신 금융을 선도하고 양질의 정보생산을 통한 모험자본의 공급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대형 IB(Investment Bank)가 전무한 상
황이다. 2008년 Goldman Sachs의 자기자본 규모는 640억 달러가 넘는
반면 국내 대형 4개 증권사의 평균은 2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
과하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 포함된 대형 투자은행업무 자격요건
에 따라 2011년 12월말 기준 현재 5개의 증권사가 3조 원이 넘는 자기
자본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대형 IB 부재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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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외국 증권사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종목별 증권사 영업 순위를 살펴보면 채권인수(DCM)와 주식인수(ECM)
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고수익 업무인
M&A인수에서는 우리투자증권만이 선전을 하고 있을 뿐이다.
<표 9> 주요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 규모

(단위: 억 달러)

Glodman Sachs

Nomura

Macquarie

국내 대형 4개사 평균

643.7(773.6)

171.3

88.7

20.5(29.4)

주: FY2008(FY2010)
자료: 신보성 외(2011, KCMI)

<표 10> 2011년 국내 증권사 League Table

(단위: %)

순위

M&A

ECM

DCM

1

한국산업은행(13.88)

우리투자증권(25.18)

KB 투자증권(14.04)

2

BofA메릴린치(11.41)

대우증권(12.25)

우리투자증권(10.8)

3

우리투자증권(10.15)

한국투자증권(9.77)

한국산업은행(8.52)

4

삼일 PwC(7.1)

동양증권(8.96)

대우증권(8.12)

5

모간스탠리(5.95)

미래에셋증권(6.56)

한국투자증권(7.73)

자료: 인베스트 조선

금융투자업자들의 취약한 자본력은 혁신 금융 탄생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증권사들이 비슷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위 5대 증권사의 수익 중 IB비중은 5.9%에 불과하며 단
순한 수익구조로 인해 증권사들은 수수료 저가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저가 수수료 경쟁은 위탁매매뿐만 아니라 IPO,
M&A,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이나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M&A 인수나 자기
자본 매매와 같은 고수익 사업에 적극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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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가별 IPO 평균수수료 및 국내 변화
국가별 IPO
평균수수료
국내 IPO
수수료 변화

(단위: %)

미국

유럽

중국

한국

6.00

3.25

6.00

2.59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3.23

3.36

2.84

2.85

2.76

2.59

주: 국가별 IPO 수수료는 2010년 기준임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대형 IB의 부재는 시장에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본력 부족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보수적인 영업활동을 하
게 되고 위험이 큰 신상품의 개발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령화
로 인해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의 수요가 증대되는 만
큼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은 큰 숙제임에는 분명하다.
투자매매기법의 부족도 대형 IB 부재와 관련이 깊다. 유가증권시장
을 포함하여 코스닥시장과 채권시장에까지 다양한 시장을 활용하게 되
면 위험 분산 효과와 수익성 증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투자 규제를 받고 있는 공모펀드만으로는 다양한 시장을 동시에 활용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기법의 등장은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 IB의 자기자본거래나 대형 IB가 관리하는 사모펀드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5) 인프라 미비
급변하는 세계 자본시장에 발맞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증권 거래 시장에 큰 변화를 맞
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의 전자정보 처리기술 향상과 함께 등장한
미국의 대체거래소(ATS)는 정통 거래소와 경쟁을 촉진시키며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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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투자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다. 특히 저렴한 수수료와 질 높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 투자자들뿐만 아닌 개인투자자들도 ATS를 통한
거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주식거래의 40%가 넘
는 수준이 AT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도 30%가 넘는 수준이
다.7) ATS의 시장 점유율 증가는 정통거래소의 점유율 하락과 함께 이들
에게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일 최대의 선물거래소
(EUREX)와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미국의 뉴욕거래소(NYSE)가 합병

하였으며 세계 대형 거래소들의 합병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다. ATS의 성장이 전 세계 증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ATS의 증가는 알고리즘 트레이딩(Algorithm Trading) 또는 고빈
도매매(HFT, High Frequency Trading)8) 증가와 관련성이 깊다. HFT는 투
자자들에게 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시장에는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실 국내 HFT거래라 할 수 있는
ELW 시장에서의 스캘퍼들 활동은 LP(Liquidity Provider)독점의 시장구조
때문에 시장 효율성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지 HFT 자체가 문제
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동성보다 투명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의 HFT 유입은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차익거래 기회를 줄

7) 실제로 2011년 6월 현재 미국에는 90개의 ATS가 존재하고 있으며 유럽에는 총
141개, 아시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20개 정도의 대체거래시스템이
존재한다. 미국 정규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90%에 육박하였으나 꾸준
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63.8%까지 감소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2011), 대체
거래시스템 전 세계 동향과 시사점 참조
8) HFT는 짧은 시간 안에 주문, 정정, 취소, 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매매기법을 포
괄한 것으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알고리즘매매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2011년 초에 주식거래의 70% 이상이 HFT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는 2010년 전체 거래량
의 16% 정도가 고빈도 매매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국거래소
(2010), 아시아 증권시장의 알고리즘매매 현황과 대응전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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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HFT 증가는 헤지펀드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 외국 투자자들의 국
내 유입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결국 세계 금융 선진국처럼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ATS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한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인프라도 미흡하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신용파생상품시장의 붕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뜻을 모았다. 투자의 국경이 없어
지면서 장외파생상품시장에는 국가 수준을 넘어선 시스템 리스크관리
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장외파생상품중앙청
산소(CCP)의 설립이 예고된 상황이다. 외국의 CCP 설립은 G20 합의 이
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CDS, IRS, 상품, 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의 장
외파생상품에 대해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2> 세계 CCP 설립 현황
청산기관

미국

청산대상 상품

CME

CDS(’09년)/상품(’02년)/IRS(’10년)/NDF(’11년)

IDCG

IRS(’08.12월)

ICE Clear

에너지(’07년)/CDS(’10년)

LCH.Clearnet

IRS(’99년)/CDS(’10년)

Eurex Clearing

CDS(’09년)

유럽

아시아

자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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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C

CDS(’11.7.19)
IRS/Single-name CDS(’12년 가을)

SGX

상품(’06년)/해운(’06년)/IRS(’10년)
NDF(’11.10.24)

HKEx

IRS/NDF(’12년 예정)

그러나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은행은 주로 이자율스왑에 투자하
고 증권사는 주식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등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투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다르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신용파
생상품의 거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은행규모가 큰 국내 금융시장 특성
상 이자율 스왑을 중앙청산소에 우선 편입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인 것
이나 실물경제 활성화, 특히 기업금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용파
생상품의 편입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13>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

기타

계

거래잔액
(비중)

4,648
(67.05)

2,156
(31.10)

117
(1.68)

8
(0.12)

3
(0.05)

6,933
(100)

거래금액
(비중)

3,485
(24.79)

10,180
(72.41)

379
(2.70)

6
(0.04)

8
(0.06)

14,058
(100)

자료: 한국거래소

장외거래가 80% 이상인 채권시장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선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본격적
으로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인 FreeBond을 개설하여 채권 브로커나 딜러
등 시장참여자들에게 호가 및 거래상대방 탐색, 그리고 채권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소액채권
판매정보시스템인 채권몰(bond mall)을 개설하여 개인들에게 증권회사가
소액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채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회사
채 발행제도 개선에 맞추어 발행절차상 필요한 기업실사 여부와 수요 예
측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FreeBond는 기존의 사설메신저 기능을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결이나 결제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을 대체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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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직까지 채권전용 거래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채권 유통
시장의 효율성 증대 및 채권시장 선진화 촉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소
액채권 시장을 포함한 채권거래소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자본시장 관련 정책 동향
1) 상법 개정안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
정이 이루어져 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상법 개정안은 회사와 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
어졌는데 특히 주식 및 사채관리 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
본적인 자본시장 관련 상법의 개정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시장기능

․

향상에 따라 감시 감독 수준을 낮추고 기업들에게 급변하는 시장 환
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직접금융 관
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채권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자
금조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상품의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
된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 주식에 대한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재
무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액면주식 도입과 주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이 가는 변화이다.
사채제도는 상법 제정 이래 최초로 개정된 만큼 회사채 발행 및 인
수 과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양한 사채발행을 허용하고 사
채총액제한이나 최저 발행금액 규제를 없애 사채제도의 현실화를 도모
하였다. 그리고 사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수탁회사제도의 사
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한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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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주식 및 채권 관련 개정상법 주요 내용
종류

주요 내용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종류주식 인정
이익배당우선주의 최저이익배당률 삭제

주식 제도

우선주제도 폐지 및 무의결권 주식과 부분 의결권 주식 신설
무액면주식 발행의 도입 및 액면주식과의 전환 허용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시 주주에게 사전통지

유상증자 제도

주금납입에 상계허용
현물출자 조사절차의 예외인정
이익참가부사채, 전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허용

사채제도

사채 총액제한 및 사채 발행 최소금액 폐지
대표이사 사채 발행 허용
사채관리회사제도 도입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기타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Freeze-Out) 도입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회계 규정 정비

자료: 금융감독원

2) 자본시장법 개정안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정부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금융당국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
형 IB 육성,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ATS와 CCP 도입, 그리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금융 내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
정안이 발표되었다.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되었지만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에
는 신규업무 허용, 자기자본규제 합리적 정비, 프라임브로커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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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은 투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금전차입 한도와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존 사모
펀드(PEF)의 규제 완화로 시작하였으며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으로 선진
금융시스템의 활용과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유도를 위한 ATS와 CCP 설
립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기업금융의 다양화를 위해 상장기업에 대해
조건부자본증권과 독립워런트의 발행이 가능해졌고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예탁원의 쉐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표 15>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류

내용
신규업무 허용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자기자본규제 합리적 정비
프라임브로커 규제 정비
헤지펀드, PEF 등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공모펀드, 신탁업 규제 정비
대체거래 시스템(ATS) 및 거래소 허가제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신용평가업 관련 규제 이관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및 남용 방지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투자자의 신뢰성 공정성 제고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선진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수 공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3)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는 상당 부분이 파생상품시
장에서 시작하였다. 투기성 높은 옵션시장의 거래규모 적정화와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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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가 주된 정책

․

목표로 마무리되지 않은 11 11 옵션쇼크 대책과 ELW와 FX마진 시장
의 안전화 조치가 수차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장내주식옵션시장의
1계약 거래승수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매수전용
계좌를 폐지하였다. ELW 시장 참가자에게는 기존에 없던 증거금제도
도입과 LP들의 호가 제출 및 상장종목 수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FX마
진 시장에서 증거금을 인상하여 투기성 완화를 꾀하였다.
회사채나 IPO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제도의 개선, 기업공개(IPO) 인수제도의 개선, 그리고 신용평가 선
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였다. 또한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를 도
입하여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소외받는 벤처나 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
인 및 비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표 16> 파생상품 건전화 대책 주요 내용
시장

주요 내용
사후증거금 제도 개선, 대량보유보고제도 도입

장내옵션시장

KOSPI200옵션 1계약 거래승수 상향 조정
개인투자자 현금예탁비율 1/2로 상향 조정
교육이수 의무화, LP평가 강화
기본예탁금 부과, 주문속도 관련 기준 마련

ELW 시장
ELW LP 호가 및 상장종목수 제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증거금 상향 조정(거래증거금 5%, 유지증거금 3%), 복수 FDM제도 도입
FX마진 시장

FX마진 마케팅 금지, 투자자고지 강화

․

투자자의 매수 매도포지션 동시구축 금지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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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회사채 발행, 기업공개, 신용평가 시장 개선안
시장

주요 내용

상세

국제수준의 인수업무절차 대표주관사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계화
정립
수요예측 의무화

회사채
발행

증권사에 인수절차 마련 의무 부과
제도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
주관회사의 인수절차 위반 시 공적규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령 규정 보완
규정체계 정비

․

인수인의 사채관리업무 금지
상법 개정

사채발행 한도 폐지
대표이사 판단에 따른 회사채 발행 가능

QIB(적격투자자제도) 도입 QIB만 참여하는 거래 시스템 개설
대표주관사 기업실사 강화
공모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수요예측 과정의 표준절차 마련
가격산정 절차 정비
가격결정 절차의 공시 강화
IPO
(기업공개)

IPO 성과에 대한 협회공시 확대
투자자의 건전화 참여 유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를 위한 감독 강화
불건전한 청약관행에 대한 대응
감독규정 정비
IPO 관련 규제 정비
주선인에게도 인수업무규정 적용
대기업 계열사에 독자신용등급 도입
신용평가 품질제고

기업의 정보 제공 내실화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
기업의 구두 의뢰 및 예상등급 제시 요구 금지

신용평가

신용평가 결과 미공시 관행 개선
신용평가사 독립성 확보
평가이외 용역 제공후 1년간 신용평가 금지
애널리스트의 동일 기업 연속 평가 금지기간 축소
기업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급산정 투명성 강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 공시 강화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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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방안

(1) 효율적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지난 몇 년간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최근의 상법 개정 등의 정책
적 노력에 힘입어 자본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
인 자본시장의 정책방향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은행 중심인 금융산업의 불균형 완화,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이
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 제공에 있다. 이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

있는 중소 혁신기업 육성에 있어 자본시장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저출

․

․

산 고령화에 따른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의 수요확대의 필요성을
이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
고자 했던 정책기조는 차기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정책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
이고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실패를 불러와 오히
려 투자자 피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파생상품의 건전성 확보는 파생
상품시장의 질적 개선과 다양한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그리고 투자자들
의 금융 상품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IB 육성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은 안정 측면보다 성장 측면에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의 주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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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리는 헤지펀드시장은 국내에 이제야 출현하였다. 아직까지 대표
적인 성공신화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미비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을 진입장벽을 높게 정한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산운용에 있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영업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대체거래소나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가 국내 금융시장에 연착륙하
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시장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상품
의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설립제한이나 투자 상품제한을 없
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
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한국거래소의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 증권거
래소가 민영화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가
유이하다. 금융선진국의 거래소들은 합병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새로
운 시장 개척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
는 독점구조로 거래서비스 선진화의 유인이 낮고 앞으로 도입될 대체
거래소와 중앙청산소의 국내 금융시장 안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외화자금 확보를 위한 이슬람채권법 통과, 거래세
가 아닌 자본이득과세로의 세제개편도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선진
국들의 규제강화로 신흥국 투자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공백이 생긴 상
황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본시장 육성 정책
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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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
1)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
균형적인 자본시장 발전과 정보의 비대칭이나 시장왜곡으로 발생하
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축소를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코스피200지수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현물시장에까지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ELW, FX마진거래, IPO, 코스닥시장 등에서의 개인
투자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험분산과 가격발견이라는 자본
시장의 기능 측면에서는 파생상품시장의 쏠림현상은 분명 바람직한 모
습은 아니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관련 시장축소를 넘어 시장기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이 이어져야 한다.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별주식옵션시장을 육성하

․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200 선물 옵션 시장에 몰려있
는 투자자들을 유도하고 시장기능이 같은 ELW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현재 매매거래가
미비한 상황이지만 유동성 공급을 위한 LP제도9) 도입으로 개별주식옵
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LS 발행이 급증하고 있
는 상황에서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헤지 목적의 개별주식옵션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낮
은 거래승수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9) LP제도란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유동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증권회사(LP)가 발행회
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제도이
다. 일반적으로 매매거래가 활성화 되어 가격형성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
고 LP 입장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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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IPO시장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방법(book building)을10) 따
르고 있으나 국내 증권사들의 전문성과 경험부족, 그리고 허수청약 등
으로 비합리적인 공모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
적받고 있다. 주관증권사가 공모주식의 일정 부분을 보유하게 한다면
적정 공모가 책정을 유도하여 IPO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
이다.

(3)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금융 효율성 제고
1) 투자은행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투자은행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없
다는 것이다. 신규업무 허용, 효율적인 자기자본규제 정비, 프라임브로
커 규제 정비11) 등 대형 IB 육성 과제는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국내 자본력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건강한 자본시장이 되기 위한 시장 건전
화 대책은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 기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선
회해야 하고 규제 일변도로 대변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규제
들을 계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10) 주관증권사가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수집하여 발
행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방법이다.
11)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
는 헤지펀드를 위하여 자산보관 관리, 증권 자금 대여, 기타펀드 운용 지원을 포
함하고 있다. 기업의 신용공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을 정할 계획이며 내부주문집행을 통해서는 비상장 신생기업의 발굴 및
주권 거래 활성화로 인한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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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형 IB 자격을 위한 자기자본 3조 원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대형 IB가 중요한 이유는 자본력으로 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모
험자본의 모집과 분배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 IPO, 회사채 발행, M&A 등 직접적인 기업금융과 관련된 IB 업무
영역은 다양하고 기업마다 필요한 방법이 다르기 마련이다. 현재 IPO
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활동하며 저가수수료 경쟁만을 펼치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 즉,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등장한다고 해도
저가수수료 경쟁에서 탈피하거나 당장에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선전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분야에 높은 정보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특화
된 투자은행이 등장해야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페이스북의 IPO 참여 증권사 중 강
소 IB가 포함되어 대형 IB들과 경쟁하고 있고 M&A시장에서도 강소 IB
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다. 또한, 최근 월가에서는 리만 파산 자문료
만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등 구조조정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대형 IB가 아닌 중소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시장
이 형성되어 있다. 결국 자기자본 3조 원 규제12)는 국내 투자은행의 기
업금융 업무 다양화와 전문화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의 진입규제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IB의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 대상이 되는 국내 사모펀
드(PEF)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PEF 시장은
자산운용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12) 학계나 정부에서는 신용리스크 부담능력을 증대하고 시장선도적인 투자은행의 출
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3조 원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
어 자기자본요건의 적정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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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물경제와 관련 깊은 부동산이나 부실채권(NPL)의 투자가 금지
되어 있고 피투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토록 사회이사를 파견해야 한
다.13) 이러한 국내 PEF 규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PEF에는 없는
것으로 외국 LP들이 국내 PEF를 외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4)
국내 PEF 성장과 해외 자본과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이 밖에도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금융시장에서 규제는 (길을 가로막는) 전봇대라기보다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에 가깝다’라는 말이 뜻하듯 모든 신규 금융상품에 금

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15), 산업자본 분류기준인 ‘자산 2
조 원’조항 등이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이다. 또한 지나친 정부규제와
간섭으로 국내 제일 큰 손인 연기금에 운용전문가가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자본시장 성장을 헤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금융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확보가 필수
요소이다. 최근 정부는 증권거래의 유통시장, 코스닥 시장과 장외파생
상품 시장 등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ATS 도입과 CCP설립을 추진하고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70조
14) 국내 PEF가 전환사채로 기업에 투자할 때 2년 이내에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주
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 운용자산 설립규모가 국내 자산운용사 규모의 1/10
수준(국내 자산운용사는 10조 원)에 불과한 점, 그리고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양
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국내 PEF가 해외 PEF에 비해 받고 있는 역차별에 속
한다.
15) 특히 최근 ELS DL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 증권사와는 반대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역외 파생결합증
권 판매에 금융위의 인가가 배제되어 국내 증권사들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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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유통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거
래위험 감소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방지를 목표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ATS 설립 시 1인당 주식보유한도를 15%로16) 제한한 점은 검토가 필
요하다. 금융기관의 경우 30%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ATS는 최소 3개 이상의 증권사가 합작으로 개설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증권거래가 용이하도록 물량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대형 증권사와 온라인 거래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
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들의 합의를 통해 개설되
어야 하기 때문에 개설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탄생하더라도 거래서비스 방법 선택 등 운영의 자율성 확
보가 어려워 경쟁력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ATS 소유에 대한 규제는 분명 정부가 의도한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촉진
을 달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ATS 운용을 유가증권시장에 제한한 점도 보완되어야 한다. 사실 자
본시장에서 ATS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코스닥시장이다. 현재
국내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고 정보 투명성
부재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ATS를 이용한 HFT 투
자기법이 코스닥 시장에서 활용 가능하다면 유동성 증대와 기업의 가
격발견 및 신용창출 기능이 제고되어 코스닥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CP 설립 과정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CCP가 설립되어 이자
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하여 역외선물환

16) 거래소가 ATS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100%) 형태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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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NDF), CDS(Credit Default Swap) 등의 상품으로 청산서비스 확대하
기로 하였다.17) 그러나 CCP 설립은 NDF, CDS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
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되어야한다. CCP 설립취
지가 거래상대방위험 등 결제리스크를 줄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
는 것인데 IRS는 국내 은행 소속의 소수의 딜러들의 장외 거래로 이루
어지고 있어 외국에 비해 거래 상대방 위험이 적은 편이다. 오히려 정
보 노출을 꺼려하는 딜러들의 경우 거래 위축의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
도 존재한다. 따라서 CCP 설립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외파
생상품의 투자자를 다양화하여 여러 형태의 위험분산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특히 기업금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CDS18)에 대한 청산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공조가 이루어진 것도 전 세계 CDS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파생상품 규제가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CCP 청산회원의 자기자본 1조 원 요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핵심 투자자는 증권사가 유력한데 국내 증
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는 평균 5000억 수준으로 상당수의 증권사가
청산회원 자격에 미달된다. 우선 청산서비스를 실시하는 IRS의 주요 투
자자가 은행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 보이나 은행들의 IRS 이외의
참여는 크지 않아 앞으로 자기자본 요건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17) NDF/달러IRS는 2013년, CDS는 2014년부터 청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해
외 CCP와의 연계청산도 2013년부터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18) 회사채 발행기업의 CDS 활용으로 해당 기업의 부도위험의 헤지가 가능해진
다. 따라서 비우량 기업의 신용 증가로 낮은 비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
진다. 기존 우량 회사채에 집중되었던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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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경쟁력 확보
1)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래소 민영화 추진
한국거래소는 2009년 1월 증권거래업무 독점과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ATS 도입 추진으로 독점구조
유지가 불가능해졌고 201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권익위
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각각 ‘최고등급’과 전체 7위에 오르는 등 공공기
관 지정 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된 사항이다. 따라서 국내 증권거래시장
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거래소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인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정부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 경영이 어려운 점이 크다. 무엇보
다 2011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산은
지주와 기업은행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고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남게 된 점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ATS 도입으로 거래소는 이제 증권사와 경쟁하는 가운데 정
부의 감시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거래소 민영화는 최근 추진하는 정부의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의 성
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 ATS와 CCP 등 거래 플랫폼 개선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금융상품 거래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배구
조는 국내시장이 금융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따라잡는데 장애물로 작용
할 것이다. 물론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시
장을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현재 거래소는 투자자를 위한 서비

․

스 개선의 인센티브가 없고 감시 감독 부재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도
허점이 존재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먼저 CCP의 경우 거래소가 직접 설립하여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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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어 있는데 CCP가 이러한 지배구조를 갖는 것은 전 세계에 일본
과 대만뿐이다. 거래소의 독점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
고 시장참여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 확
대의 유인도 적어 IRS외의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서비스 제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자율 상품이 아닌 다른 장외파생상품을 거
래하는 투자자들이나 중개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ATS 시장의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ATS 설립으로
시장을 옮겨가는 회원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거래소와 차별
화된 투자매매기법에 대해 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ATS 도입
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코스닥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거래소
의 지배구조가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거래소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 선진국의 증권거래소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적으
로 합병을 통해 통합 거래소를 만들어 각 나라의 주식을 자국 내에서
매매하고 있다. 국내 주식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타
국 거래소와의 통합이 필수사항이며 민영화 이후 IPO가 필요한 이유이
다. 결국 거래소 민영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인프라 수준을 세계적인 수
준으로 높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2) 세계시장에서의 국내 자본시장 위상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자본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여파로 주춤하는 금융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국제 시장 참여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
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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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선진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참여를 높이기 위
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동아시아 금융 리더로 부상하기 위한 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은 자본시장 개방 ‘10년
시간표’를 내놓으며 자본시장 개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으로
중국에 비해 한 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의
우수기업을 국내 채권이나 유가증권시장으로 유도하여 동아시아 채권
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아
시아 통합 자본시장의 리더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본 유치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본인 이슬람 자본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슬람 자
본은 국제 경기 상황과 상관도가 적어 외환시장이 취약한 국내 자본시
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이다. 그러나 현재 이슬람채권의 국내 도
입은 정치논리에 의해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외화
다양성 확보와 국내 기업의 중동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라도
이슬람채권의 발행을 위한 정부의 조세특레법 개정안19)이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세금체제의 전환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증권거래세는 존재하지만 파생상품 거래세는 없는 상황이다. 세수확보
와 시장 건전화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부

19) 이슬람 채권의 수익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 이
슬람채권에 관한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상정했으나 정치논
리와 세금 형평성의 이유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두열(2011)
에서는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슬람 채권의 수익을 ‘이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조세의 조세 중립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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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ATS의 도입으로 국내에
서 HFT 거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의
HFT 매매기법은 증권거래세로 인해 상당한 거래비용이 불가피할 것이
다. 결국 제한적인 투자자에 한에서만 ATS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유통경쟁 촉진과 유동성증대를 통한 시장기능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등
의 금융선진국처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세보다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도 세금
확보나 건전화를 위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거래세가 아닌 자본
이득과세의 도입이 올바른 방향이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이 세계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거래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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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

－ 개별주식옵션시장 활성화를 위한 LP제도 도입 검토
－ IPO 공모시장의 투명성 보완
금융산업 육성

－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
－ IB 자격 요건 등 진입규제 개선
－ 불합리한 규제 정비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 CCP 대상 장외파생상품 확대
－ ATS 설립 및 최선집행의무 구체성 확보
－ CCP 청산회원 요건 및 ATS 설립 요건 완화
－ ATS에 대한 거래소와의 독립성 확보
거래소 민영화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소
－ 거래소 IPO
국내 자본시장의 세계화

－ 이슬람 채권법 도입
－ 자본이득과세로의 세금 전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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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거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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