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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가 환율 불안정성과 유동성 부족, 그리고 단기차
익을 노리던 국제자본의 공격에 대응한 역내 국가 간의 효율적인 정
책조율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역내 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경제가 고도성장
을 거듭하면서 대내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금융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역내 금융통합은 아시아
지역경제에 다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역내 국가들의
대내외 경제정책 조율을 통해 역내 경제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며,
통합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좀 더 커짐으로써 얻는 규모의 효과도 간
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역외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의 특징을 지닌 아시아 경제에 있어 역내 경
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아시아 지역의 금융산업은 지난 10년간 건전성이나 규모의 측면
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산업의 부실대출
규모는 2000∼2005년간 87% 가 줄어들었고, 자본비율도 4.6%에서

5.8%로 개선되면서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증권시
장도 급성장을 거듭하여 2005년 기준으로 하루 동안의 자금회전율

(turnover)은 1,50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세계 거래량의 34%에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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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질적･양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그간 아시
아개발은행을 비롯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통합 관련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역내 금융통합 노력이 가
시적인 성과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방향
과 효율성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합
관련 주요 사안을 개괄해 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방
안들과 역내 금융시장의 변화를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훌륭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금융통합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원인을 분
석하고, 아시아 지역의 자본이동 자유화에 의해 예상되는 효과를 짚
어냈다는 점은 기존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하면서도 중요
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김필헌 연구위원에 의해 수행된 연
구사업으로 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8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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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아시아 경제권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하면서, 역내 금융협
력에 대한 논의도 그 초점이 초기의 유동성 확보 및 정책 공조
를 통한 위기예방이라는 수동적 차원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포
괄적인 협력 내지는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
된 방안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역내 국가 간 유사시
상호 유동성 지원체제 방안,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 방안,
역내 상호 감시체제 강화 방안, 그리고 포괄적인 통합을 통한 아
시아 지역경제의 블록화 방안 등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
다. 그러나 통합에 의한 참여국들의 정치적 내지 경제적 주권의
상실 가능성이나 아시아 특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통합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외적 규모의 확대와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
고 금융시장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간에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역내 경제의 순조
로운 통합 노력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국가 간 금융제도적 차이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
다는 것은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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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각 나라 고유의 사회적 내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역내 국가 간 금융시장 개방 및 자본흐름 자유화의 시행은 상대
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
공동체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
가 될 수 있다. 상품무역과 달리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해당국 간
의 정보공유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국가 간 금융산업의 경쟁 및
규범의 수렴을 통해 역내 금융산업의 수준 향상에 촉매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대된 금융시장이라는 훈련장을 제
공함으로써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역내 금융시장의 개방에서 오
는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재 아시아 경제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역내 국가들의 공감대 부
족과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금융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이 꼽히
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본이동 자유화 노력은 금융통합에
필수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흐름 자유화의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본흐름 자유화를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비용의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본의 효율적 분배는 성장효과와 레
벨효과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본재분배
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뉴질
랜드는 자본재분배 결과 연평균 약 8∼9% 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
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한계생산성을 보였지
만 재분배로 인해 얻는 자본의 유출효과는 기간 전체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전체의 후생은 증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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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생산으로 측정된 지역경제의 성장률
은 평균 0.1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동 자유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은 향후 역내 국가들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바탕
으로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단기적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정책과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관련 금융제도기반
의 정비 및 역내 관련 정책들의 수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본
이동 자유화로 파생될 수 있는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 자본흐름 자유화에 따른 역내 국가 간 편차
를 줄이기 위해 범국가적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아시아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간 이익
충돌을 효율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 국가 간 자본
이동 활성화가 원활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
책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자본흐름에 대한 감시 및 공조
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성을 띤 정보공유 및 상호 감시가 필요하며, 국
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기준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한 감시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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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지

(동아시아 공동체는) 200 ∼300년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
다. 그러나 50 ∼100년 안에 바랄 수 있는 것은 겨우 경제공
동체일 것이다. 유럽은 파괴적인 두 번의 세계대전 경험을
통하여 일체가 되어야겠다는 절실한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생각까지 이르지 못했다. -- 리콴유1)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 금융통합 노력은 1997
년 외환위기의 정책반응으로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외환위
기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환율 불안정성과 유동성 부족, 그리고
단기차익을 노리던 국제자본의 공격에 대응한 역내 국가 간의 효율
적인 정책조율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인식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역내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다. 그러나 시간
이 흐르면서 참여국들의 관심이 시들해졌고, 역내 국가들이 지닌 고
유한 사회 및 문화적 차이점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여론조성 노력이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통합 노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
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로 고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시아의 지역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고성
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지역의 수출시장 규모도 급증
하여 최근 들어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내적
으로도 역내 교역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현재 EU 의 역
내 교역비중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도 나온 바 있다(조종 화･
김우진, 2001). 이렇듯 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가 급변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도 NAFTA 나 EU와 같은 다자간 경
제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초창기
1) 김진현(2006), pp.29-30 에서 재인용.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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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및 국제 자본시장 안정화에 그 주안점을 두었던 금융통합 노력
은 이제 그 범위가 금융뿐만이 아니라 역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역내 금융통합은 아시아 지역경제에 다각적으로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역내 국가들의 대내외 경제정책 조율을
통해 역내 경제의 안정성 증진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통합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좀 더 커짐으로써 얻는 규모의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금융통합은 국가 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요소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본
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자본에 체화되어 있는
기술력 내지 생산력을 수혜 국가에 전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역외 경제
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의 특징을 지닌 아시아
경제에 있어 역내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의 문제
인 것처럼 보인다.
금융통합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천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
른 형태를 띨 수 있다. 유럽이 실행했던 통화동맹이나 단일통화제 형
식일수도 있고, 남미에서 통화재정 정책의 건전화를 위해 고려했던
단일중앙은행제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폭 넓게는 효율적인
자본흐름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금융통합 방식에 따라 학계에서도 각각의 통합 방식에
대하여 그 실현가능성이나 경제적 영향 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
다. 이런 연구들은 그 수가 무수히 많은데, 대체로 크게 네 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금융통합의 준비단계인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정
도를 분석한 연구들로 동아시아 지역과 일본, 미국과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통합정도를 조사한 박영철과 배기홍(2002), 동북아시아 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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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대상으로 유위험 이자율 평가와 주가수익률 공동변화를 조사한
정용성 외(2004), 그리고 자산모델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채권
시장 통합정도를 분석한 Chi et al.(2006)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의 공통
점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이 그 역내 통합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
만, 여전히 미국 등 역외 국가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
이다. 둘째, 금융통합의 형태에 관한 연구로서 조종화･김우진(2001), 전
승철(2003)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주제인 금융통
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통화동맹의
무역효과를 연구한 고민창･조병택(2006)과 금융통합의 위험분산
(risk-sharing) 효과를 연구한

Mercereau(2006), 금융개방이 투자의 효율

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단위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Galindo

et al.(2007)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러 통합방안들을 개괄적
으로 종합 분석한 연구로는 김인철(2001), 왕윤종(2002), 류재원･왕윤
종(2004) 등이 있고, 특히 이런 방안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는 조
용균(2005)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아
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특히 그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을 비롯하여 대내
외적으로 공식적인 통합 관련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측면
에서 볼 때, 역내 금융통합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 측면에서 미흡하
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논의의 방향과 효율성을 재점검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통합 관련 주요 사안들을 개괄해 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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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
던 금융방안 및 이에 관련된 쟁점 사안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통합 노력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본다. 제3장
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아시아 금융시장의 변화를 정리하여
현재 아시아 금융시장의 좌표를 찾고, 이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역내 국가 간 금융 관련
제도 비교 및 앞 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진전의 첫 단추로서
역내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
제적 편익 및 비용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를 맺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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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노력
(간지)

1. 금융협력 논의의 배경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이전의 통화위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멕시코 페소문제나 영국의 파운드 위
기와 같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위기가 확
산되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비교적 건실한 펀더멘털을
보이던 나라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전 위기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던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그 전개상황에
대해 무수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Radelet and Sachs, 1998; Chang and
Velasco, 1998; Huh, 2000). 그 결과 피해 국가들은 실제적으로 취약했던

경제 펀더멘털이나 과도한 대외자본 및 미국 달러화의 의존 등으로 외
환위기가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에 이들 국가들은 대규모
투기자본의 공격(speculative attack)의 희생양이었다는 시각도 제법 설득
력 있게 제기된 바 있다(IMF, 1997; Yoon, 2006). 이처럼 동아시아 외환위
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
은 역내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확보 실패에 있
었다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또한 당시 역내 국가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의 부재는 통화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의 동아시아 중심의 금융협력 논의는
유사시 역내 국가 간 상호 유동성 지원 및 확보방안과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 촉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뿐만 아니라, 다른 역
내 국가들에게도 건전한 금융산업 육성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체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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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국
가경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혁정책
들을 펼쳐 나갔고, 많은 부분에서 아시아권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
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시아권 경제의 세계적 위
상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아시아의 경제
는 규모 면에서 EU나 미국 등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그림 1>
참조).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개방도 또한 외

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다. 수출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아시아권 경제의 개방도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42% 증가하여 EU(40%)나 미국(35%)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신장세를
보였다(<그림 2> 참조).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 빠른 속도로 융합되
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아시아 주요국의 외
환보유고도 외환위기 이전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에서의
외환보유고 증가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

❙그림 1. 주요 경제권의 GDP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1 2 0 0 0

1 9 9 5

2 0 0 5

1 0 0 0 0
8 0 0 0
6 0 0 0
4 0 0 0
2 0 0 0
0
아

시 아
아시아

유

럽 연 합
유럽연합

주: * 2000년 불변달러 기준
자료: WDI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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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미국

1)

2)

❙그림 2. 주요 경제권 의 개방도 비교
(단위: %)
1 9 9 5

2 0 0 5
0 . 8 0

0 .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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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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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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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미

유럽연합

국

미국

주: 1) 수입, 수출 자료가 없는 브룬디, 라오스, 싱가포르는 제외. 일본과 미
국의 경우 2004 년도 자료를 2005 년 자료 대신 사용함.

2) 개방도는 수출입의 GDP 대비 비중임.
자료: WDI Online

❙그림 3.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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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IMF

이와 동시에 아시아 역내 국가 간 무역도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표 1> 참조). 1990∼2006년간 아시아 역내 무역비중은 30.6%
증가하여 EU 나 NAFTA 경제권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역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추려
는 노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 따르면,

2007년 4월 현재 약 192건 이상의 쌍방 간 혹은 역내
Ⅱ.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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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시아 역내 무역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5

2 000

20 06

브루나이

81.7

79.5

74.2

73.3

캄보디아

68.6

81.5

35.8

45.3

인도네시아

51.7

49.5

50.6

60.8

라오스

85.7

65.3

72.8

80.2

말레이시아

49.6

48.2

49.4

50.1

미얀마

58.7

72.5

62.2

75.6

필리핀

32.8

37.5

39.7

54.2

싱가포르

39.5

47.2

46.5

49.7

태국

42.6

43.7

44.9

48.8

베트남

27.8

57.6

56.4

49.8

중국

21.3

33.7

33.1

28.6

한국

29.1

35.4

36.6

43.3

일본

21.2

29.9

30.9

36.5

ASEAN

18.8

24.0

24.7

27.2

ASEAN+3

29.4

37.6

37.3

38.4

EU

67.0

67.4

67.3

66.9

NAFTA

37.9

43.1

48.8

44.2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CD-Rom, May 2007, and CEIC., Rana(2007) 발
췌 재인용.

무역협정이 추진되거나 체결되었다.2) 이러한 노력은 특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메콩강4) 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the Greater Mekong Subregion
2) ADB, I n Brief,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 2007 년 4 월호.
3) AS EAN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지역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메콩강은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미얀마･라오스･타이･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으로 길이 4,020km, 유역면적 80 만km 2의 규모를 자랑
하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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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operation Program)을 예로 들 수 있다.

1992년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이 모여 에너지, 무역,
관광 등 산업전반에 걸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구성된 이 협력체제
는 2005년 동서경제지대(East-West Economic Corridor, EWEC)를 완성하
여 동남아시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지역경제 협력 노력에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한 몫 거들고 있다.

ADB는 2005년 4월, 역내 경제협력 사

무국(the offi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설립하여 경제, 투자
및 무역, 통화･금융, 그리고 공공재의 역내 공급 등의 4가지 분야에
서 역내 통합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5)
앞에서 살펴본 바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시아 경제는 외환위기 이
후 대내외적으로 개방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타 경제권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경제권의 국
제적 위상이 변화하면서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도 그 초점이 초
기의 유동성 확보 및 지역국가 간 정책공조를 통한 위기예방이라는
수동적 차원에서 역내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에 걸친 포
괄적인 협력 내지는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통합은 그 단계나 형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거론되는 경제통합의 이점으로 우선 지역경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아시아 경제협력체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를 지역경제에 원만히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로 작용할 수 있다.6) 이러한 정치적 이점 이외에 통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는 불확실성 및 거래비용의 감소, 역내 국가
5) ADB, I n Brief,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 2007 년 4 월호.
6) 조용균(2005)
Ⅱ.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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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통화 및 재정정책의 건전화(discipline), 그리고 (동아시아 의 경우)
수출구조 수렴화로 인한 경쟁적 환율절하 가능성 차단을 들 수 있
다. 여기에 날로 급증하는 국제단기자본의 규모7)와 세계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복잡한 발전양상, 유동성 담보 차원에서 과도하게 유지
되고 있는 외환보유고 등도 역내 경제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을 증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의 실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아시아 국가들의 사
회･정치･문화적인 이질성 및 경제발전단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EU 와 같은 경제통합은 어렵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이다.

7) 국제 단기자본의 규모는 그 특성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4 년 기준으로
하루 거래규모가 약 1 조9 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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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협력 방안

앞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본격화된 동
아시아 지역 금융통합 노력은 이후 아시아권 경제의 위상 강화와

EU 의 부상 등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통화통합 등의
더욱 더 포괄적인 논의로 발전되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은 다
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역내 국가 간 유사시 상호 유동성 지원체
제 방안,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방안, 역내 상호 감시체제 강화
방안, 그리고 포괄적인 통합을 통한 아시아 지역경제의 블록화 방안
등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상호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있어 따로 떼어 검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 방안별로 분리하여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상호 유동성 지원체제 방안

1997년 유동성 부족으로 국가경제가 도산의 위기에 빠졌던 동아
시아 국가들은 이후 유사시 투기자본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서의 역내 유동성 협
력체제 구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유동성 상호 협조체제로는 마닐라체제(Manila framework)를
들 수 있다. 1997년 11월 동아시아 10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
나다 등의 국가고위대표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
발은행 대표들이 마닐라에서 동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
및 이에 필요한 역내 정책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그 결과 아
Ⅱ.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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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역내외 14개 국가들과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마닐
라체제가 채택되었다. 이 체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내 국가 간 금
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적･기술적 협력 증진, IMF 위기국에 대
한 긴급금융지원제도 강화방안 마련, IMF 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협조융자계약 체결 논의 등이 있으며,8) 격년제로 회의를 열어 구체
적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출범
당시부터 뚜렷한 목적의식의 부재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국 총회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건전한 육
성 및 발전 도모나 이를 위한 정책당국 간 공조체제를 어떻게 추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 대신
지역경제에 대한 수박 겉핥기 식 토론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마닐라체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내 금융산업의 육성에 대한 논
의도 피상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9)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지니
고 있던 마닐라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대
체적 유동성 지원 방안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참여국들의
관심도가 점차 떨어져 결국 2004년 회의를 마지막으로 철폐되는 운
명을 맞았다.
마닐라체제와 같이 다자간 협상을 통한 중앙국제기구(centralized
international institution) 형식의 또 다른 유동성 지원체제 방안으로 아

시아 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은

1997년 일본이 처음 제안했으며, IMF 와의 업무 중복성 등 국제정치
적 고려에 의해 무산된 바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일본을 중
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2002; 유지성, 2002; Masayasu,
8) 전승철(2003)
9) 왕윤종(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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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MF의 설립 제안은 IMF 에 의한 유동성 지원이 종주국인 미

국의 입장 등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불확실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지원규모도 부족한 데다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제조치들이 해당 경
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내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
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외환위기의 여파가 더욱 증폭될 가능성
이 있다는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10) 또한 근래 금융위기를 겪었던
주요국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IMF 의 유동성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유동성 지원 및 관련 경제정책 및 개혁조치 마련 측면에서

IMF 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아시아 역내 중앙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AMF 제안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AMF 의 주된 역할은 역내 경제에
대한 감시체제와 정책당국 간 공조협력의 구축 내지 강화를 통해 위
기예방 능력을 높이고, 유사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과 유연하고 효율
적인 대책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이러한 AMF의 운영방안은 기본적으로 마닐라체제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AMF 가 마닐라체제와는 달리 중
앙집권적이며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 기구로 작
용한다는 것이다. AMF 방안은 다른 유동성 지원방안들보다 정책입
안이나 위기 대처 과정에서 역내 경제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
고, 관련정책 조율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간 갈등을 더욱 효
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0) 이와 관련하여, 전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1998 년 1월 개최된 세계정세회의
에서 “IMF의 치유책이 원래의 질병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유발해서 아시아
민족주의, 궁극적으로는 반미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신
동아, 1998 년 2월호).
Ⅱ.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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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근 금융위기 해당국에 대한 IMF의 공식지원자금 규모

주: “other” consists ma inly of bilateral assistances given by other countries.
자료: IMF, 2003a; Lane et al., 1999.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MF 가 현실
화되기에는 여러 장애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AMF가 설립될
경우, IMF와의 업무 중복성이나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반대여론
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그
리고 최근 미얀마 사태에서도 보듯이11)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과연
11) 2007년 9월 미얀마 군정이 평화시위를 유혈진압하자 미국과 EU 등은 ASEAN이
미얀마에 대해 경제제재조치 및 ASEAN 회원국 자격정지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
구했으나, ASEAN은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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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기구가 각종 경제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도록 용인할 것인지도 의문시된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
의 외부개입에 대한 내재적 반감 정서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사
회･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AMF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역
할을 담당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 AMF 현실화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앞서 열거한 대내외적 걸림돌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EU 통합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보여줬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국가가 필수적인데, 현재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볼 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AMF 가 현실화되기에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상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마닐라체제나 AMF 방안과 달리
유동성 지원체제가 구체화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신미야자와 이니
셔티브(New Miyazawa Initiative, NMI)를 들 수 있다. NMI는 일본이 주
축이 되어 1998년 10월 IMF･세계은행 총회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아
시아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자금으로 각각 150억 달
러를 조성하여, 일본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상대로 개별적 지원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2)

NMI와는 별도로 아시아 역내 국가 간 쌍무적 협정을 통해 결성된
유동성 지원체제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를 들 수 있다. CMI는 여타 유동성 지원체제 방안과 달리 실제적으
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ASEAN+313) 협의체가 주도하여 역내 금융협력 방안 중의 하나로 채
12) 전승철(2003)
13) ASEAN+3은 기존의 ASEAN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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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체제이다. CMI는 기본적으로 당사국 간의 쌍무적 협정을 통하
여 유사시 통화스왑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유동성 위
기 발생 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미달러화)를 단기
차입하는 일종의 중앙은행간 신용계약이다.14) 즉 이 협정을 국가 간
에 체결하게 되면, 자국이 외환보유고 부족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경우 상대국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한 후 자국 화폐를 담보
로 외화를 빌려올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은 형식적으로는 통화교
환의 성격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시 외화차입 채널을 확보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통화스왑이라 해서 협정된 지원금액 전
부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약정액의 20%를 초과
하는 자금지원은 IMF 의 자금지원 내지 약속이 있고 수혜국이 IMF 의
경제 구조개혁 정책에 합의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CMI체제는 기존의 ASA (ASEAN 스왑협정)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한
BSA (Bilateral Swap Agreement, 양자간 스왑 협정)로 나누어진다. 이 중
1977년 1억 달러의 기금으로 발족한 ASA는 준비자금의 영세성으로
그 실효성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으나,15) BSA 는 한･중･일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협상이 진행되어 2007년 7월 현재 총 16개의 BSA 가

83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되었다(<그림 5> 참조). 흥미로운 점은 한･중･
일 3국이 대상국가에 따라 체결되는 BSA 의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해 자금공여국
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대칭적 협정에서 유일하게 중
력체로서 지역경제 감시체제 강화, 역내 유동성 확보,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등
을 목표로 1997 년 12 월 출범했다.

14) 중국과 일본 사이의 통화스왑협정은 위안화와 엔화로 체결되어 있다.
15) ASA 기금은 1978년 2억 달러로 증액된 바 있고, 2000 년 11월 10 억 달러로 다시
증액된 후 2007 년 7월 현재 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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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제외되었다. 반대로 중국은 한･일 양국에 대해서는 대칭적 협
정을 맺고 있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대칭적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쌍방 간 협정체제만으로는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 단위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 간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ASEAN+3는 2006년에 CMI체제의 다자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2007년 들어 향후 CMI체제가 역내 국가를 아우르는 단
일계약체제의 자조적 준비기금(self-managed reserve pooling)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CMI체제는 회원국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뚜렷하고 확고한 정책목표 제시에 성공함으로
써, 향후 역내 유동성 진작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CMI하에서 아시아 국가 간의 스왑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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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유동성 지원 방안들은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데, CMI체제도 예외가 아니다. 단,

CMI체제를 구성하는 국가 간 통화스왑 협정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도덕적 해이의 가
능성은 존재한다. 또 한편에서는 CMI체제와 같은 유동성 지원기구
의 설치만으로는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16) 즉 CMI
체제보다 큰 규모의 가용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IMF가 존재하는 상
황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CMI체
제가 그 같은 대형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비단 CMI체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 장
에서 거론된 모든 유동성 방안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다른 금융통합
방안들에 비해 유동성 지원체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
각하면, 이러한 비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관련해서 역내 경제 간 상호
감시체제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근래 들어 지역경제 감
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CMI체제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등 발전적
인 변화가 있었다.17) 이와 더불어 통화스왑을 통한 상호지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유동성 지원과 연계된 정책
개혁 권고의 강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지원방안이 금융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
이 내려진 바 없다. 단, 18세기 이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16) 조복현(2006)
17) 역내 감시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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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크고 작은 금융위기와 중앙은행과의 역사를 감안하면, 금융위
기 예방책으로서의 유동성 지원방안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내 환율체제 방안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야기된 1997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의
정책당국들에 환율 안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날
로 급증하는 국제자본 규모와 이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효과적인 환율안정 방안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되었고, 아시
아 각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환율
체제를 실행하고 있다(<표 2> 참조). 2007년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통화의
일정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간섭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브
루나이가 법률에 자국통화의 싱가포르달러에 대한 페그를 명시함으
로써 가장 강력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
이 전통적 고정페그제도(conventional fixed peg)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자국통화인 동을 미달러화에 2% 이내의 밴드를 두고
페그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의 경우,
중국 당국은 위안화를 미달러화에 페그시키면서 대내외적 경제변수
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환율을 재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4개국은 자국
통화를 특정 통화에 페그시키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정책개입으로
환율안정을 도모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세 나라만이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당국이 개입하게 되는 자유변동환율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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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도 현황
환율제도

국가

ER
Anchor

통화정책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브루나이

Singapore $

–

전통적 페그제(Conventional fixed peg)

베트남

US $

–

크롤링 페그제(Crawling peg)

중국

US $

–

인도네시아
관리변동제도
태국
(Managed floating with no predetermined
말레이시아
path for the ex. rate)
싱가포르
자유변동제도
(Independently floating)

한국
필리핀
일본

총통화량 목표제
(monetary aggregate target)
기타*
–

물가목표제
(Inflation target)
기타*

주: *는 특정한 타겟 없이 경기상황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화정책을 시행.
자료: IMF, “Review of Exchange Arrangements, Restrictions, and Controls,” 2007. 11.

이처럼 나라마다 환율체제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수출을 통
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체제는 전반적으
로 달러화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의 국제 금융통화체제는 각국에 점점 더 많은 규모의 외환(달
러) 보유를 강요함으로써 불안정 편향성과 위기요인을 내포하고 있으

므로, 아시아도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 단일통화가 필요하
다”18)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달러 편중체제가 제기하는 불안요소 이
외에도 최근 아시아 경제가 질적 내지 양적인 변화를 겪음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환율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지금과 같이 아시아 각국이 서로 상이한 환율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18) 조선일보, 2002 년 4 월 24 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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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정책적인 공조가 어렵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무역관계
도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먼저 역내 국가 상호간 무역의존도
가 점차로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현재 EU 의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
다.19) 그러나 국가 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상호 경쟁도
점차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수출유사성(index of export similarity)과 수
출경합성(index of export overlap)의 지수들로 평가해 볼 때, 현재 아시
아의 수출구조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나뉘어 있고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 후발신흥국들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
라 점차 수출경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20) 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유사한 수출상품구
조로 인한 경쟁의 격화는 국가 간 환율불안정을 조장하고 나아가 향
후 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역내 환율체제 협력방안의 도출은 환
율 안정을 통한 역내 무역 증진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율협력체제 방안은 공동통화바스켓의 페그
를 통한 대내외 환율안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와
같이 달러화에 편중된 환율체제를 유지할 경우 엔/달러 환율변동 시
역내 국가의 실효환율이 기초경제여건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변동
함21)으로써 대외경쟁력의 변화를 통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
는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22) 쟁점이 되고 있는
19) 조종화･김우진(2001)
20)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2007.
21) 동아시아 지역의 자본유출입은 엔/ 달러 환율변동에 크게 좌우된다(Kwan, 2001).
22) 조종화･김우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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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통화바스켓에 어느 나라의 통화를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인
데, 이는 포함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 통화바스켓의 환율안정 기능
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역내 통화만으로 바스켓을 만드는
소위 ACU (Asian Currency Unit) 방안의 경우, 역내 국가 간의 환율이
일정한 밴드 내에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역내 환
율안정에는 일조를 하겠지만, 역외 환율, 즉 미달러화나 일본엔화 같
은 대외통화에 대한 환율은 자유변동제를 채택하게 되어 있어 역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의 대외안
정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논
의는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 상대인 미국, 일본, EU의 통화를 통
화바스켓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23) 이들 국가에 대
한 수출비중이 역내 국가 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바스켓의 가중치
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외통화
에 지나친 가중치를 두게 될 경우 역내 국가 간 환율안정이 달성되
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 지역 환율협력체제 방안은
기본적으로 대외환율과 역내 국가 간 환율의 안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수
출국들이 역내 국가들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이들 통화를 바스켓에 포함시켜 대외 환율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반대로 역내 국가 간 무역의 증진을 도모하고 치열해지는 국제시장
에서의 경합으로 인한 경쟁적 자국통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역내 통화들로 이루어진 통화바스켓이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서로 달라
23) 이에 관련하여 2001 년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과 프랑스가 달러, 엔, 유로
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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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공통된 해답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통화바스켓제도에 관련하여, Bilson (2001)은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대신 아시아 각국의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진 아시아자산기금
을 바탕으로 한 ACU 의 창출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은 기존의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대신 아시아 각국의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진
아시아자산기금을 바탕으로 한 ACU 의 창출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방안은 ACU 를 통한 환율안정 이
외에도 역내 자본시장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기존의 여러 방안과 마찬가지로 각
국의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
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외 안정이냐 대내 안정이냐 하는 기본적인 선택과제 외에도 통
화바스켓제도와 같은 환율협력체제 방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다. 역내 환율협력체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통화바스켓
제도와 같은 협력체제로 인해 각국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구의 운용 경험이 부재하고,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으로 타국의 간섭을 불신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특징
을 감안할 때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난관을 극
복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역내 환율안정에 대한 공감대의 부족은 가
시적인 환율협력체제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율
협력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잘 발달된 금융시
장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구체적인 환
율협력체제 방안 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중에 다시 다
루겠지만, 아시아 각국의 금융시장은 그 발전적 단계나 제도적 기반
조성 측면에서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간
Ⅱ.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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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들은 환율 정책 관련 역내 의견 수렴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율협력체제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들
이 시사하는 문제점들 이외에 일정 형태의 통화바스켓제도가 도입
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할 경우, 국제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국제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이에 따른 자본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에 어
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통화바스켓제도는 그 지향점
이 대외 환율안정이든 대내 환율안정이든 일정 수준 고정환율제도
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생길 수
있는 통화가치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직 제대로 논
의된 바가 없다.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는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병립하기에는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아시아 지역 환율
협력체제 논의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유로지역의 경험을 보면 과연 통화바스켓제도가 그 목적
에 부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통
화바스켓제도를 실제 운용했던 유로지역을 보더라도, ECU는 유로체
제 출범에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4) 실제로

ECU는 1970년대에 EC의 공식적인 거래 통화가 되었으나, 유로체제
의 출범 전까지 그 지역에서의 미달러화의 압도적인 위치 등으로 인
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보더라도, ACU 나
그와 비슷한 통화바스켓이 형성되더라도 도입 목적에 준하는 기능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각별한 노력과 정책공조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24) Eichengree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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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경제 상호 감시체제 방안
지금까지 논의된 상호 유동성 지원방안과 환율공조 노력은 역내
국가 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역내 경제 감시체제의 강화를 암묵적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참여국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이해 없이 효율적인 환율공조는 불가능하며, 유동성 지원방
안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정책공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역내 경제감시 강화
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가

2000년 CMI체제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ERPD 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거시경제의 위험관리, 더욱 우수
한 법인지배구조 창출, 지역 자본흐름의 감시,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혁,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조와 지원메
커니즘의 향상 등이 있다.25) 이후 2001년 5월 호놀룰루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쿠알라룸푸르 회의에서 제1차 스터디그룹(study group)
회의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2002년에는 4월과 12월에
관련국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를 교환했다. 현재 ERPD는 2005년을 기점으로 CMI체제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역내 국가 간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자본
흐름 및 이와 관련된 정보의 자발적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ERPD를 통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정보공유 및 감시체제 강화 노
력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 성격이 자발적이고 각국이 자국의 경제상
황을 스스로 감시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
25) 조복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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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현행 체제와 같이 자국경제의 감시가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집되는 정보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역내 경제의 효율적 감시를 위한 명확한 기준도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국이 수집한 관련정보의 공유도 자발적이
어서 해당국이 자국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생각될 경우 정보의 공유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공유되는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
성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다자간 정책공조 경로로서의 ERPD 의 유효
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ERPD가 좀 더 원
활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자국위주의
자발적 협조보다 범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통해 공유되는 경제관련 정
보의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대칭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RPD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역내 경제감시체제로 조
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EWS)를 들 수 있다. 이 체제는 2000년

4월 APEC 서울 포럼 및 같은 해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제안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불안정의 주요 요인인 국제 단기자본의 흐
름을 감시하고 이에 관련된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후 2001년 ASEAN+3 재무장관 회담에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주관으로 기본모델을 개발하기로 합의되었

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마닐라 회담을 통해 EWS 도입 및 효과
적인 운용을 위한 상호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운
용되고 있는 EWS 의 기본모델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진단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제관련 지수들을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다.26) 구체적으로 EWS는 통칭 CAMELS라고 불리는 금융시장 안정
26) 왕윤종(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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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시장의 자본적절성
(capital adequacy), 보유자산의 건전성(asset quality), 금융관련 관리체계

수준(management soundness), 영업이익(earnings), 유동성(liquidity), 그리
고 자산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sensitivity to market risk)이 포함
된다. 이 외에도 EWS 모델은 이자율 및 환율, 그리고 경상수지 등의
거시경제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친 건전성에
대한 폭넓은 진단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
역에 잠재하는 금융관련 불안정 요인들을 EWS체제가 얼마나 효과적
으로 간파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EWS체제는 앞서
나온 여러 경제 및 금융관련 변수들을 바탕으로 24개월을 기준으로
아시아 전 지역에서의 통화위기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도출해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2000∼2001년간 발생했던 터키의 외환위기를 미리
감지해 내는 데 실패했다.27) 터키 외환위기 발생 시 EWS가 아직 초
기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통화위기의 성격상 사전적으로 발생확률을
계산해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기경보체제로
서의 EWS체제는 터키에 관한 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 향후
유효한 EWS체제 구축도 아시아 지역경제의 역동적 성격을 감안할 때
그리 밝지는 않다. 선진국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개발도상
단계에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구조 및 금융산업에서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EWS체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 및 경제관련 변수들의 동태적 내지 구조적 변
화의 시효적절한 반영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아시아 국가 간 정확하
고도 투명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분야에서의 아시아 국가 간 협조는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 일례로
27) Grabe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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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불안이 금융부문에서 선두를 달
리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복잡다단한 금융산업의 변화를
정책당국자가 적절하게 추적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
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견고하고 정확
한 EWS체제 구축 가능성은 현재 아시아 지역의 관련 제도기반의 미
비 등으로 다소 낮다고 하겠다.
역내 통화블록화 방안
유동성 지원내지 환율협력체제 방안 다음으로 활발히 논의가 진
행되고 있는 것이 통화통합을 통한 지역경제의 블록화 방안이다. 회
원국들의 통화를 단일화하는 통화통합은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로
서, 유동성 지원이나 환율협력체제와 같이 정책공조 차원이 아닌 실
질적으로 회원국들의 경제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다. 그간 아시아 지
역 통화통합 방안은 유동성 지원, 환율안정, 거래비용 감소를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의 여러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의 현
실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논의가 다소 침체되어 있었으나 EU 의 통합
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간 제시되어 온 경제블록화 방안은 크게 엔화를 중심으로 한
엔블록과 미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달러화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는 일본과 미국이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엔블록 방안을 살펴보면, 엔블록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대외 거래 시 결제통화를 엔화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이들
국가의 통화를 엔화에 페그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엔블
록 방안은 1990년대부터 일본 등에 의해 주창되었으나 당시 아시아
경제에서 미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인해 관심을 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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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역내 경제의 지나친 달러화 편중이 1997년 외환위기의 한 요
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논의가 재개되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에 기인한 세계 주요국들의 외
환보유고 다변화 움직임은 증대하는 아시아 경제의 위상과 함께 복
잡해져가는 역내 역학 구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일본의 정치
적 뒷받침과 맞물려 엔화 중심의 아시아 경제블록화에 대한 논의에
불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엔화를 중심으로 한 역내 경제의 통합은
그 경제적 이익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기술한
경제통합의 이익 이외에 일본은 역내에서 실질적인 중앙은행의 역
할을 담당함으로써 기축통화(seigniorage)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엔화
가 세계무역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아시아권 경제의 대외결제통화
로 사용됨으로써 자국의 환위험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경제
적 편익을 추가적으로 얻게 된다. 반면에 다른 역내 국가들이 치러
야 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통화정책의 독립성 상실로
인한 자국 내 정치적 반감의 원만한 해결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역내 국가들의 대일본 교역비중이나 일본과의 경
제구조나 외부충격에 대한 반응, 거시경제 정책기조 등에서 많은 차
이점을 보이고 있다.28) 이러한 이익과 비용의 불균형으로 엔블록의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통합방안은 역내 지역통화의 기
능을 엔화가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엔블록 방안과 달리 미달러화가
모든 통화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이
미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거래가 달러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어, 엔블록과 같은 화폐
28) 전승철(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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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부분적 대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달러화 방안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면서 나름대로 당위성
을 얻어 왔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경제가 달러화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고, 미국을 주
요 수출국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러화가 지속적인 약세 추세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로화의 부상 등 기축통화의 다변화가 이루어
지면서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의 블록화에 대한 실현성
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통합방안의 제시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통화통합 가능
성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많이 시도되었다. 한 국가군이 통화통합
의 적정대상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Mundell(1961)의 최적통화
이론이 시초였다. Mundell의 최적통화이론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들
이 통화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경제구조의 동질성 및 생산요소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이 있다. 경제구조의 동질성은 재정 및 통화정책의 방향이 비슷하
고, 경기변동의 양상이 서로 유사하며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 등을
포함한다. 이는 통화통합은 내용면에서 회원국 간의 환율을 고정시
키는 것이므로 회원국 간 거시경제 정책이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반
응이 서로 상이할 경우 통일된 정책의 수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
다. 또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도 필수적인데, 이는 한
나라에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불
균형을 조절해 줄 환율정책이 단일통화동맹하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대칭적인 생산성 충격으로 인한 국가 간 경
상수지 불균형은 일반적인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조정되지만,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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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동맹하에서는 환율 메커니즘의 조절기능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만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비대칭적 충격이 이들의 이동으로 인해 흡수되므로 국가 간 고정환
율, 즉 통화동맹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화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생산요소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다.

Mundell의 최적통화이론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의 통화동맹 적합
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있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유재원･
왕윤종(2004), 조용균(2005), 강삼모(2007) 등이 있는데, 이들의 연구결
과는 대체로 아시아 지역이 Mundell의 최적통화지역 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undell의 최적통화지
역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유럽도 통
합 당시 단일통화동맹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Bayoumi & Eichgengreen, 1992; Kouparitas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성공적인 통화동맹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보다 거대한 유럽경제권의 창출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
한 결과이다. 유럽의 경우 통합과정에서 나타났던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은 통합을 위한 사전적 준비작업으로서가 아닌 통합 이후 서로
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달성되었다.29) 실제로 다른 지역들을 보더라
도 회원국 간 경제상황이나 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통화동맹을 유지하고 있다(<표 3> 참조). 통화동맹과 관련한 국제사회
의 실제 사례들은 통화동맹의 결성에 있어서 Mundell이 제시한 바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보다 공동경제권을 창출하려는 회원국 당사
자들의 정치적인 의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적 환경이 통
화동맹의 창출 및 성공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29) 조용균(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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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지역의 경제동맹 현황
명칭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
(West Africa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WAEMU)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Central Africa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 CAEMC)

성립시기

가맹국

공동통화

환율제도

Benin, Burkin a
Faso, Cote d’Ivoire,
Mali, Niger, Senegal,
Togo

CFA franc

프랑스 프랑화에 페
그시키다가 1999년
1월 이후에는 유로
화에 페그

1994년

1964년 창설된 중
카메룬, 중앙아프
부아프리카관세
리카공화국, 콩고,
경제동맹(UDEAC)
가봉, 차드, 적도
이 1994년 해체되
기네 등 6개국
고 그 대신 설립

CFA franc

프랑스 프랑화에 페
그시키다가 1999년
이후 유로화에 페그

각국 통화가존속
각국은 rand에 페그
남아프리카공화 하는 가운데남아
(통화위원회제),
국, 스와질란드, 프리카공화국 통
rand는 역외통화에
레소토, 나미비아 화인 rand를 공동
대해 자유변동
이용

공동통화지역
(Common Monetary
Area: CMA)
(일명 rand zone)

1986년

동카리브해
통화동맹
(Eastern Caribbean
Currency Union
: ECCU)

1981년 동카리브
해국가기구(Organization of the East
Caribbean States)
창설, 1983년 단
일 중앙은행인 동
카리브해중앙은
행(Eastern Caribbean Central Bank)
설립

카리브해의 8개
소국(Angui lla,
Antigua and Barbuda, Dominica,
Grenad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and
Grenadines)

1999년

EU 소속 12개국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
리아, 룩셈부르
크 , 네덜란 드,
오스트리아, 포
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유럽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 EMU)

Eastern
Caribbean
dollar

미달러화에
페그

유로

자유변동

주: *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7 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전승철, ｢동아시아 지역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최근 논의와 과제｣ , 금융경제
연구, 제150 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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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통화동맹 가능성을 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Chey(2008)가 있다. 이 연구는 최적통화지역에 수
반되는 경제적 요건 이외에 참여국 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대내
적 통화동맹찬반 세력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및 정치구조 등의
정치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아시
아 지역의 통화동맹은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가
능할지 모르나, 정치적 장애요소가 커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공통점은 통화통합에 있어 전통적
최적통화이론에 근거한 경제적 요건들도 중요하지만, 비경제적 요
인, 즉 참여국들 간의 정치문화적 요인들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자각이다. 이러한 자각은 유럽의 성공적인 단일통화동맹 결성과 그
외 군소 통화동맹들의 실제적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적 결과이다. 아
시아 지역에서 경제측면의 통합은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무역 활성화와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서 유럽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이론에 기초한 경제적 통합
요건이 실제적 통화통합에 있어서 필요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
능성도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 통화통합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참여국들의 경제적 통합요건 충족이 아닌 역내 국가들
의 통합에 대한 정치･문화적 장애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문화적 장애요소들은 그 특성상 단기간 내에 극
복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행
연구들이 아시아 지역의 통화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들고 있는 첫 번
째 이유로 지역통합에 대한 공감대 부족이라는 것을 보아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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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통화통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경우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유럽인의 뇌리에 유럽 통합과 그
에 따른 정치적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각인되었으나, 아시아의 경우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시켜 줄 공동의 경험이 부재했다. 따라서
비록 장기적인 경제적 편익이 크더라도 단기적이면서도 직접적인 통
합에 따르는 비용 및 고통에 대한 역내 구성원들의 정치적 저항을 극
복할 심리적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통된 기독교 문화
권을 구성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문
화 및 종교 그리고 법체계 면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다. < 표 4>
에서 보듯이 아시아 각국은 GDP로 나타낸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면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 당시 회원국 전체가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던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경우 소득수준을 보더라도
베트남의 경우 3,100달러인 데 비해 일본은 3만3,100달러로 10배 이
상 차이가 난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산업구성도 각국의 상이한 경
제발전단계로 인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규모나 산
업구조 면에서의 차이는 통화동맹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는 통화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
한 각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나 법체제 면에서도 아시아 각국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교나 법체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은 많은 문헌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Levine, 1997; Levine 2002; Barro
2003; La Porta 2007). 한 국가의 종교나 법체제는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대내
외의 정치･경제적 충격에 대한 사회적 유연성에 영향을 끼치는 방
식으로 그 나라의 경제체제를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와 법체제
가 서로 유사한 나라일수록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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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구조 비교
3)

국가

법체계

1)

GD P

$9.557
billion
$10.21
중국 대륙법
trillion
$4.164
인도 영미법
trillion
인도 Roman- $948.3
네시아 Dutch law billion
$4.218
일본 대륙법
trillion
$1.196
한국 대륙법
trillion
말레
$313.2
영미법
이시아
billion
$449.8
필리핀 영미법
billion
$141.2
싱가포르 영미법
billion
$596.5
태국 대륙법
billion
$262.5
베트남 대륙법
billion
브루나이 영미법

1차

산업
2차

3차

빈곤층
4)
비율

종교

$25,600

0.9%

71.6%

27.50%

NA

이슬람교
(67%)

$7,800

11.7%

48.9%

39.3%

10%

–

$3,800

17.5%

27.9%

54.6%

$3,900

12.9%

47%

40.1%

$33,100

1.5%

25.6%

73%

$24,500

3.2%

39.6%

57.2%

$12,800

8.8%

47.1%

44.1%

$5,000

14.1%

31.6%

54.2%

$31,400

0%

34.8%

65.2%

$9,200

10.7%

44.6%

44.7%

$3,100

20%

41.9%

38.2%

PPP

2)

힌두교
(80.5%)
이슬람교
17.8%
(86.1%)
신도 및
NA
불교(84%)
무교5)
15%
(49.3%)
이슬람교
5.1%
(60.4%)
로마가톨릭
40%
(80.9%)
불교
NA
(42.5%)
불교
10%
(94.6%)
무교
19.5%
(80.8%)
25%

주: 1) 2006 년 기준임.

2) 브루나이는 2005년, 나머지 국가는 2006 년 기준임.
3) 브루나이, 인도는 2005 년, 나머지 국가는 2006년 기준임.
4) 필리핀(2001), 인도･말레이시아(2002), 한국(2003), 중국･태국･베트남(2004),
인도네시아(2006) 기준임.
5)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크리스트교(26.3%), 불교(23.2%)임.
자료: CIA, The World Factorbook, 2007.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통합 시 독일이나
프랑스가 담당했던 주도적 역할을 할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국
사이에 경제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시키고 통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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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된 장애요소들의 성공적인 극복 가능성을 매우 어렵게 하
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시아 지역의 통화통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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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경제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역내 금융통합 논의의 범
위도 애초의 유동성 담보 차원에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통합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통합에 의한 참여국들의 정치적
내지 경제적 주권의 상실이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금융통합에 가
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받아 오고 있는 아시아 특유의 사회･경제･문
화적인 통합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그다
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라 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유럽
과 달리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상호 교류가 활발하
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
제･정치적 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며, 이들 국가 사이에서도 경제발
전 및 근대화 수준의 차이로 인한 사회･정치･경제적 이질성이 존재
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쳐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
간 유럽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통합 노력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유럽의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
합 노력이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역내 공동체 인식의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공동체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우선 비교적 활발한 진전을 보
이고 있는 상호 유동성 지원체제 및 역내 국가 간 환율공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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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하고,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경제 감시체
제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강제성을 띠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호협조체제의 활성화는 공동체 인식에 필수적인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경
제 구성원 사이에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배양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
면, 향후 경제통합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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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현황
(간지)

아시아 금융위기는 남미나 러시아 등의 금융위기와 달리 그 원인
이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이었다. 또한 그 파급효과도 한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 일어났고, 피해국가도 한국
처럼 비교적 경제기반이 탄탄했던 나라와 말레이시아 같은 상대적
으로 낙후된 나라까지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가 상이한 나라들을
모두 포함했다. 근본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 아시아 금융
위기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국제 금융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
식을 갖게 했고, 그 결과 1999년 6월 G-7 국가들을 주축으로 그 개
혁방안들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IMF 등 국제 금융기구의 개혁, 금
융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 개발, 신흥시장국의 경제정책 및
금융시스템 강화, 금융위기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환율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오순상, 2005). 이 가운데 아
시아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신흥시장국 금
융시장의 건전한 활성화, 환율제도의 유연화, 그리고 단기차익을 노
리는 국제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면역력 강화 등
이 있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아시아와 같이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본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현실
인식의 전환이다. 또한 자본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영 효율성이나 투명성 및 경쟁력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성급하게 자본시장
개방을 단행했던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이 사후 한바탕 치렀던 홍
역으로부터 얻은 소중한 실증적 경험이라 하겠다.

IMF 와 세계은행은 신흥시장국들의 금융산업 육성을 보조하기 위
해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 금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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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세계적으로 그 호응도가 높아서 현재 약 95개국이 참여 또는 향
후 참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한국도 활발히 참여하면서 지금
까지 세 차례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가장 최근의 평가인 2003년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금융산업 관련분야에 있어서 많은 진
보를 이루었으며, 은행업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금융관련 감독기관들의 독립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제2금융권의 개발 및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IMF, 2003).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이외에도 홍콩, 일본, 필리
핀, 싱가포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이미 많이 발
전해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의 본 취지
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나라들의 취약한 금융시장의 육성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역내 다른 국가들의 더
욱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 아시아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제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외환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였던 은행산업의 낙후된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둘째로는 상대적
으로 발전수준이 미약한 증권산업 내지 자본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으로써 아시아 지역 금융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국제경쟁력 향상
을 꾀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룩했다. 역내 국가 간 효율적인 정
책조율을 위한 대외적 금융제도 개선과 이에 상응하는 대내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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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의 강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금융
산업의 양적 팽창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외환
위기 이후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직접금융
형태인 은행업과 간접금융 형태의 증권시장으로 대별하여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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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산업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직접금융 형식의 증권시장 위주로
금융산업이 발달해 온 반면, 독일과 일본 등 후발 선진국들과 대부
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빠르고 효율적인 자본 형
성을 위해 간접금융 형식의 은행업 위주로 발달해 왔다(Allen and
Gale, 2001).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모두 후자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자와의 긴밀한 관
계 유지를 통해 투자기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준다는 장점
이 있다. 반면에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정치적 요소들
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도 내재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
기는 이러한 부조리한 측면이 증폭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은
행산업의 체질개선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아시아 주요국의
부실대출 규모를 <그림 6> 을 통해 살펴보면 그 규모가 2000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2005년간 이들 국가에
서의 부실대출 규모는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다. 2000년
당시 부실대출 비율이 34.4%였던 인도네시아는 2005년까지 그 수준
을 15.6% 까지 끌어내렸고, 특히 한국에서의 부실대출 규모는 2000

∼2005년간 87%가 줄어들어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에서 싱가포르가 예외적으로 같은 기간 부실대출 규
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절대규모는 2005년 현재

3.8% 수준으로 한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작다. 그러나 이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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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평
균 부실대출 비율은 9.2% 를 넘고 있어 미국의 0.7%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대출 규모의 축소를
통한 경영효율성 강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대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각국 은행들의 자산대비 자본
비율도 대체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그림 7> 참조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은 2005년 현재 미국보다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
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00년에 미국보다 3.5%p 나 낮았던 자
본비율을 5년 안에 미국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국도 같은
기간 자본비율이 4.6% 에서 5.8% 로 개선되면서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러한 부실대출 규모의 축소와 자
본비율의 개선은 2007년 상반기에 순소득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세계 은행, 2007).
❙그림 6. 각국의 총대출대비 부실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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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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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각국 은행의 자산대비 자본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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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은 2000 년 대신 2001년 지수, 일본은 2005 년 대신 2004 년 지수.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은행산업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아시아 주요국 중 인도네
시아가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은행이 2007년에 발행한

East Asia and Pacific Update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은행산업은
기업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큰 호황을 보
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은행대출의 증가율이 2006년의 14%에서

2007년 6월 현재 39% 로 크게 늘어났으며, 은행이윤도 6%라는 이율
마진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은행의 경영건전성은 20%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에서 보듯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금
융산업에서 흔히 호황은 부실경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은행의 양호한 경영건전성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일련의 금융개혁 정책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이어 2007년 7월에 두 번째의 금융개혁 방안을 내놓았는
데, 여기에는 규제당국 간의 긴밀한 정책 조율, 신용정보시스템의
강화, 연기금과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및 감시 강화, 자본시장의 효
율성 및 유동성 증대, 그리고 금융산업 각 분야에 걸쳐 관련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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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당국의 금융
개혁 정책들은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다. 인도네시아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거센 금융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은 최근 4개의 거대 국영은행 중 3개를 대상으로 구조조
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로 2003년 2%였던 이들 은행의 수익률이

2006년에는 12∼13%까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외국은행과 일반을 상대로 이들 은행의 소수지분 10∼25% 를 처분하
여 투명성과 경영성 증진을 꾀한 바 있다. 태국의 경우 은행산업은

2005년 이후 5% 미만의 성장을 보인 경제 둔화로 인해 조금 더 어
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은행의 수익률
은 이자수입의 증대와 투자대상의 다변화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건전화와 부채비율 감소 등을 통한 체질개선과 함께 아시아
권 은행들의 신용공급 패턴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 우선 GDP
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국내 신용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
한 다른 나라 은행들의 대내 신용공급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
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30)31) 이러한 추세의 이면에는 이들 지역
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 내지는 변동성이 큰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은행의 자본중개 역할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정보비용이
낮아지고 있고, 역내 증권산업의 육성방안들이 실효를 거두면서 자
본조달창구로서의 은행의 메리트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30) 세계은행, East Asia and Pacific Update, 2007 년 10 월.
31) 한국의 경우 1998 년에서 2006 년간 가계대출 등의 급증으로 인해 은행에 의한 신
용공급이 28% 증가함(세계은행,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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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자본중개자로서의 은행의 역할 축소와 더불어 개인 신용공
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8>, <그림 9> 참
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지난

10년간 은행 대출에서 개인부문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2005년 말 현재 한국,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그 비중이 50% 대까지 늘어나 은
행부문의 개인금융으로서의 기능이 산업금융보다 강해진 양상을 보
이고 있다.32) 이러한 은행권의 역할변화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
하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은행의 부실대출 청산이 이
루어지면서 이와 함께 대산업 신규대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들 수 있
다. 이는 기업들의 자구노력에 따른 자본조달창구로서의 은행에 대
한 의존도가 줄었고, 동시에 은행들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대산업 대출의 기피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던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위험관리가 용이한 개인 신용공급
을 늘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아시아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시작한 해외금융기관들이 가세했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체질개
선에 성공하면서 경제확장 국면을 맞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개인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의 신용 확장이 은행대출에서의 개인부문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
져왔다.

32)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제16 권 26 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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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역내 주요국 GDP대비 은행의 국내 신용공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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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 ators 2007.

❙그림 9. 은행의 개인대출 비중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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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국 중앙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제16 권 26 호, 2007.

은행의 신용공급 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역내 은행 간 대내 경쟁
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10> 참조). 이러한 현상
은 그간 시행되었던 일련의 부실은행 정리와 구조조정 및 합병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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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의 심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나친 경쟁약화와 이로 인한 은행산
업의 집중현상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
할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 부문의 경쟁이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
기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과 이에 따른 외국계 은행의 대거 진출
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은행산업의 경쟁수준이
이중적 은행구조33)를 가진 미국보다 더 높다는 사실은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0. 은행산업 부문 경쟁지수
12
10
8
6
4
2
뉴질랜 드

한국

미국

싱 가포 르

1 9 9 5

필리핀

말레이 시아

일본

인 도네 시 아

인도

중국

호주

태국

0

2 0 0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의 은행산업은 부실대출비율이
나 자기자본비율 등의 양적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금융제도 개혁, 중국의 구조조정, 그리
33) 미국의 경우 은행은 설립인가의 주체가 연방정부인가 주정부인가에 따라 National
bank와 State bank로 구분되며, 담당 규제당국도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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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태국의 투자다변화 등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체질개선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본이동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이어져 향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 지역 은행들의 주요 수입원이 기존의 대산
업 대출에서 대개인 대출로 이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개인에 대한 신용공급 확장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궁극적으
로는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산업 대
출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다. 장기적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산업투자라
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크다. 이와 더불어 전체 경제
에서 자본조달자로서의 은행권의 역할 축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Ⅲ.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현황

65

2. 증권시장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이 근본적인 구조적･체질적 변화를 겪은
것처럼, 아시아 역내 자본시장도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
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역내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인식전환이 있었다. 외
환위기 이후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투자성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
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말미암아 역내 경제의 미국 재무부 증권투
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현재 발행총액의 약 70%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Genberg, McCauley, Park and Persaud, 2005). 이러한 특정 채권에 대한

과다한 투자는 역내 경제를 미달러화의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만들고 만기불일치 및 통화불일치 문제34)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자본을 해외로 유출함으로써 역내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건전한 역내자
본시장의 육성 내지 활성화는 아시아 경제의 해외자산 편중화에 관
련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초래했
던 단기국제자본의 급격한 변동과 같은 대외금융환경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최근 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역내 투자자들의 안
정적 소득자산에 대한 수요 증대의 충족에도 일조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자본시장 육성 방안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이루
34) 통화불일치 문제는 역내 국가 중에서도 특히 자본시장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두드러진다(Golds tein
and Turn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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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2003년 도입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과 아시아 채권기금(Asian
Bond Fund, ABF)을 들 수 있다.

2003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회의에서 도입된 ABMI의 경우 그 기본목적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역외 단기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역내 채
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줄이는 한편 역내 과잉자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ABMI는 역내 채권시장의 제도정비와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회원국이 주축
이 된 역내 신용보증기관의 설립과 비거주자 채권발행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35)

ABMI가 관련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통한 역내 채권시장의
체질 향상을 도모하는 체제라면, ABF는 역내 국가들의 채권거래 활
성화를 통한 규모의 증대 및 상대적으로 일천한 채권거래 경험의 축
적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역내 채권시장의 장기적 육성 발전
에 필요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BF 는 아시아
태평양 중앙은행이사모임(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EMEAP)이 주동이 되어 설립되었는데, 도입시기와 투자

규모 및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 ABF1과 ABF2로 나누어진다. ABF1
은 2003년 11개국의 중앙은행들이 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만
든 개방형 펀드로서 EMEAP 8개국의 달러화표시 공채에 투자되고
있다. ABF1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음 해인 2004년에 EMEAP 회원국
들이 추가로 20억 달러를 조성하여 투자대상을 달러화 이외에 자국
통화로 표시된 공공채 등으로 확대한 것이 ABF2이다. ABF2는 ABF1

35) 조복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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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러화자산 투자에 따른 역내 채권시장의 유동성 부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시장 하부구조의 개선을 통한 역내 채
권시장의 육성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F2는 아시아 채권지수
펀드(Pan Asian Bond Index Fund, PAIF)와 국별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펀드매니저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는데, 조성자금 20억 달러 중

10억 달러는 PAIF 에 나머지 10억 달러는 국별 펀드에 투자되고 있
다. 기금운용 담당자는 비록 ABF2의 투자대상이 ABF1에 비해 확대
되었다고는 하나 소극적 투자만을 할 수 있으며, 민간 인덱스 전문
기업인 International Index Company(IIC)가 산출한 채권인덱스를 추
적 투자해야 한다.36) ABF2가 활성화됨에 따라 초창기에는 중앙은행
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만을 자금으로 운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분
의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기금운용을 통해 역내 채권시장 육성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는 점에서 ABF 의 성과는 크게 인정받을 만하지만, 동시에 ABF체제
는 나름대로의 한계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우선 투자대상이 자국
통화 표시 공채로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회사채에 대한 투자
가 금지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시아의 국가별 채권시장은 공
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투자대상을 공채로 제한한

ABF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채권거래 경험은 다소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역내 채권시장의 장기적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해
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융기법을 필요로 하는 회사채 투자
에 대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ABF 제도의 진전과

36) 우리나라의 경우 ABF Korea Fund가 2005 년 4 월 2,280억 원 규모로 설립되었고,
IIC의 iBoxx ABF Korea Index 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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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라 기금운용을 현행 공채중심의 소극적 운용에서 회사채
중심의 적극적 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병행하여
자국 내 채권시장에서의 회사채 거래를 활성화하여 투명하고도 효
율적인 기업의 자금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시아 채권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의 미비로 역
내 채권시장의 유동성이나 안정성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37) 제도에 관련해서는 ABMI가 일정 수준 성과를 거
두고는 있으나, 아직 뚜렷한 제도개선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더불어 역내에 채권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는 금
융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향후 채권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장
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역내 채권시
장의 본격적 육성 및 활성화에 ABF 가 기여하는 바는 다소 제한적이
라 하겠다.
앞에서 보듯 아시아 지역의 채권시장은 ABMI와 ABF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 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
으로 미국이 국제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 에 육박하는
반면 아시아 시장의 비중은 3%대에 지나지 않고 있다(<그림 11> 참
조). 이러한 국제 채권시장의 미국 편중현상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주인으로서의 미국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당연하
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서 우리와 비슷한 유럽지역이 국제 채권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시아의 3배라는 사실은 아시아의 채권시장
이 역내 경제의 수준이나 규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7) Kunimune(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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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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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동 유럽 , 중동 , 아프 리 카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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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라 틴

아메 리 카

기 타국
미 국

자료: Asianbondonline.com

이렇게 아시아 채권시장이 국제적으로 부진한 것은 역내 국가들
의 국내 채권시장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시장의 발전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채권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2> 참조). 이는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
이 신용할당이나 저금리 정책 등의 금융억제정책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한 데 기인한다.3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미열강의 식
민지 지배에서 막 벗어난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는 경제 재건과 발전
에 필요한 자금원을 필요로 했다. 이들은 후발선진국인 독일과 프랑
스 등의 예를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금융체제를 확립
하고 이를 통해 산업투자에 나섰다. 따라서 아시아 기업들의 주요
자금원은 정부가 지배하는 국책은행인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현상
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채권의 소유권에 대한 인지세 등의 조세정책도 채권
시장의 발달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경제성장전략은 기업들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
38) Nasuti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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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했고, 채권시장 등과 같은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동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채권시장에서의 정부의
중심적 위치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실은행의 자본재구성 및
구조조정을 위해 공채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욱 공고해졌
다.39) 따라서 향후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한,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정부의 독점적 위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역내 주요국별 채권시장의 거래량 규모(2006년)
1 ,2 0 1

1 ,0 0 1

8 01

6 01

4 01

3 3 0 .9 7
2 4 0 .5 6

2 01

3 5. 6 2
1 2 .2 3

1 .8 1

4 .9 8

1

홍
콩
홍콩

한국

태
국
태국

중국

G o v t B o n d s ( in U S D b i lli o n s )

인 인도네시아
도 네 시 아

말레이시아

싱 싱가포르
가 포 르

C o r p B o n d s ( i n U S D b il li o n s )

자료: Asianbondonline.com

이와는 반대로 역내 주식시장은 그 규모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 주식시장의
규모는 2000∼2005년간 연평균 11.4%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확대는 시장유동성 증가(<그림 13> 참조)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주식
시장의 비중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시아

39)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8 ∼1999년간 은행의 자본재구성을 위해 연간 GDP
의 50% 에 달하는 규모인 Rp640 trillion 상당의 국채가 발행되었다. 말레이시아도
1990 ∼1999 년간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GDP 30% 상당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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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주식시장은 파생상품 면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였다.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거래된 파생상품의 총액은 2002년 16조5천억 달러에
그쳤으나 3년 만에 세계거래량의 35%가 넘는 40조3천억 달러의 규
모로 성장했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파생상품 시장이 있다. 2005년 기준
으로 한국에서의 하루 동안의 자금회전율은 1,500억 달러를 넘었는
데 이는 세계 거래량의 34%에 달하며, 미국을 포함한 서반구에서의
거래량인 1,68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이다(Purfield et al., 2006).
아시아 주식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지역 주식시장의 성장이 불
균형하다는 것이다. <표 5> 에서 보듯이 한국, 태국의 주식시장 규모
는 연평균 50% 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그 밖의 국가들은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내
국가 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역내 최대 규모인 일본과 중
국의 주식시장은 그 규모에 비해 유동성이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은 그동안의 경제침체에 기인한 바가 크겠으
나, 중국의 경우 이는 전체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의 절반을 차
지하고 있는 국영기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06).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우량 중국기업들은 홍콩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식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
으나 그 절대적 규모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시장유동성도 극히 떨어진다. 이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그동안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경영의 건전성이나 기업관련 정
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 필
리핀이 가장 낮은 시장유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의 주식시
장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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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국제 비교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2000

581

27

3157

172

117

26

2001

524

23

2252

220

120

21

2002

463

30

2126

250

124

19

2003

681

55

3041

330

168

24

2004

640

73

3678

429

190

29

2005

781

81

4737

718

181

40

평균
증감률

5.7

33.9

8.3

5 3.1

9.2

9. 1

태국

총액

미국

153

29

4410

15104

117

36

3424

13855

102

46

3290

11098

146

119

4842

14266

172

115

5714

16324

208

124

7423

16998

6 .0

53 .2

11. 4

2.1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그림 13. 주요국 주식시장 유동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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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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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기자본의 확충에 나서는 등 경영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은행의 자본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서서히 증권시장으로
이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권시장의 경우 ABMI나 ABF
와 같은 범지역적 정책공조를 통한 채권시장 육성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도 시장의 대외개방과 소득증대에 따
른 역내 금융수요의 증가 등으로 규모 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산업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국제 금융시장
에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증권시장의 발
전 수준은 여전히 북미나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역내 국가 간 편차도 심한 편이다. 이러한 아시아 증권시장의 상대
적 후진성 및 역내 국가 간 지역적 차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다. 첫째, 자본중개 역할이 증권시장으로 이행되면서 증권시장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인한 역외 금
융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증권시장의 상대적
낙후성은 향후 역내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역내 국가 간 증권산
업의 발전 수준은 역내 금융산업의 안정성 도모에 효과적일 수 있는
금융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구조의 변화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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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구조변화로 생길 수 있는 금융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시급한 정책과제는 공채
로 한정되어 있는 ABF 의 투자대상을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전환하
고, 국공채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국 내 채권시장에서의
투자대상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연계하여 채권시장의 안정적 운
영을 위해 일종의 신용보증기구 제도의 도입 등 원활한 정보제공 시
스템과 지급결재 시스템의 구축 및 전문금융인력의 확충 등을 통한
채권시장의 효율적 제도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
가 이러한 제도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 간 금융시장을 개방
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역내 국가 간 금융시장 개방은 경
쟁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일종의 훈련장 기
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역내 국가 간 금융시장의 개방은 궁극적
정책과제는 금융통합에 필수적인 상호정보 교류 및 금융산업의 건
전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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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역내 자본이동 자유화
(간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은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주목할 만한 체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내 금융통합으로 가는 길은 아직 요원해 보이
는데, 이는 여전히 아시아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고, 역내 국가 간에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데 부분적
인 요인이 있다. 또한 금융통합의 최대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역내 공동체 인식의 부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통합
논의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내 국가 간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역내 국가 간
금융시장 개방은 경쟁의 도입을 통해 해당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Levine (2001)은 국제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한 제한의 완화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진에 도움을 준다
고 주장했으며, Chinn and Ito(2002)와 Huang (2006)은 금융시장의 개
방이나 자본통제가 금융산업의 발전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 및 자본흐름 자유화를 단계적으
로 역내 국가를 상대로 시행함으로써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역내 금
융시장의 개방에서 오는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 내지 동조화라는 큰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역내 국가 간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역내 통합이라는 정책과제와 별
개의 독립된 중요성을 띤다. 또한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점증하고 있
는 역내 무역과 더불어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경제공동체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상품무역과 달리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해당 국가 간의 정보공유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국가 간 금융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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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및 규범의 수렴을 통해 역내 금융산업의 수준 향상에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0년대 들어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통화동
맹의 중요한 선결조건으로서의 자본흐름 자유화의 중요성이 부각되
었다. 이에 따라 1986년과 1988년 두 해에 걸쳐 회원국 간의 완전한
자본이동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40) 실증적으로도 통
합 이전 유럽지역에서의 자본흐름 자유화 수준에 대한 연구들이 행
해졌고, 유럽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이 상당한 수준으로 자유화되어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Armstrong et al., 1995).
본 장에서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역내 국가 간 금융시장의 개방
수준을 자본흐름의 현황을 통해 짚어보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걸
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40) 정홍열(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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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내 자본흐름의 현황

근래 들어 진행되고 있는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41) 우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장기 부
채나 직접투자보다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단기 포트폴리오 주식투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차례로 자
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이들 국가들의 주
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단기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산구성의 다변화를 목
적으로 하는 자본투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투자 다변화의 주
요 도구로 은행권보다는 주식시장이 더욱 선호되고 있다(Lane and
Milesi-Ferretti, 2005).

그러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역내의 자본흐름은 주로 채권시장과 직접투
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기투자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
국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은 아
시아 주요국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총액과 그 중 아시아에서 매
입되는 채권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02∼2005년간 이들 국가들
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시장에 발행한 채권의 43.1% 가 아시아 시
장에 흡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SEAN 지역으로의 직접투자도 이
지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
다(<표 7> 참조). 대ASEAN 직접투자는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대ASEAN 투자가 2006년에는 미국을 제
치고 일본, EU의 뒤를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41) 금융세계화와 이에 따른 자본이동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Cowen et al.(2006),
Jean et al.(2005), 조복현(2006)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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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별 해외시장 채권발행 규모(2002년 9월∼2005년 5월)
국가

발행건수

발행채권 총액(십억 달러)

아시아(% )

중국

5

3056

43.1

인도네시아

7

3100

58.8

한국

25

11498

44.8

필리핀

6

3230

48.1

싱가포르

3

2617

55.4

태국

1

350

65
43.1

평균
자료: Rana(2007), 수정 재인용.

❙표 7. 대아세안 지역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Partner country/region

200 4

2006

아세안

2,803.7(8.0)

3,765.1

6,242.1

미국

5,232.4(14.9)

3,010.6

3,864.9

일본

5,732.1(16.3)

7,234.8

10,803.3

EU-25

10,046.1(28.6)

11,139.6

13,361.9

중국

731.5(2.1)

502.1

936.9

한국

806.4(2.3)

577.7

1,099.1

호주

566.7(1.6)

195.9

399.2

인도

118.7

351.7

(380.4)

캐나다

301.2

161.3

274.0

러시아

–

–

5.6

뉴질랜드

3.5

480.7

(282.8)

파키스탄

4.8

3.5

7.8

기타

8,770.1

13,644.9

16,047.9

총액

35,117.2

41,067.8

52,379.5

주: ( ) 안의 숫자는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ASEA N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베이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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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의 종목별 대외자산 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이 지
역 국가들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아시아 지역 금융의 주축을 이루고 있
는 은행분야의 대외투자 활동이 2000년 이후 다소 부진해진 반면,
고도의 금융기법 지식을 요구하는 파생상품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역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고, 대외자산 규모의 증가가 중국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
만,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한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의 이 분야 참여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고 할 만하다.
❙표 8. 주요국 종목별 대외자산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구분

파생상품

은행

포트폴리오 투자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중국(홍콩)

8.44

20.80

23.86

-4.06

-22.02

-40.72

한국

0.53

3.54

-1.22

-0.59

-0.52

-13.55

말레이시아

0.28

-0.06

–

1.58

-0.39

-0.72

필리핀

0.17

0.10

2.27

-2.29

-0.81

-1.15

태국

0.00

0.38

-2.19

-1.70

-0.16

-1.45

2.04

-9.23

-13.37

-18.18

싱가포르
일본

106.74

230.59

36.51

-29.80

-83.36

-196.40

총액

116.16

255.35

61.27

-46.09

-120.63

-272.17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 tics, 2007. 5.

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과 점차로 발달해 가는 역내 금융시
장 덕분으로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표 9> 참조).

1997년 이후 이 지역의 내부 포트폴리오 투자는 증권투자가 13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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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1997)에서 4740억 달러(2004)로, 채권투자는 810억 달러(1997)에
서 1490억 달러(2004)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외
부투자도 크게 증가해서 증권투자는 190억 달러에서 2670억 달러,
채권투자는 200억 달러에서 3520억 달러로 증가했다. 대내외적 포
트폴리오 투자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데는 홍콩, 한국, 싱가포르
등의 신흥공업국들의 투자 증가에 기인한다. 이에 병행하여 신흥공
업국 간 상호투자도 크게 늘어 1997년 10억 달러에서 2004년 23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역내 신흥공업국과 신흥개발도상국 간의 자본
이동은 다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자의 후자에 대한
투자는 대폭 증가해서 현재 증권투자의 경우 380억 달러, 채권투자
는 2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후자로부터 전자로의 자본이동은
증권시장에서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채권시장을 통한
자본이동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낮은 아시아 채권시장의 특
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두 그룹의 투자 동기가 서로 다름을 보여주
고 있다. 신흥공업국들의 대신흥개발도상국 투자 동기는 새로운 수
출시장과 안정된 자원공급의 확보에 있으므로 단기투자 이외에도
채권투자와 같은 장기투자가 늘고 있는 반면,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경우는 안정적 소득원의 확보가 대외 채권투자의 주요 동기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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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내 제도기반 비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내외 자본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이
를 기반으로 한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 수준에 대한 연구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역내 금융시장의 양적 내
지 질적의 개선과 역내 국가 간 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경우 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역내보다는 역외 경제와 통합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Click and

Plummer(2005)가 ASEAN-5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 지역
의 금융통합이 다소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미비한 수준임을 보였다.
이외에도 Yongseung Jung et al.(2004)이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도를 테스트하고, 3국의 금융시장이 미국 금융시장과
더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며, Cowen et al.(2006)이 국
가 간 금융자산의 이동 현황, 이자율 및 주가의 동조성 등을 검토한
후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산업은 역내보다는 역외시장과 더욱 잘 통합
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에 Chi et al.(2006)은 International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
의 통합정도를 분석했는데, 이 지역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통합수준
이 1991∼2005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시장 관련 변수들의 단순한 직접적 비교는
금융업의 글로벌화와 아시아 경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업의 글로벌화는 아시
아 국가들의 금융변수 연동이 역내 통합의 진전에 따른 것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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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국과 같은 금융 중심국과의 연동에 따른 간접적 효과인지 구별
해 내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역내 금융통합 수준이 실제로는 동
일하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경제의 산업구조가 수평적 분업체제일
경우가 수직적 분업체제일 때보다 역내 국가 간 금융변수들의 연동
이 더욱 밀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미국 등 특정 국가를 중
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의 구조특성상 나타나는 결과인데, 가령 미
국경제의 부침에 따른 아시아 경제의 반응이 수평적 분업체제를 이
루고 있을 경우 더욱 동질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Jeon et al.(2005)이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수준
이 최근 들어 증가했으나 이는 국제시장과의 통합진전에 따른 부수
적인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Mercereau (2005)는 금융통합은 통합된 국가 간의 소비패턴을 동
조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성장률
을 조사했는데, 소비의 동조화 현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했다.
금융관련 기초통계를 분석한 Sa and Guér in(2006)도 동아시아 지
역의 금융산업은 규모 면에서 큰 성과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역외
국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의 경우, 그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미의존도가 강하며,42) 은행업 부문에서도 대내보다는 대
외 통합의 진전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43)

42) 가령 2004년 일본, 한국, 태국 주식시장의 회전율(turnover)의 30% 가량이 외국투
자자들에 의한 것이며, 다른 아시아 지역 투자자의 역할은 미미하다.
43) outstanding claim으로 본 아시아 주요국에서의 비중이 가장 큰 외국은행은 미국과
유로지역이며,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고 세 번째 비중을 가짐(한국에서는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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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아시아의 역내 금융산업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큰 성장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외 금융
에 대한 의존도와 통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
다면 과연 아시아 금융산업의 어떤 측면이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순조로운 작동은 그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기반 여건
의 성숙을 필요로 한다(La Porta et al., 1998; Levine, 1998; Berkowitz et
al., 2003). 금융거래에는 일반 다른 상품의 거래와는 달리 정보의 비

대칭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리나 투자대상
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내지 사회적 제도기
반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관련 제도기반이 미흡할 경우, 금융거래는
위축되며 이는 국가 간의 거래에도 해당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수준이 낮은
것은 금융산업 관련 규제 및 제도기반이 국가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금융시장 활성화에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보면,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신용정보지수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4> 참조).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는 OECD 평균인 5를 상회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은 2∼4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식투자의 기
본이라 할 수 있는 기업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도, 비록 아시아 지역
의 평균 수준이 미국을 상회하긴 하지만 역내 국가 간 차이가 현격
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0> 참조). 또한 금융거래에 가장 기
본적인 채권, 채무자의 법적 권리 수준도 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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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가 2를 넘어서고 있다(<그림 14> 참조). 사회 전반에 걸친 법
질서 준수 수준으로 눈을 돌려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그림 15>
참조). 여기서도 국가 간 차이가 현격할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인 수

준도 선진국 수준인 7 이상에 도달하는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밖
에 없다. 이러한 국가 간 금융 관련 제도기반의 질적 차이는 앞에서
잠시 언급된 양적지수와 관련된 국가 간 차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한다. 법적, 제도적 기반은 오랜 시간을 통해 문화적 내지
사회경제적인 암묵적 합의를 통해 구축되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특
성으로 인해 변화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림 14. 주요국 금융제도 관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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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용정보지수는 1 부터 5 까지, 채권･채무자 권리지수는 1 ∼10 까지 나타냄.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 ators 2007.

❙표 10. 주요국 기업공시 관련 지수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10

8

7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7

10

1

10

10

베트남 평균
4

7.4

주: 미국의 지수는 7.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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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부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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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et Center for Corruption Research,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7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아시아 국가들이 제도기반 측면에서 이렇듯 현격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 원인은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산업 관련 규제의 차이에
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은행산업의 경우 2007년 세계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 간 제도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
국은행 진입 시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이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며,
인도네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외국
은행이 합병, 자회사 설립, 지점 개설, 합작투자 등을 통해 국내 시
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태국에서는 모두 금지되어 있
다. 더불어 허용되는 경우에도 외국은행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중국이 투자자 1인당 20%에 불과한 반면, 필리핀은 60%, 일본은

100%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가 간 상이한 외국은행 진입요건은 향
후 역내 금융산업의 효율적인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요구되는 최소자산대비 자본비율은 보통 0.1%에서

0.08% 사이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만 해당 은행이나 시장 등의 신용위험 변화에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허가된 사업영역에 대해서도 국가 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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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증권투자는 필리핀과 싱가포
르에서만 완전히 허용되고 있고,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금지되고 있
고,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은행의 위험
관리 절차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인
도네시아는 의무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비록 채권시장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역내에서는 여전히 축적된 자본의 분배나 이용은 주
로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
가 간 은행경영 방식의 차이는 역내 금융산업 통합 노력에 큰 장애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6. 각국의 신용시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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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은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서도 국가 간 제도 차이가 현
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역내 국가들의 신용시장의 규제 강도를
살펴보면, 역내 국가들은 신용시장의 규제 강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그림 16> 참조). 1995년과 2005년 사이 신용시장 규제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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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 신용시장 관련 규제가 인도네시
아와 필리핀의 경우는 완화된 반면 한국 및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크
게 강화되어 대상국가 중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두 나라
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역내 평균수준 이하이던 규제강도가 외환위
기를 겪으면서 크게 높아졌다.
신용시장 관련 규제강도의 차이 외에 역내 금융통합과 직접적 관
계가 있는 국경 간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도 아시아 국가 간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최근 The Fraser Institute 가 발표한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내
자본흐름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장벽은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본에 대한 경계심 등으
로 더욱 심해졌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아시아 주요국 중 중국, 인
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국인이 해외통화표시 계좌
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표 11> 참조). 그런데 외환
위기 이후 국제 자본이동의 급변에 따른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
해 2005년 현재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을 제외
한 나머지 나라에서 이 권리를 금지해 버렸다. 단지 한국만이 외환
위기 이후 내국인이 해외통화표시 계좌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했을 뿐이다. 외국인의 자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도 측
면에서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표 11> 참 조). 한국처럼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환위기 당사국들은 자본시장의 문을 닫
는 반응을 보였는데, 국가 간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커지는 양
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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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아시아 주요국의 해외자본시장 접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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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표 12. 국경 간 자본이동에 관한 규제 현황
중 인도 한 말레이
국 네시아 국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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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시장(Credi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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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yes; N=no; L= 제한이 있거나 지정함; A= 승인을 요함; NR=제한이 없음.
3) 중국 채권시장: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only, and only if the
bonds are listed on one of the mainland’s stock exchanges.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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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표 12> 참조), 주식매입의 경우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매입과 내국인의 국외 주
식매입이 모두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외국
인의 자국 내 주식시장 진입이 내국인의 국외 주식시장 진입보다 다
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태국의 경우는 그 반대로 외국인의 국
내 주식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주식발
행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태인데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내외국인의 주식발행이 규제를
받고 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매
입이 내국인의 국외 채권매입보다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채권발행
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국외 채권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기회
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기회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더 제한을 받고 있다.
국가별로 자본 유출입 관련 규제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44)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자국시장 투자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은 편이
며, 투자로 생긴 소득의 본국 송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시아 국가 간에도 자본유출입에 대
한 규제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우선 역내 유일의 선진국
인 일본은 무기제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자본의 유출
입이 매우 자유롭게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한 싱가
포르의 경우에도 한정된 경우의 은행투자를 제외하고는 자본 유출입
이 자유로운 편이다. 정반대의 경우로서 자본의 유출입을 엄격하게

44) IMF, http://Asianbonds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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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 미리 정부의 승인
을 얻은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QFIIs)들만이 자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의 경우 일

정규모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주식의 경우에는 추가로 승인을 받아

A-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도
중국당국은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우선 국내거주자(residents)
의 해외투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은행은 허가를 받은 후
외환펀드를 사용하여 해외채권을 구매할 수 있다.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회사의 경우에도 해외에 상장된 자사주를 재구매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락이 필요하다. 폐쇄형 QFIIs 의 경우 사업운영으
로 생긴 소득을 3년 동안 해외로 송금할 수 없으며, 그 외의 QFIIs
또한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단 모든 해외송금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회사의 외국환 계정
을 통해야만 한다. 자본의 유출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홍콩은 전반적으로 자본이동이 매우 자유로운 편
이다. 단, 외국인이 자국은행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할 때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본시장에 투자
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처럼 지정하지는 않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자국시장 투자규모를 1% 이내로 제한해 놓고 있고 은행거래를 통한
자본유출도 제한되어 있다. 반면 자본소득에 관련된 송금은 자유롭
게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을 경우 당국에 보고 후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데, 단 비거주자가 은행에 투자할 경우 주식지분이 10% 를
초과할 경우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소득에 관련된 송
금은 인도네시아와 같이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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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자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
만 한국과 같이 비거주자의 은행주식에 대한 투자는 30% 로 제한하
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가가 5만 링깃을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본소득 관련 송금도 같은 액수의 제한을 받으며 사
전신고를 해야 한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국내거주자가 600만 달러를
초과하여 해외투자를 할 경우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보
다 액수가 작더라도 서류제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자본소득 관련
송금의 경우 자본금의 출처가 명확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송금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은행으로부터 외국환으로
구매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 외국
인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투자는 자유로우나 주식시장의 경우 투자
규모를 30% 로 제한해 놓고 있다. 자본유입 관련 규제는 가벼운 반
면, 베트남은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
하고 있다. 국내거주자의 해외 자본시장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으며,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현지통화 거래계좌가 개설된 후 1
년이 지나야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도 국
가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자
국은행의 지분소유로 인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국가별로 살펴
보면(<표 13> 참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이 자본소득세가
없는 나라부터 인도네시아의 20% 세율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투
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세율도 0%에서 27.5%까지 국가마다 폭넓은
차이를 보이며, 태국처럼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를 하지 않
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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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지분소유 관련 세제 비교
구분
중국

조세부담률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CGT: 5%, 이자소득 WHT: 10%

인도네시아

CGT: 20%, 이자소득 WHT: 20%,
Other tax ; 0.1% of gross sales proceeds is withheld by the broker as
income tax for securities transactions executes on the exchange.

한국

CGT: 순자본이득의 27.5%와 gross sales proceeds의 11% 중 낮은 것.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27.5%,

말레이시아
필리핀

CGT: 없음. 이자소득 WHT: 없음.
CGT: 환전 시 없음. 이자소득 WHT: 20%

태국

CGT: 15%, 정부채나 certain quasi-정부채의 경우에는 CGT 없음.
이자소득 WHT: 정부 또는 정부가 보증하는 debt의 경우에는 없음.
이 외에는 15% 과세

홍콩

CGT: 없음. 이자소득 WHT: 없음.

싱가포르

CGT: 없음.
WHT: 20%, 정부채나 certain quasi-정부채의 경우에는 없음.

주: CGT=capital-gains ta x(자본소득세) , WHT=withholding tax(원천과세)
자료: Takeuchi 200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외적 규모와 질적 개
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측면에서 국
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각 국가
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적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제적 관점의 차이는 각 국가가 지닌 정치･경제적 특수성
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이러한 차이
가 향후 역내 경제의 순조로운 통합 노력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국가 간 금융제도적 차이가 외환위기 이
후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은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는 것을 시사하며, 통합 노력이 또 다른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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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향후 역내 국가 간 관련 정책
의 수렴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금융시
장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역
내 금융통합 노력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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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흐름 자유화의 경제적 편익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 금융산업의 변화과정을 개괄해 본 결
과, 이 지역의 금융산업이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긴 했으
나 금융 관련 제도기반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경 간 자본이동에 관련한 제도 면에
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생산측면에서 보완재라 할 수 있
는 노동의 역내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내 자본의 자
유로운 이동은 역내 국가들을 국제자본 외에 또 다른 경제 불안요소
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한창 발전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이 진정
한 의미의 금융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
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펴지 못할 것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역내 국가 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동일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본의 분배는 최적화되며 생산량도 극
대화된다. 자유로운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은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
외에 아시아의 통합 노력에 중요한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자본
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각국 경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자본이동 자유화를 위한 공조 노력을 통해 현재 상당한 이
질성을 보이고 있는 금융정책의 수렴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는 현재 아시아 경제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역내 국가들의 공감대
부족과 금융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이 꼽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
본이동 자유화 노력이 금융통합에 필수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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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자본이동 자유화가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단기적 이익과 비용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
라 다를 것이다. 이러한 이익과 비용의 차이는 역내 국가들의 공통
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자
본이동 자유화의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본이동 자유화를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비용의 파악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국가 간 금융 관련 제도의
수렴으로 인해 자본이동이 자유화될 경우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본이동 자유화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자
본시장 개방이라는 틀 안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다. Kim et

al.(2004)은 한국을 대상으로 자본계정 자유화가 자본흐름과 소비 및
투자, 그리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Das(2004)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자국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노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흥시장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분석의 범위를 자본배분이 자본한계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저자가 조사한 바로는 아시
아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 자본분배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이 같은 기본가정을 전제로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했다.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는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
고 인도를 역내 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2005년 기존의 ASEAN+3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동아시아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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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East Asia Summit, EAS)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ASEAN은

2004년을 기점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을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5년까지 세 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 인도와도 2004년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아직 그 협력단계가 초보적이긴
하나 인도의 활발한 경제성장 기조로 볼 때 향후 더욱 본격화될 조
짐이다. 따라서 미래의 ASEAN 과의 금융통합 노력은 당연히 이들 세
나라와의 공조를 거쳐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에 포함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자본이동 자유화와 자본한계생산성의 관계
에 대해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자본의 한계생산성
이 동일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본투자의 결정요건이 투자대상
국의 금융산업 관련 제도의 수준이나 자본한계생산성에만 지배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저개발국들이 해외자본을 유
치하기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
지만,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유럽의 경
우를 보더라도, 시장통합이 이루어진 후 각국에서의 자본한계생산성
이 동일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본이동의 자
유화가 단순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허락되는 타의적 성격이 아
니라 국가 간 금융 관련 제도의 수렴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
나는 성격의 자본이동 자유화를 상정하고 있다. 그럴 경우 투자대상
국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본국편향(home bias) 문
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며, 국경 간 자본이동은 순수하게 자본이동으
로 생기는 기대소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Ⅳ. 역내 자본이동 자유화

101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간 자본재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저개발국일수록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이 더욱 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재 가격이 자본한계
생산성보다 높아서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이동이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에서의 왜곡으로 인한
투자의 기대소득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자본이동의 비효율성은 고
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 관련 제도기반의 수렴
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참여국들의 금
융제도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모두 같은 수준일 경우,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또한 동일한 수준일 것이며, 그 결과 국가 간 자본재의 상
대적 가격은 온전히 상대적 자본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형태의 신고전주의적 생산함
수를 가정한다. 또 이 생산함수가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

고 가정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가정하에서 자본소득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 )과 동일하게 되며, 따라서 총자본소득은  와 총자본
스톡(K)의 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는 자본스톡의 총생산(Y)대비 소득을 나타낸다.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본스톡 자료는 Nehru & Dareshwar(1993)가

1992년까지 추정해 놓은 자본스톡 자료와 IMF의 총유형고정자산 통
계를 바탕으로 2000∼2006년까지 < 표 14> 와 같이 추정했다.45)
45) 추정방법으로는 perpetual inventory method를 사용했으며 감가상각률은 0.0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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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아시아 주요국의 자본스톡 추정치
(단위: 십억 달러, 2000 년 USD 기준)
자본
스톡

중국

호주

인도
네시아

일본

말레
이시 아

뉴질
랜드

필리 핀

태국

인도

93.78

207.15

63.67

58. 67

575. 07 18830. 65

한국

총자본
스톡

2000

2213. 27 932. 64

176.72 13588. 91 920.78

2001

2377. 75 980. 79

176.74 13600. 55 921.23

97.84

215.01

64.05

59. 03

581. 12 19074. 09

2002

2564. 90 1 035.75

176.75 13611. 60 921.71

101. 91

223.45

64.43

59. 42

587. 69 19347. 62

2003

2783. 87 1 095.23

176.77 13622. 69 922.22

106. 09

233.16

64.83

59. 86

595. 12 19659. 83

2004

3028. 25 1 157.69

176.79 13633. 90 922.73

110. 40

243.64

65.24

60. 35

603. 42 20002. 41

2005

3308. 77 1 222.88

176.82 13644. 75 923.26

114. 92

254.53

65.63

60. 90

612. 99 20385. 45

2006

36 53.773 1 290.43 176. 842 13655. 49 923.797 3 119. 4274 265.824 1 66. 06036 61.497 85 622. 8484 20835. 99

의 값인데, 그 값의 추정은

다음으로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여러 면에서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가장 기본적인 문
제는 특정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그 값을 추정해 낼
경우, 생산함수의 설정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추정하기 쉬운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쓸 경우, 기존문헌에
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이 생산함수를 쓰면 적지 않은 경
우

의 값이 음수가 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 총생산대비 자본소득의 비중을 나타낸다는 것에 착안하

여,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와

OECD가 1990∼2003년까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축한 값을
이용했다(부록,

A.1.).

총생산량

자료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7에서 추출해 사용했다.

가정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2005∼ 2006 년 총유형고정자산 형성 자료가 없는 경
우에는 interpola tion 으로 추정했다.
Ⅳ. 역내 자본이동 자유화

103

❙표 15. 각국의 자본한계생산성 추정치
구분

중국

호주

인도
일본
네시 아

한국

말레 뉴질
필리핀
이시 아 랜드

태국

인도

기간
평균

2000

0.276

0.176

0.149

0.103

0.183

0.260

0.122

0.238

0.232

0.248

0.199

2001

0.278

0.173

0.155

0.103

0.150

0.250

0.122

0.241

0.236

0.258

0.197

2002

0.282

0.170

0.162

0.103

0.133

0.250

0.123

0.250

0.247

0.265

0.198

2003

0.285

0.167

0.170

0.105

0.120

0.254

0.122

0.261

0.263

0.284

0.203

2004

0.289

0.161

0.178

0.107

0.114

0.262

0.121

0.276

0.277

0.303

0.209

2005

0.291

0.157

0.188

0.110

0.113

0.264

0.118

0.288

0.287

0.326

0.214

2006

0.292

0.152

0.198

0.112

0.117

0.269

0.115

0.301

0.298

0.350

0.221

국가평균 0.285

0.165

0.171

0.106

0.133

0.258

0.121

0.265

0.263

0.291

0.206

앞의 세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각국의 2000∼2006년간 자본한계
생산성은 <표 15> 에 나타나 있다. 추정치는 기존문헌의 결과와 크게
어긋나지 않아 신뢰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5>
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구현했던 중국과 인도가
높은 자본한계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대적으
로 경기부진을 겪었던 일본이나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한 한국의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낮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본한
계생산성이 일반적으로 해당국가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낮게
나와 추정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
의 자본한계생산성이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간 중 자본한계생산성은 0.133으로서 우리보다 높
은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호주보다 낮게 나왔으며, 경제의 질적, 양
적 측면에서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일본과는 0.027 정도의 차이밖
에 보이지 않았다.
분석의 다음 단계는 자본의 효율적 분배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국가 간 자본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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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제 < 표 15>
에 나타난 각국의 자본스톡을 각국의 자본한계생산성이 같아질 때
까지 매기마다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분배
된 자본의 총합이 <표 15> 로 추정된 자본의 총합을 넘지 못한다는
제약을 가했다.

< 표 16> 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효율적으로 재분배된 자본스
톡(EK)의 양을 나타내고 있다.46)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자본은 흐르
는 물처럼 자본스톡이 낮은(자본한계생산 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본한계생산성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반비례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자본재분배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자본스톡이 태
국, 중국 등 후진국으로 옮겨가게 한다. <표 17> 은 시뮬레이션을 통
해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었을 경우의 기간별 역내에서의 자본
한계생산성을 나타낸다.
❙표 16. 효율적으로 재분배된 자본스톡(EK)의 추정치
자본스톡 중국
(효율분배)

호주

인도네
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 뉴 질랜드 필리핀 태 국
시아

인도

총자본
스톡

2000

4531 .44 12 14.8 2 195. 75 1034 1.25 8 72.4 5 1 80.7 9

187 .45

1 12. 56 136. 48 1 057. 64 18830. 62

2001

4824 .86 12 39.4 1 199. 46 1020 6.14 8 90.6 6 1 78.3 1

191 .56

1 12. 60 137. 09 1 093. 98 19074. 07

2002

5167 .81 12 56.2 7 204. 63 1003 3.18 9 35.3 5 1 82.3 2

196 .83

1 15. 47 141. 74 1 114. 03 19347. 61

2003

5516 .72 12 67.7 0 208. 08 9909. 87 9 35.8 4 1 86.9 9

197 .82

1 17. 58 147. 37 1 171. 85 19659. 83

2004

5879 .32 12 55.6 6 211. 55 9813. 23 9 48.7 0 1 94.1 0

198 .54

1 20. 85 151. 61 1 228. 75 20002. 31

2005

6264 .29 12 48.0 4 216. 16 9734. 69 9 55.7 6 1 97.3 4

195 .61

1 22. 66 153. 16 1 297. 70 20385. 42

2006

6717 .90 12 38.0 6 220. 89 9638. 01 9 72.1 3 2 02.4 8

192 .72

1 25. 21 155. 78 1 372. 75 20835. 94

46) <표 16>에서의 자본스톡의 총합이 < 표 7>에서의 그것과 0.00004∼0.000485% 정
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렴과정에서 값에 특별한 차이가 없을 때 수렴을 중
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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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각 연도별 자본재분배에 따른 자본한계생산성 추정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 6

EMPK

0.135

0.137

0.140

0.144

0.149

0.154

0.159

다음으로 자본의 재분배가 매기마다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 표 16>에 나타난 EK 를 이용하여 각국의 생산량 변
화를 추정했다. 생산량 변화의 추정을 위해서는 생산함수를 규정해
야 하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했다.
여기에 앞에서 상정한 일반적 가정을 더하면 노동과 기술수준은 불
변이므로 자본이 재분배될 경우의 새로운 총생산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여기서 Y E K와 Y K 는 각각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됐을 경우와 그
렇지 않을 경우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본 분석에서는 자본이동에 의해 파
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 자본이동을 해외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국의 낮은 자본
한계생산성으로 인한 자본유출이 반드시 자국의 총생산 저하로 이
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본의 유출과 총생산의 관계는 많은 경우
자본유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수평적인 자본유출은 장기적으
로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자사
상품의 마케팅 업무를 해외로 유출할 경우(outsourcing), 단기적으로
는 자국에서의 마케팅 관련 시장의 축소로 총생산이 줄어들 수 있으
나 장기적으로는 해외수요의 증가로 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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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자본유출은 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으로의 공
장이전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일부 제조업 분야의 공동화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국경 간 이동되는 자본의 성격
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관련 문헌에서도 자본유출과
총생산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Skaksen and Sorensen, 2001; Mariotti et al., 2003; Arndt et al., 2007; Molnar
et al., 2007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본이동의 활성화가 해당 국가 간

상호이해를 높여 무역증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Stone and Jeon (2000)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
자와 역내 무역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해외직접투자가 늘수록 역내
무역도 증진된 것을 발견했다. 반면 Seo and Suh (2006)은 한국의

ASEAN 에 대한 직접투자가 한국의 무역량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자본이동에 따
른 부가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앞의 식을 바탕으로 총생산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자본이 효율
적 분배는 성장효과와 레벨효과를 함께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에서 보듯이, 자본의 재분배로 인해 총생산으로 측정된 지
역경제의 성장률은 평균 0.1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성장
률의 궤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특이한 점으로 발견됐
다. 또한 자본재분배에 따른 성장효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역내 자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을 가
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성장률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규모도
한층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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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자본의 효율적 재분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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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자본재분배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
인도
일본
네시아

(단위: %)

생산량
증감률

중국

호주

2000

44.12

11.45

1.65

-7.87

-1.23

19.39

-4.68

12.07

13.50

20.79

2001

43.46

10.07

1.95

-8.25

-0.77

17.59

-5.39

11.95

13.47

21.67

2002

42.94

8.24

2.37

-8.74

0.34

17.01

-5.91

12.38

13.93

21.93

2003

41.74

6.18

2.64

-9.10

0.34

16.54

-7.59

12.64

14.47

23.37

2004

40.27

3.39

2.91

-9.39

0.64

16.45

-9.36

13.12

14.82

24.66

2005

38.48

0.84

3.27

-9.63

0.80

15.72 -11.87 13.32

14.84

26.17

2006

36.42

-1.68

3.62

-9.93

1.18

15.32 -14.30 13.64

14.96

27.76

한국

말레이 뉴질
필리핀 태국
시아 랜드

인도

자본재분배는 전체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국가별
로는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자본재분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본한계생산성이 가장 높
았던 중국이었다. 반면 일본과 뉴질랜드는 자본재분배의 가장 큰 피
해자로 나타났는데, 두 나라 모두 연평균 약 8∼9% 의 생산량 감소
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한계생산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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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재분배로 인해 얻는 자본의 유출효과는 기간 전체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자본이 재분배될 경우 개별 국가와
역내 경제 전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았다. 예상대로
자본재분배의 피해자는 역내 국가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높
은 나라들인 반면 주요 수혜국들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고 정치･경
제적 위상도 낮은 국가들이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행해진 분석은
이런 피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본이전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았
으므로, 자본의 재분배가 꼭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본
재분배는 역내 경제의 총생산을 증가시키므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
라는 것이다. 자본이동 자유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
확한 인식은 향후 역내 국가들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
를 바탕으로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단기적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
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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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아시아 금융통합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이동
자유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내 자본이동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양적으로는 다소 개선이 있었으나, 자본이동과 관련된 금융제도 기
반의 국가 간 차이가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자본이동이 자
유화될 경우 개별 국가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나 지역경제 전체로 볼 때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
서 향후 정책과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으
로서의 관련 금융제도 기반의 정비 및 역내 관련 정책들의 수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이동 자유화로 파생될 수 있는 단기적인 부정
적 효과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유럽이 1990년대 역내 자본
흐름을 자유화한 후 그 경제적 이득이 일부 국가에 편중됨으로써 통
합 논의를 어렵게 했다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47) 자본흐름
자유화에 따른 역내 국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범국가기구를 설치
하거나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기능
을 확대하여, 국가 간 이익 충돌을 효율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 국가 간 자본이동 활성화가 원활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자본흐름에
대한 감시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성을 지닌 정보공유 및 상호 감시가
필요하며,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기준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47) 정홍열(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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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한 감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
다. 지금과 같이 각국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경제를 감시하는 체제로
는 공조정책의 신뢰성 또는 구속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본흐름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를 높이고,
자본이동 자유화에 필요한 적절한 정책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Basel II 협정 준수에 필
요한 자본적정성, 대출평가(loan evaluation), 부실채무 조항(loan loss
provision), 위험관리 시스템, 통합감시체제, 회계기준 및 대비책 부문

에서 아시아가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8) 이는 향후 국가
간 자본이동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여부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49)

48) Cowen et al.(2006)
49) IMF/WB가 1999 ∼2005년간 FSAPs(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s)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은 Basel Core Principles(BCPs)
의 85%를 도입했으나 그 외 국가들은 더욱 낮은 순응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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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아시아 지역 금융통합 노력은 지
난 10여 년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아시아 지역경제의 세계적 위
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노력은 애초의 외
환시장 안정이라는 국한된 주제에서 벗어나 역내 국가들의 경제 전
반에 걸쳐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역내 경제통합 노력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역내 경제통합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금융통합 관련 방안들을 개괄적
으로 검토하고 각 방안에 따른 쟁점들을 재검토해 보았다. 또한 외
환위기 이후 약 10여 년간 있었던 역내 금융산업의 변화와 발전현황
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수많은 통합방안들이 제시되었
고 역내 국가들의 대내외적 금융거래도 적지 않은 양적 변화를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은 여전히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역내 국가들의 대외
적 양적지수들, 예를 들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채권시장의 규
모 증대 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들 양적지수들을 받쳐주고 있는 기본적인 금융 관련 제도들,
예를 들어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보장이나 법질서 준수의 수준
등은 여전히 많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제
도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역내 국가들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간 제도의 차이는 상대 국가에 대한 이
해의 부족을 초래하며, 금융거래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차이가 각 나라가 처한 정치･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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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간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그간 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역내 국가 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통합 노력의 어려움
을 극복하는 첫 단추로서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단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정책당국으로부터 시장으로의 명령에 의해서
가 아닌 자본시장 관련 국가 간 정책공조 및 수렴에 의해서 자연발
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통해서 국
가 간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으며,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확
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라 국가
단위로는 단기적으로나마 피해를 입겠지만, 자본배분의 효율성 향상
에 따른 총생산 증가로 전체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의 정책과제는 역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
의 정비 및 통일과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합해 볼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 금융통합 노력은
초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대
외적인 금융통합 노력에 힘을 쏟기보다는 대내적으로 국내 금융 관
련 제도가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역내 국가 간 금융관련
규범의 규격화가 필요하다. 통합 노력의 저해요건은 밖이 아니라 안
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유로 지역
같은 대외적 금융통합의 추구가 아니라 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자본이동의 저해요소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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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자본소득비중 추정치
구분

중국

호주

인도
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
이시아

뉴질
랜드

필리핀

태국

인도



0.51

0.41

0.16

0.3

0.23

0.27

0.48

0.2

0.15

0.3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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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Revisited

Pilhyun K im

As the Asian economy gains a bigger s tatu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possibility and advantages of forming a financially integrated block in Asia are
getting stronger as well.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material progress made
to advance the integra tion of the Asian economies. The main culprits for this
lack of progress are believed to be the lack of regional consensus on this issue
and differences in underlying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cross Asia. This paper
suggests that promoting intra-regional capital flows can help to mitigate these
problems. Liberalizing ca pital flows across the region will help to develop the
regional financia l markets as well as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 key to
form ing a consens us , by enc oura ging inf ormat ion sha ring a nd polic y
cooperations. This paper also has some suggestions as to how to minimize the
pot ential desta bilizing ef fects of free c apita l f lows ac ross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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