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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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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 (전화: 02-759-4226, syj9306@bok.or.kr)

2018 BOK 이슈노트

<요 약>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해외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통화량은 거시변수와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으나 장기추세 및 자산가격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여전히 장기적인 시계에
서 정보변수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통화수요함수는
부문별, 시기별로 불안정하고 상이한 양상을 보여 개별 통화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요
구된다.
본고에서는 통화량 분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통화량 상품별
구성내역 및 보유주체 변화를 점검해보았다. 최근 5년간 통화량 상품별로는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대체투자 수단으로서 금전신탁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유주체별로는
가계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 및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부문별 통화량과 거시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기존
의 집계 통화량을 보완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먼저 통화량과 거시변수간
의 관계는 주로 거래적 동기에 의한 통화수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적
동기가 낮은 금전신탁 등을 제외한 지표를 이용하였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해외
부문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통화량과 국내 거시변수간 관계의 식별이 어려워진다
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인의 해외저축을 제외함으로써 해외부문의 영향을 제거한 지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유형별 이자율에 따른 통화보유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거래적 기능
에 가중치를 부여한 보완지표(Divisia index) 등의 유용성을 점검해보았다. 분석결과
M2, Lf 등의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 통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분석 등이 통화수
요함수의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물가 및 실질GDP와 더 유의한 관계를 보
여 통화량과 거시변수와의 관계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등에 따라 통화량 분석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완지표 활용 등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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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1호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

Ⅰ. 검토배경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통화량의 경기 및 물가
예측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과 이로 인한

는 특히 경제주체별 통화수요의 차이, 거래적

통화량의 증가에도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요 이외의 단기 대체투자 확대, 소규모 개방

통화량과 거시변수간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

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부문

다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다.

별 통화량 분석, 통화량 보완지표의 활용 방안

기존 연구결과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계 시행 이후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김준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Ⅱ장에서 기존 연구

한·유병학, 2008)되었으나 장기적인 관계

에 나타난 통화량과 경기와의 관계에 대한 논

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최영일·최영

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Ⅲ장에서 기존 분석방

주·권성택, 2012)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통

법의 한계를 점검해본 후, Ⅳ장에서 이에 대한

화 및 유동성 지표는 2002년까지는 통화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통화량 분석의

의 중간목표였으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argeting) 도입과 함께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정
책운영의 정보변수로만 활용되고 있다(임진·

Ⅱ.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에 대한 논의

박용민, 2004).
이같이 통화지표와 경기의 관계가 약화된 것

1. 화폐수량설

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은 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통화지표와 금

통화량과 경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통

융부문의 발전이 경기와 물가의 전망에 여전

화의 외생성을 전제로 통화량과 물가 및 경제

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장 등 거시변수 간에 장기의 안정적인 관계

(ECB, 2010).

가 있다고 설명하였다.1) 이에 따르면 장기적으

금융혁신, 금리자유화, 금리중심의 통화정

로 통화량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비례적인 관

책 등 금융환경의 변화, 해외부문의 역할 확대

계가 있으나 GDP 성장률과는 중립적인 관계

등에 따른 기존 분석방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cCandless

˙=0 가정) 통화량 증가는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
1) Fisher의 수량방정식(Ṁ +V̇ =Ṗ +Ẏ )에 기초한 화폐수량설은 유통속도가 안정될 경우(V
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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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ber, 1995; Lucas, 1996) 단기적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시기에는 동 관계가 약화

으로 통화량 증가율은 GDP 성장률 및 인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레이션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된다.

2. 금융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3. 내생적 통화이론
최근에는 경제변수가 통화수요에 영향을 미
치고 중앙은행은 수요에 부합하는 통화를 공

1980년대 이후 금융혁신, 금리자유화 등으

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결정함에 따라 통화

로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통화량과 실물변수

공급은 내생적이라는 논의가 더욱 일반화되고

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통화정책도 점차

있다(Šustek, 2010; King and Plosser,

물가안정목표제가 널리 채택되고 통화량중심

1984; Freeman and Huffman, 1991).2)

에서 금리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채인 통화량 지표 이외에

이후 여러 연구가 통화량이 물가 예측력이 거

금융기관의 자산인 신용이 통화공급의 중요한

의 없으며(Stock and Watson, 2003) 생산

경로로 파악되고 있다.3) 동 이론에서는 통화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Ireland,

가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통화증

2004; Andrés et al, 2006; 장민·함정호,
2000; 김준한·유병학, 2008)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

가율과 인플레이션의 균제상태는 기존의 장기
관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다(McCallum,
2001; Meyer, 2001).

후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에 수렴하면서 안
정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통화량과 인플레이

4. 금융위기 이후 통화분석 활용

션 간의 장기의 안정적인 관계가 약화되었다.
이에 대해 Benati(2009), Sargent and

금융위기 이후 들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Surico(2008) 등은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및 중개기능의 약화 등으로 거시변수와 통화량

의 장기의 안정적인 관계는 인플레이션이 높

간의 장기추세를 식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은 기간 중에 더 크게 나타나며 인플레이션이

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ECB 등

2) 완전히 외생적이지도 내생적이지도 않으며 상황에 의존적이라는 견해로 Chick(1983, 1992) 등이 있다.
3)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영란은행(McLeay et al., 2014; Jakab and Kumhof, 2015), IMF(Jakab and Kumhof, 2014)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부자금설(loanable funds)과 달리 은행이 대출을 통해 예금으로 통화를 창출(loans that create funds)한다는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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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화분석을 경제분

대공황5)과 마찬가지로 2008-2009 금융위기

석과 함께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호 확인 수단

는 통화량 증가율의 급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으로 활용하고 있다. ECB의 경우 단기 및 중

제시하며 거시경제 분석에서 통화량의 중요성

기시계는 경제분석을 중심으로, 장기시계는

을 재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화량 이외에 유동

통화분석을 중심으로 상호 확인하고 있다(〈표

성 또는 신용과 자산가격간의 관계에 대한 분

1〉, 〈그림 2〉).4) 최근 Congdon(2017) 등은

석도 활발해지고 있다.

〈참고〉
ECB의 통화분석 활용사례
ECB의 경우 경제분석과 통화분석을 결합하여 상호 확인하는 two-pillar strategy를 운용하
고 있다. ECB는 경제분석과 통화분석을 반영하여 2011년 금리를 2차례 인상하고 이후 9차례
인하하였다.6) 이와 같은 정책운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통화분석보다는 경제분석을 더 중
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Berger et al., 2008).
〈그림 1〉 EU지역 경제·통화 지표

자료: ECB

4) Trichet 전 ECB총재는 2004.12월 금리인상시에 IMF, OECD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시계의 통화분석에 따라 금리를 인상한 것을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Trichet, 2008).
5) Friedman and Schwartz (1963)는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가 1929-1933년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6) 다만 2015.12월과 2016.3월에는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이 하락함에 따라 통화 증가세가 견조한 가운데 금리를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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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ECB 통화정책방향
시기

금리

2011. 4월

경제분석

통화분석

물가 상방리스크

유동성 확대

물가 상방리스크

통화증가 회복세, 유동성 확대

11월

물가 하방리스크

적당

12월

성장세 둔화

적당

2012. 7월

물가 하방리스크

통화, 신용 둔화

2013. 5월

성장세 둔화, 물가 하락

통화, 신용 둔화

성장세 둔화, 물가 하락

통화, 신용 둔화

성장세 및 인플레이션 둔화

통화 증가세 둔화

인플레이션 전망 하락

통화, 신용 둔화

2015.12월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하락

통화 증가세 견조, 신용 회복세

2016. 3월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하락

통화 증가세 견조, 신용 회복세

인상

7월

11월

인하

2014. 6월
9월

자료: ECB

〈그림 2〉 ECB의 통화정책 전략에서 통화분석의 역할
물가안정목표제 통화정책

경제분석

• 의사결정 관리
•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단기/중기)

통화분석
• 중기/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 경제분석과 상호확인

거시적 관점
• 통화량 증가율 모니터링
• 기준 값(reference value)

자료: Berger et al. (2008), ECB,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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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화량 지표와 경기의 관계 점검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8)
및 금융중개기능의 약화, 기업 대출 축소 등

1. 최근 통화량 지표 동향 및 경기의 관계

공급측 요인9)으로 인해 통화량 지표와 실물변
수간 관계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하
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과 물가)

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3〉).

통화량 증가율은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으로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변경된 시기에 물

지속적 하락,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완화에

가상승률과의 단기적 인과관계가 완화되는 것

따른 예비적 동기 감소 등 통화수요측 요인7)에

으로 나타났다.10) 그러나 장기추세는 여전히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상〉, 〈표 2-1〉).11) 금융기관유동성

〈그림 3〉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

(Lf)도 M2의 경우와 같이 장기추세에서 물가
와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였다(〈그림 4-하〉,
〈표 2-2〉).12)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FRB, BOE, ECB, 한국은행

7) 화폐수량설은 경기에 대응한 거래적 수요, 유동성 선호이론(Keynesian)은 기회비용(금리)의 변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자산선택이론은 불확실성하의
예비적 수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에는 자산가치의 변화, 은행 대차대조표 변화와 신용공급에 따른 부의 효과를 통해 설명(Adrian and Shin,
2009)하고 있다.
8)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로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이 이를 완화하는데 일정부
분 기여하였다는 논의도 제시되고 있다(Congdon, 2017).
9) ECB(2010)는 물가전망에는 수요측 요인이 공급측 요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 이는 통화량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변경된 정책적 배경과도 연관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시기별로 효과
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동 결과를 선후간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장기관계는 통화량과 경기변수들 간에 장기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부문별 통화분석, 해외변수
부가모형 등에서 논의하였다.
12) Lf와 물가상승률의 추세는 2012년 이후 반대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12년 이후 상관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충분한 시계열이 확보될 경우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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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2, Lf와 물가상승률1)

〈표 2-1〉 M2와 물가상승률1) 인과관계
원계열
전기간(시차 6분기)
(66.1Q~17.1Q)
통화량중심(시차 3분기)
(90.1Q~99.4Q)
금리중심(시차 5분기)
(00.1Q~17.1Q)
HP필터추세
전기간(시차 6분기)
(66.1Q~17.1Q)
통화량중심(시차 3분기)
(90.1Q~99.4Q)
금리중심(시차 5분기)
(00.1Q~17.1Q)

M2 ↛ 물가

물가 ↛ M2

3.85***

1.94*

0.33***

2.97*

0.50***

1.47*

M2 ↛ 물가

물가 ↛ M2

4.36***

3.08***

15.99***

10.28***

5.30***

3.08***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표 2-2〉 Lf와 물가상승률1) 인과관계
원계열
전기간(시차 5분기)
(81.1Q~17.1Q)
HP필터추세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금리중심(시차 5분기)
(81.1Q~17.1Q)

Lf ↛ 물가

물가 ↛ Lf

2.04**

1.65***

Lf ↛ 물가

물가 ↛ Lf

2.99**

4.07***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수정된 필립스커브 모형을 추정해본 결과13)
역시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 정책으로 변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되면서 상관관계가 약화(최영일·최영주·권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근원물가를 기준으

성택, 2012)되고 있으나 장기시계에서 통화량

로 추정할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

은 물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표 3-1〉).14)

이며 금융위기 더미변수(2009~2010)를 부가

Lf를 통한 수정된 필립스커브 모형 추정결과

할 경우 금융위기 중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

역시 금리중심 기간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시기에는 유사한 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나 장기시계에서 물가와 유의한

도출되었다.

13) 장
 기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지표를 이용하였다.
14) 다만,

이와 같이 유의한 장기관계는 주로 기존의 통화량중심 기간이 장기시계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데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최근 시계열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8

한국은행

제1호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

(통화량과 경제성장)

〈표 3-1〉 M2와 물가방정식 추정결과

물가와 마찬가지로 통화량과 실질GDP
전기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물가 (90.1Q~ (90.1Q~ (00.1Q~

명목
M2

17.1Q)

99.4Q)

17.1Q)

0.04
(2.25)**

0.20
(1.82)*

0.01
(0.39)

실질
0.12
0.16
0.10
GDP
(3.89)*** (3.00)*** (2.82)***
갭

금융
위기전

금융
위기후

(00.1Q~ (11.1Q~
08.4Q)
17.1Q)

0.78
1.75

0.78
1.98

들어 이러한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그림 5-

0.01
(0.19)

-0.08
(-1.10)

상〉, 〈표 4-1〉). 금융기관유동성(Lf)을 살펴

0.06
(0.76)

0.07
(0.63)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시차
0.82
0.55
0.91
0.75
0.70
종속
(12.82)*** (3.37)*** (13.51)*** (3.47)*** (6.11)***
변수
0.87
1.89

성장률도 인과관계가 있으나 금리중심 기간에

0.49
1.94

0.92
2.46

보면 M2와 같이 장기추세에서 GDP와 유의한

하〉, 〈표 4-2〉).

〈그림 5〉 M2, Lf와 실질GDP1)

주: 1) 추정식은
       
          : 물가상승률,  

: 명목M2 증감률,

: 실질GDP 갭(Christiano-Fitzgerald Bandpass Filter)

   

2)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3) ( )내는 계수 추정치의 합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
**, ***는 결합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표 3-2〉 Lf와 물가방정식 추정결과

전기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물가 (90.1Q~ (90.1Q~ (00.1Q~
17.1Q)

금융
위기전

금융
위기후

99.4Q)

17.1Q)

명목
Lf

0.07
0.14
(3.09)** (2.13)**

0.01
(0.37)

0.02
(0.42)

-0.05
(-0.72)

실질
GDP
갭

0.08
(2.46)**

0.10
(2.72)***

0.05
(0.60)

-0.004
(-0.04)

0.04
(0.68)

시차
0.75
0.51
0.91
0.72
0.75
종속
(10.91)*** (3.20)*** (13.63)*** (3.29)*** (7.09)***
변수
0.87
1.89

0.80
1.75

0.78
1.97

실질GDP 및
추세(우축)

(00.1Q~ (11.1Q~
08.4Q)
17.1Q)

0.51
1.89

Lf 및
추세(좌축)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0.92
2.23

주: 1) 추정방법은 M2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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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M2와 실질GDP1) 인과관계
M2 ↛ GDP

원계열
전기간(시차 6분기)
(66.1Q~17.1Q)

영주·권성택, 2012). 금융위기 더미변수

GDP ↛ M2

3.58***

2.02*

통화량중심(시차 3분기)
(90.1Q~99.4Q)

2.40*

4.04**

금리중심(6분기)
(00.1Q~17.1Q)

0.84

1.98*

전기간(시차 8분기)
(66.1Q~17.1Q)

구조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
의 시기는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표 5-1〉).
Lf에 대한 소득방정식의 경우 Lf의 실질GDP

M2 ↛ GDP

HP필터추세

(2009~2010)를 부가한 모형은 금융위기중

2.63***

GDP ↛ M2
1.73*

통화량중심(시차 3분기)
(90.1Q~99.4Q)

2.35*

18.92***

금리중심(시차 5분기)
(00.1Q~17.1Q)

1.75

4.29***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M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콜금리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
다(〈표 5-2〉).

〈표 5-1〉 M2와 소득방정식 추정결과
실질 전기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92.1Q~ (92.1Q~ (00.1Q~
GDP

〈표 4-2〉 Lf와 실질GDP1) 인과관계

금융
위기후

17.1Q)

99.4Q)

17.1Q)

(00.1Q~ (11.1Q~
08.4Q)
17.1Q)

0.01
(0.41)

1.22
(2.25)**

-0.09
(-1.50)

-0.10
(-0.87)

원계열

Lf ↛ GDP

GDP ↛ Lf

전기간(시차 5분기)
(81.1Q~17.1Q)

3.14**

0.25

HP필터추세

Lf ↛ GDP

GDP ↛ Lf

콜
-0.33
-0.13
-0.58
-0.59
-0.84
금리 (-5.09)*** (-1.14) (-3.25)*** (-1.33) (-3.30)***

전기간(시차 3분기)
(81.1Q~17.1Q)

5.54***

3.84**

시차
0.81
0.82
0.70
0.66
0.74
종속
(14.36)*** (7.67)*** (7.41)*** (3.13)** (7.10)***
변수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실질
M2

0.80
1.58

Friedman and Kuttner (1993) 방식의
15)

소득방정식을 추정 한 결과 통화량중심 정책
체계 시기를 제외하면 통화량과 실질GDP 성
장률 간의 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금리중심 정책체계를 도입한 이
후 통화량보다는 단기금리가 실질GDP 성장
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영일·최

15) 장기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지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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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1.71

0.75
1.46

0.62
1.71

-0.07
(-1.70)

0.78
1.91

주: 1) 추정식은
       
          : 실질GDP,

: 실질M2,  

: 콜금리

2) 추정계수는 각 변수별 계수 추정치의 합
3) ( )내는 계수 추정치의 합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
**, ***는 결합귀무가설을 각각 5%, 1% 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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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Lf와 소득방정식 추정결과
실질 전기간 통화량중심 금리중심
(92.1Q~ (92.1Q~ (00.1Q~
GDP

실질
Lf

금융
위기전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편이나 장기추세는 유의
금융
위기후

17.1Q)

99.4Q)

17.1Q)

(00.1Q~ (11.1Q~
08.4Q)
17.1Q)

0.03
(0.70)

0.10
(0.43)

-0.07
(-0.81)

-0.02
(-0.13)

-0.09
(-1.18)

콜
-0.32
-0.23
-0.56
-0.71
-0.71
금리 (-4.92)*** (-1.49) (-3.17)*** (-1.80) (-2.27)**
시차
0.80
0.77
0.70
0.59
0.64
종속
(13.86)*** (4.81)*** (7.51)*** (2.74)** (5.36)***
변수
0.81
1.56

0.80
1.47

0.76
1.39

0.64
1.34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하〉, 〈표 6-2〉).
〈표 6-1〉 M2,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1) 인과관계
M2 ↛ HPI

HPI ↛ M2

전기간(시차 5분기)
(87.1Q~17.1Q)

2.77**

1.23*

통화량중심(시차 2분기)
(90.1Q~99.4Q)

5.25**

2.68*

금리중심(시차 3분기)
(00.1Q~17.1Q)

2.22**

0.27*

가계신용
↛ HPI

HPI
↛ 가계신용

3.85***

3.62***

0.69
2.11

금리중심(시차 5분기)
(03.4Q~17.1Q)

주: 1) 추정방법은 M2식과 동일

주: 1) 전년동기대비

(통화량과 자산가격)

통화량 및 가계신용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

〈표 6-2〉 Lf와 주택가격상승률1) 인과관계

향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M2는 주택가격에 유

원계열

Lf ↛ HPI

HPI ↛ Lf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

전기간(시차 6분기)
(87.1Q~17.1Q)

1.56

0.59

용의 경우 통화량보다 더욱 유의한 인과관계를

HP필터추세

Lf ↛ HPI

HPI ↛ Lf

보인다(〈그림 6-상〉, 〈표 6-1〉). 금융기관유

전기간(시차 6분기)
(87.1Q~17.1Q)

2.28***

1.88*

동성(Lf)의 경우 M2 및 가계신용에 비해 인과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그림 6〉 M2, Lf,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1)

주: 1) 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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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량 분석시 한계

화폐수량설의 가정과 달리 통화유통속도가
불안정할 경우 통화수요함수도 불안정해질 것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

통화량(monetary aggregates)을 바탕으
16)

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통화수요함수는 대체로 불안정한 것으

로 한 전통적인 통화수요함수 는 거래적 수

로 평가되고 있다(Kim, 2014; Bahmani-

요 이외에 예비적 수요 및 통화보유 기회비용

Oskooee and Shin, 2006). 우리나라 통화

을 고려한 투기적 수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유통속도의 변동성은 특히 2002~2003년,

불안정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는

2008~2010년중 확대되었으며 실질GDP,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금리로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할 경우 그 잔차가

거래적 동기가 약한 대체투자 목적의 단기자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1〉, 〈그림

운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통화량 집

7-2〉).

계과정에서 가계, 기업 등 부문별 특수요인 및

이 같은 불안정한 통화유통속도를 고려하

구성비 변화 등에 따른 편의 발생 가능성이 커

여 국면전환을 감안한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하

지고 있다.

는 연구도 시도된 바 있다(Kim, 2014). 물가

〈그림 7-2〉 통화수요함수1) 잔차의 불안정성

〈그림 7-1〉 통화유통속도1) 추세 및 순환변동

주: 1)

주: 1)
: 실질M2,   : 실질GDP,
: 콜금리,  
: 3개월 회사채금리

16) 지출과

소득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통화수요와 통화공급간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에 주로 기인하는데(Keynes, 1936) 물가 및 거시경제 전망에는 통화
수요함수의 분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EC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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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목표제 도입으로 인한 금리 변동성의 확

Bridges et al., 2011). 이는 통화수요함수

대, 금리자유화, 변동환율제 도입, 신용카드

의 불안정성이 통화의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지급결제수단의 발전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집계편의(aggregation bias)17) 및 구성편의

통화수요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

(composition bias)18)에 주로 기인할 가능성

었다.

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여전히 통화량지표는 정

이와 같은 편의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분

보변수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기존의 분석방법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① 공통된 거시적

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통화량과 실물변수와

요인과 ② 부문별 특수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의 관계 분석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각 부문별 수요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첫 번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째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에 공통된 거시

논의한다.

적 요인을 고려한 Cointegrated VAR 모형
을 분석하는 방법이다(Von Landesberger,
2007). 두 번째로는 가계(Seitz and Von

Ⅳ. 부문별 통화량 및 보완지표와
경기의 관계

Landesberger, 2010)19), 기업(MartinezCarrascal and Von Landesberger,
2010), 금융기관(Moutot et al., 2007)별

1. 통화량 분석의 보완방안

로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부문별 통화량 분석)

기존의 연구결과 가계는 예비적 동기가 높고

기존의 통화량 분석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보유 결정시 경기에 덜 민감한 반면, 기업

우선 통화량의 부문별 여건이 상이함에 따

은 경기에 더 민감하며 금리가 높을 때 현금보

라 통화수요함수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고

유를 줄여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경향을 보

려하여 부문별 통화수요(sectoral money

이며, 기타금융기관의 경우 여타 경제주체보

demand)를 분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ECB, 2010; Berry et al., 2007;

17) 부
 문별 특수요인(sector specific) 또는 이질성(heterogeneity)이 집계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다.
18) 부문별 행태에 변함이 없더라도 부문별 구성비의 변화로 총계가 왜곡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19) 부
 의 효과(Beyer, 2009) 또는 주택가격(Dreger and Wolters, 2010)을 고려하는 방안도 연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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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보완지표 분석)

에 따른 거래적 기능에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Divisia index)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또 다른 대안으로 상품별 거래비용 또는 기능

통화보유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교환의 매개수

등을 고려하여 통화량 측정방법을 보완한 지표

단으로서의 화폐의 본래기능을 분석하는 경우

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화수요함수가 안정적이며 거시경제전망에

대표적으로 Barnett(1980) 등은 기존의 통
화수요함수가 안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

보다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Belongia and
Ireland, 2014).20)

은 기존의 통화지표가 보유비용이 서로 다른

이외에 Lucas and Nicolini(2015)는

상품을 완전대체재로 간주하여 단순합산한 데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은행산업 규제완화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형별 이자율

(Regulation Q)와 더불어 통화수요함수의

〈참고〉
국가별 Divisia 통화량 활용 사례
■ (미국) St. Louis 연준에서 Monetary Service Index 형태로 Divisia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으며, Kansas 연준에서는 미국의 제로금리하한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의 일
환으로 Divisia money aggregate의 유용성을 보여준 바 있다(Keating et al., 2016).
■ (영국) BOE의 경우 1993년부터 Divisia index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외에 특별하게 인플
레이션 보고서 등에 관련 지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 (EU) ECB의 공식통계는 없으며 Think Tank인 Bruegel에서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Darvas, 2014).
■ (기타) 이스라엘 중앙은행, 폴란드 중앙은행 등이 Divisia 통화량을 공식발표하고 있으며,
Center for Financial Stability에서는 세계 각국의 최근 Divisia 통화량 데이터와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20) 다
 만, 통화주의자들도 통화량의 증가에 대응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지출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eltz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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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분석하고 발행기관 대신 통화의 기능에

해외자본유출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

따라 통화지표(NewM1)를 정의할 것을 제안

기되고 있다(De Santis et al., 2013; ECB,

하였다.21)

2010). 이외에 해외부문의 영향을 제외한 잔

기존의 통화수요함수가 물가, 생산 및 금
리만을 고려해왔으나 최근에는 개방경제에서

차항에 대해 국내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도 고려할 수 있다.22)

〈참고〉
해외부문을 고려한 통화수요 연구
■ De Santis et al. (2013)은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의 금융자산 간 대체*를 반영한 통화수요함
수를 추정하여 실제 통화증가율과 추세간의 갭을 통해 인플레이션 예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투자유형은 국내(통화, 자본, 채권)와 해외(자본, 채권)로 구분된다.

■ 스위스의 경우 환율과 외국금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통화수요함수의 공적분 관계가 형성되
기 어려우며(Chowdhury, 1995), 캐나다 역시 외국금리와 환율이 Divisia 통화 수요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ueng, 1998).
○ 외국통화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할 경우 국내통화의 보유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
효과는 불분명*하여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 국내통화가

절하되면 국내통화수요가 감소하나 또한 국내채권에 대한 수익률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통화 수요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ahmani-Oskooee and Shin(2006)은 외화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로 내
국인의 통화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국내실질GDP,

외국실질GDP,

국내금리,

외국금리,

실질실효환율

■ 반면 해외부문을 고려한 모형의 경우도 통화수요함수의 잔차가 불안정하며(BahmaniOskooee and Shin, 2006), 일본의 경우 해외부문 또는 외환규정의 변화가 통화수요에 미
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 연구(McKenzie, 1992)도 있다.

21) 이외에

BOE는 기타 금융기관(intermediate other financial corporations)이 보유하는 통화를 제외한 순수한 민간부문 통화를 M4x로 구축하여
발표하고 있다(Congdon, 2017; Janssen, 2009).
22)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금리, 환율 등 해외부문을 고려하여 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할 경우 장기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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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통화량 분석

(보유주체별 현황)

최근 5년간 가계의 구성비가 줄어드는 반면
(1) 부문별 통화수요

기업 및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가계의 경우 결제성예금, 현금통화, 금전신탁

(상품별 현황)

등이 늘어난 반면 수익증권 등은 감소하였다.

2016년 M2(평잔기준)는 2012년에 비해

기업의 경우 단기 자금운용을 위해 결제성예

결제성예금(252조원, 63%), 실적배당형상품

금, 금전신탁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외에 외화

(163조원, 47.8%) 등을 중심으로 544조원

예수금도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금융기관들은

(30.2%)이 증가하였다. 결제성예금은 수시입

저금리 장기화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

출식저축성예금(163조원, 54.5%), 요구불예

운 상황에서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단기

금(90조원, 87.9%) 등이, 실적배당형상품은

자금 운용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9〉).

금전신탁(100조원, 90.5%), 수익증권(34조
원, 23.1%)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저금

〈그림 9〉 M2 증가율 및 보유주체별 기여도

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대
체투자 수단으로 특정금전신탁 등이 활용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정기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그림 8〉).

〈그림 8〉 M2 증가율 및 상품별 기여도
자료: ECOS

(2) 부문별 통화공급

(부문별 신용)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과 해외부문의 공급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신용의 경
자료: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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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국내신용 변동내역1)

〈그림 10-2〉 총신용 변동내역1)

주: 1) 국내신용의 전년동기비 증감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p)
자료: ECOS

주: 1) 총신용의 전년동기비 증감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p)
자료: ECOS

하여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가계부

비중은 소폭 축소되었다.

문은 2016년말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
〈그림 11〉 M2 증가율 및 기관별 기여도

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점차 회복하다가
최근에는 8·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
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10-1〉).
국외신용의 통화공급 기여도가 낮은 편인
데 이는 해외투자로 인한 자본유출규모가 경
상수지 흑자규모를 상회함에 따라 해외부문
의 통화공급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10-2〉).

자료: ECOS

(금융기관별 현황)

(3) 보유주체별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주로 예금은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자산
운용회사와 서민금융회사가 비슷한 비중을 보

(물가)

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자산운용회사의 비중

대체로 가계M2와 금융기관제외M2는 물

이 확대된 가운데 예금은행과 서민금융회사의

가와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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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는 물가와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

(실질GDP)

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추세는 각 주체별 인

보유주체별 통화량과 실질GDP와의 관계를

과관계가 유의한 모습을 보였다(〈그림 12〉,

살펴보면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

〈표 7〉).

나 장기추세의 인과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13〉, 〈표 8〉).

〈그림 12〉 가계, 기업보유 M2와 물가상승률1)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ECOS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ECOS

〈표 7〉 부문별 M2와 물가상승률1) 인과관계
M2 ↛ CPI

CPI ↛ M2

가계
기업

3.04***
1.53***

금융기관제외

〈표 8〉 부문별 M2와 실질GDP1) 인과관계
원계열
(02.4Q~17.1Q)

M2 ↛ GDP

GDP ↛ M2

0.90***
1.40***

가계
기업

1.79
0.42

0.71
1.12

3.16***

0.66***

금융기관제외

1.14

0.41

M2 ↛ CPI

CPI ↛ M2

HP필터추세
(02.4Q~17.1Q)

M2 ↛ GDP

GDP ↛ M2

가계
기업

10.02***
7.82***

4.43***
4.44***

가계
기업

2.30*
2.27*

2.70**
1.70**

금융기관제외

12.31***

1.85***

금융기관제외

2.31*

1.93**

원계열
(02.4Q~17.1Q)

HP필터추세
(02.4Q~17.1Q)

주: 1) 전년동기대비 및 HP필터 추세, 시차 5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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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문별 통화수요의 공통요인 분석

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부문별 통화수요에 대한 공통요인을

(5) 부문별 통화수요의 특수요인 분석

23)

Cointegrated VAR 를 통해 분석한 결과
보유주체별로 상이한 탄력성이 나타났다(Von

(가계)

Landesberger, 2007). 경기 및 금리에 대

가계는 전체 M2의 약 55%를 보유하고 통

한 민감도는 기업과 기타금융기관이 가계보

화수요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가계의

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

특수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24)

럽 국가들에 대한 분석(Von Landesberger,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Cointegrated VAR

2007)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탄

분석결과 장기공적분 관계로 조정되는 속도가

력성이 유럽의 가계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편

느리고 소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모습을 보

이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것

이며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현금보유를 크게 변

으로 나타났다(〈표 9〉, 가계 및 기업 통화수요

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표 9〉 Cointegrated VAR 장기 통화수요함수 공적분벡터 추정치
집계 M2
실질GDP
GBOND
(10년물 국고채)

CBOND
(3년물 BBB-회사채)

가계 M2

기업 M2

기타금융기관 M2

1.24(0.94)

1.19(0.79)

1.61(7.94)

2.91(2.02)

-0.05 (-0.29)

-0.02(-0.15)

-0.05(1.04)

0.02(-0.62)

0.04(0.08)

0.03 (0.08)

0.03(-0.34)

0.04(0.01)

주: 1)  

: load factor벡터, : 공적분벡터
2) ( )내는 Von Landesberger(2007)의 유럽국가 분석결과(동 연구는 3년물 주식배당률을 이용)
3) 2002.4Q~2017.1Q

23) 부문별

실질통화(M/P) = f(실질GDP, 장기국채금리, 회사채수익률)
24) 가계는

주로 거래적 동기에 의해 현금을 보유하며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비적
동기에 의한 현금보유가 늘어날수록 소비가 감소하고 실물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가계 보유 통화량은 물가의 움직임에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된
다(Seitz and Von Landesberger, 2010).
25) 이
 같은 결과는 가계의 통화수요 변화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및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한적으로 시사한다. 다만
직접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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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계 통화수요함수 분석 개요
■ 가계 통화수요함수 및 주요 변수:

가계보유 명목M2(로그값),

물가(민간지출 디플레이터, 로그값),

소비(실질민간소비지출, 로그값),
대체투자 수익률:

실질가계보유주택자산(로그값),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 대출금리)와

통화수익률(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총수신, 잔액기준)간의 스프레드,
불확실성 지표(주식시장 KOSPI-200내재변동성지수)

■ 제약이 부가된(

) 장기공적분 관계(2005.3Q~2017.1Q):

(기업)

림 14〉).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증가가 설

기업은 전체 M2의 약 25%를 보유하고 있

비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

으며 최근 들어 기업의 통화보유 증가율이

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기업단위의 행태분석이

높아지고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짐에 따

필요하다(Martinez-Carrascal and Von

라 통화량 동학에서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

Landesberger, 2010; 공재식, 2006; 임경

고 있다(Martinez-Carrascal and Von

묵·최용석, 2007).

Landesberger, 2010). 최근 자금조달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Cointegrated VAR

용이 감소함에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비율

분석결과 가계에 비해 장기공적분 관계로 조정되

이 늘어나는 것은 영업성과의 불확실성에 따

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경기(총부가가치)

26)

른 예비적 동기 의 통화수요로 보인다(〈그

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26) 불확실성하에서 자금사정의 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현금보유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경묵·최용석, 2007; Almeida, Campello and
Weisbach, 2004; Han and Qiu, 2007).
27) 이는

기업의 통화수요 변화가 가계보다 경기 및 물가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보다 구
체적인 분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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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업 현금보유비율과 GDP성장률

<기업 현금보유비율과 자금조달 비용>

자료: ECOS

주: 스프레드=기업대출금리-기업예금 금리
자료: ECOS

〈참고〉
기업 통화수요함수 분석 개요
■ 기업 통화수요함수 및 주요 변수:

기업보유 명목M2(로그값),
실질총부가가치(로그값),

물가(총부가가치 디플레이터, 로그값),

대체투자 수익률(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

통화수익률(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기업예금, 잔액기준)

■ 제약이 부가된(

) 장기공적분 관계 (2005.3Q~2017.1Q):

3. 통화량 보완지표 분석

물경기와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① M2xT: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금전

통화량 분석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신탁 등의 경우 거래적 동기가 약하고 저금리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앞서 논의

시기의 대체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된 바와 같이 통화량 보완지표를 활용하여 실

서 M2에서 제외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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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M2: 해외부문의 영향을 고려하여 내국

〈그림 15〉 M2, Divisia M2, GDP

인의 해외저축을 제거한 통화량 지표의 대용치
로서 예금은행의 해외자산을 제외하였다.
③ Divisia M2: 통화보유 기회비용을 고려
한 거래적 동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별 이
자율의 가중치를 고려하였다(〈그림 15〉).28)
이 같은 통화량 보완지표를 통해 통화수요함
수를 분석할 경우 기존 통화량에 비해 잔차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참

자료: ECOS, 자체계산

고〉 통화량 보완지표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비교 참조).

<M2, Divisia M2, 물가>

통화량과 경기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순합산 지표인 M2보다 보완지표를 활용할
경우 물가 및 GDP와의 관계가 더 유의하게 나
타났다. 통화량 보완지표의 경우 단순합산지
표와 달리 통화량 충격에 대해 시차를 두고 물
가와 GDP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보였다(〈그
림 16〉,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참고〉 SVAR
분석 및 충격반응함수 개요 참조).

자료: ECOS, 자체계산

28) Divisia

M2 증가율이 2015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효과가 반영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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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통화량 충격에 대한 물가와 GDP의 반응
M2

M2xT(금전신탁 제외)

(물가)

(물가)

(GDP)

(GDP)

NM2(해외저축 제외)

Divisia M2

(물가)

(물가)

(GDP)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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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물가)

(물가)

(GDP)

(GDP)

주: 충격의 크기는 표준편차 1단위이며 빨간색 점선은 충격반응±표준오차 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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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통화량 보완지표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비교
<축차적 잔차>
M2

M2xT

NM2

Divisia M2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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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통화량 보완지표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비교
<CUSUM1) 검정결과>
M2

M2xT

NM2

Divisia M2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주: 1) 축차적 잔차의 누적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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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통화량 보완지표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비교
<CUSUM of squares1) 검정결과>
M2

M2xT

NM2

Divisia M2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주: 1) 축차적 잔차 제곱의 누적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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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SVAR 분석 및 충격반응함수 개요
■ 분석변수: GDP(로그값), CPI(로그값), 금리(%, 10년물 국채 및 콜금리), 통화량 및
보완지표(로그값) (참조: Darvas, 2014)
■ 비교지표: M2, M2xT, NM2, Divisia M2*, 금융기관 신용**, 비핵심부채 비율***, Lf,
M1 등
* 통화유형별 거래비용에 가중치를 부여

는 벤치마크 이자율, 는 상품별 이자율
** 예금은행 대출금(McLeay et al., 2014)29)
*** 비핵심부채 비율: M2대비 비핵심부채(해외부채, 금융채, RP, 양도성예금증서(Shin and Shin, 2011);
예금은행 취급개관표 기준)

■ 분석기간: 2001.1Q~2017.1Q
(다만, Divisia M2는 입수가 가능한 2006.1Q~2017.1Q)
■ 충격반응함수는 변수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화충격반응함수를 채택하였다
(Darvas, 2014).

29) 통화수요함수의

분석에 통화량의 보완지표로서 금융기관의 자산인 금융기관 신용을 포함한 것은 내생적 통화이론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금융
기관이 경제주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통화를 공급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McLeay et al. (2014) 등의 논의에 따른 시도이다. 동 논
의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대출(자산)을 실행함에 따라 예금(부채)이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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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 및 시사점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금융상
품의 등장 등에 따라 통화량 분석은 더욱 복잡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해외부문의 역할이 커
지면서 통화량과 거시변수간의 연관성이 약화

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완지표 활용 등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0)

되고 있으나 장기추세 및 자산가격과 유의한 관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화
량은 여전히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보변수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부문별, 시기별로 불안정하고 상이한 양상을 보여
개별 통화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통화량 분석의 불안정성을 야기
하는 요인을 고려하면서 부문별 통화수요의 변
화, 통화량 보완지표 등을 분석해보았다. 통화량
상품별로는 금전신탁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
유주체별로는 가계 등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 및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금전신
탁 등을 제외한 지표, 내국인의 해외저축을 제
외한 지표, 유형별 이자율 가중치를 부여한 보
완지표 등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M2, Lf 등의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 통
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분석 등이 통화수요
함수의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물
가 및 실질GDP와 더 유의한 관계를 보여 통화
량과 거시변수와의 관계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다만,

보완지표를 활용할 경우에도 각각 단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표의 구축과정에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EC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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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계 및 기업 통화수요의 안정성
가계M2 및 기업M2로 세분한 부문별 통화수요함수의 경우 잔차가 총M2에 비해 안정
적이며 부문별 SVAR 분석결과(2005.3Q~2017.1Q) 물가, 소비(가계) 또는 총부가가
치(기업)는 부문별 통화충격에 보다 유의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M2>
CUSUM1)

축차적 잔차

주: 1) 축차적 잔차의 누적합계

CUSUM of square1)

SVAR1) 충격반응함수
(물가)

(GDP)

주: 1) 축차적 잔차 제곱의 누적합계

주: 1) GDP, CPI, 국채금리,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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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계 및 기업 통화수요의 안정성
<가계M2>
CUSUM1)

축차적 잔차

주: 1) 축차적 잔차의 누적합계

CUSUM of square1)

SVAR1) 충격반응함수
(민간소비디플레이터)

주: 1) 축차적 잔차 제곱의 누적합계

(민간소비)

주: 1) 민간소비, 민간소비디플레이터, 가계수신금리, 가계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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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계 및 기업 통화수요의 안정성
<기업M2>
CUSUM1)

축차적 잔차

주: 1) 축차적 잔차의 누적합계

CUSUM of square1)

SVAR1) 충격반응함수
(총부가가치디플레이터)

주: 1) 축차적 잔차 제곱의 누적합계

(총부가가치)

주: 1) 총부가가치, 총부가가치디플레이터, 기업수신금리, 기업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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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특징 및 건전성을
세대별로 구분해 분석해보았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는 중·장년 고소득층
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나, 청년층의 경우 실수요 목적의 부채가, 노년층의 경우 임대보증
금 목적의 부채가 2분위 이상 소득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측면에
서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 및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이다. 청년층의 경
우 축적한 실물 및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고, 노년층은 소득과 금융자산에 비해 부
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건전성 평가시 금융자산을
축적한 후 가계부채를 통해 주택마련에 나서는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노년층의 부채 및 주택소유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당국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노년층의 부채 확대 및 실물자산 의존도 심화
라는 리스크 확대에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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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관련 부채가 증가하는 세대의 부채 특성 및 리
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가계부채는 2015년

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부터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
게 증가하였다. 주택가격이 2015.1~17.9
월중 6.6%(수도권 8.4%) 상승하여 이전기

Ⅱ. 최근 주택관련 가계부채 동향1)

간(2012~14년 2.1%, 수도권 –3.1%)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시현한 가운데 가계부채

최근 주택관련 가계부채는 LTV, DTI 등 대

도 2015년 이후 303조원 증가하였다. 그 중

출규제 완화와 주택경기 개선으로 주택가격이

52.1%는 주택관련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가계부채 전반을 살펴보면 금융자산대비 부채

1〉). 특히 주택거래가 최근 3년간 305만호 이

비율이 45.8%에 그쳐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

루어지며 이전 3년(259만호)에 비해 18% 증

채보다 월등하게 많고 부채상환 능력이 양호한

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분양시장의 호조에

고소득, 고자산 층이 대부분의 부채를 보유하

따른 은행 집단대출 증가도 가계부채 증가에

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우리나라 가계부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문 부채에 대한 평가는 수준 및 증가 속도 측면
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나 채무 상환능력은 대체

<그림 1> 주택가격 상승률

로 양호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생애소득주기 등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특징 및 건전성을
세대별로 구분해 분석하지 않고 총량 분석만
할 경우 개별 가계가 지닌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가계금
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주택

자료: 국민은행
주: 1) 전월대비(S.A.)

1) 가계금융복지조사 설문응답항목에서 거주주택마련(주택 실수요), 비거주주택마련(주택투자용 금융부채), 전월세 보증금(주택투자용 전월세 보증금 부
채), 사업자금, 부채상환으로 분류하고 고제헌·홍정의(주택금융공사, 2016) 추산 방법을 활용하여 목적별 주택관련 가계부채 총액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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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택 투자용 금융부채

〈표 1〉 주택매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주택매매
거래량
(십만건)

7.4

8.5

10.1 11.9 10.5

8.0

아파트
분양물량 26.3 28.3 33.4 51.9 45.2 33.3
(만호)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주: 1) 1~10월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추정

목적별로 살펴보면 주택 실수요 및 주택투

전세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부채2)는 크게 증

자를 위한 금융부채는 각각 연평균 17.6%,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매 및 전세가격

19.7%(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하였으며

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매대비 전세

이는 총부채(가계신용 기준) 및 명목소득 증가

가격이 보다 상승함에 따라 보증금을 활용한 다

율(각각 10.6%, 2.0%)을 큰 폭 상회하는 수

주택보유자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준이다(〈그림 2〉, <그림 3>).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전·월세 보증금 규모
는 552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3)(〈그림

〈그림 2〉 주택 실수요 부채

4〉, <그림 5>, <그림 6>).
〈그림 4〉 다주택 보유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추정
자료: 통계청
주: 1) 주택 2채이상 보유자

2)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는 부채이며 임차인에게는 금융자산에 해당하나 자금순환계정이나 가계신용에는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고제헌·홍정의 추산 방법
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3)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2016년말 현재 1,911조원 수준이다(가계신용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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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목적의 부채는 다시 주택 투자용 금융부채 및
임대보증금 부채로 분해하였다.

1. 세대별 가계부채
연령대별 부채를 살펴보면 중·장년층5)의
부채가 전체부채의 61%6)를 차지한 가운데 30
대의 경우 주택 실수요 부채, 60대 이상 노년

자료: 국민은행

층의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의 비중이 상대적으
〈그림 6〉 임대보증금 부채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목적별 부채의 세대별 잔액
(조원)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주택 실수요

114.1

182.5

140.4

72.9

금융부채

(60.1)

(47.2)

(34.4)

(23.1)

주택 투자용

29.0

63.3

92.9

53.2

금융부채

(15.3)

(16.4)

(22.8)

(16.9)

임대보증금

46.8

140.7

174.6

189.4

부채

(24.6)

(36.4)

(42.8)

(60.0)

세대 합계

189.9

386.5

407.9

315.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추정

Ⅲ. 세대·소득별 가계부채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추정
주: ( )내는 비중

이하에서는 주택관련 가계부채의 보유 목적
및 증가(최근 3년) 원인을 세대별·소득별로

2013~16년중 중·장년층은 가계부채 증가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부채보유 목적에

의 절반 이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

따라 실수요와 투자목적으로 분류하고, 투자

간중 청년층은 주택 실수요 목적의 금융부채를

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개편이 대폭 이루어진 2013년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 본고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30대를 ‘청년층’, 40·50대를 ‘중·장년층’, 60대 이상을 ‘노년층’으로 지칭하였다
6)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자체 추정한 주택 관련 부채중 해당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Bank of Korea 41

2018 BOK 이슈노트

중심으로 부채를 늘려왔으며 노년층은 자산 축

2. 세대·소득별 가계부채 증가요인7)

소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부채가 크
게 증가한 가운데 금융부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7>).

세대·소득별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살펴보
면 청년층의 경우 활발한 전·월세의 자가 전
환8)이 이루어지며 최저 소득층(1분위)을 제외
한 소득층 전반의 실거주 목적 부채가 증가한

〈표 3〉 목적별 부채의 세대별 기여율
(%)

주택 실수요
금융부채

주택 투자용
금융부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임대보증금
부채

중·장년층은 투자목적의 부채가 크게 증가

30대

18.6

8.7

-24.3

하였는데 50대의 5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금융

40대

33.5

7.7

24.2

부채를, 40대의 4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전월

50대

26.9

48.7

-0.5

60대 이상

20.9

35.6

103.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세 보증금 부채를 중심으로 투자목적 부채가 늘
어났다. 한편 실수요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는
40대, 50대 모두 3분위 이상 중상위 소득층을

〈그림 7〉 연령대별 소득과 자산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노년층은 소득층 전반(2~5분위)의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
장 접근성이 낮고 상환 여력이 부족한 노년층
이 전·월세 보증금 부채를 활용해 주택 구입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9)
(<그림 10>).

자료: 통계청(2016)
주: 1) 가구 평균

7) 가계부채의 연령효과를 제외한 동세대 효과만을 대상으로 기여율을 시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8) 2014~16년중 전월세에서 자가로 전환한 100만가구 가운데 30대이하가 40만가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7).
9) 60대이상의 주택소유자 비중은 2012년 27.7%에서 2016년 31.4%로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주택소유 비중(%)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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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6.1
25.8
25.7
27.7

2013
15.1
25.5
26.1
28.8

2014
14.6
25.5
26.1
29.4

2015
14.2
25.2
25.9
30.3

2016
13.8
24.7
25.8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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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택 실수요 금융부채 세대·소득별 기여율

〈참고〉
가계부채의 연령효과 및
동세대 효과 분해
■ 베이비부머의 노령층 진입 등에 따른
연령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연령대별
가계부채 증감을 동세대효과(cohort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추정
주: 거주주택마련 목적

effect)와 연령 효과(age effect)로
분해한 후 동세대 효과만을 대상으로

〈그림 9〉 주택 투자용 금융부채 세대·소득별 기여율

기여율을 시산하였다(참조: 김지섭,
2015).
■ 

:
시점 연령 가구주의 가계부채
:



시점

연령 가구주의

가계부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추정
주: 거주 외 주택마련 목적

■ 가계부채 증감을 연령효과와 동세대
효과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임대보증금 부채 세대·소득별 기여율

=

연령 효과+동세대 효과
(연령효과)
[α(da+∆,t+∆-da,t+∆)+
(1-α)(da+∆,t-da,t)]
(동세대 효과)
[α(da,t+∆-da,t )+
(1-α)(da+∆,t+∆-da+∆,t)]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추정
주: 전·월세 보증금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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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대별 건전성 분석

〈표 5〉 세대별 부채 건전성 평가
(%)

1. 개관

재무적 특성

전체
가구

청
년
층

중·
장년
층

노
년
층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물자
산, 소득, 금융자산에 대한 부채 건전성을 분
석한 결과 세대별로 각기 상이한 패턴을 나타
내었다. 청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여타 세대를 하회하나 실물자산대비

부채총액
가
처
분
소
득
대
비

부채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
계부채의 62.1%를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
층은 가처분소득대비 임대보증금 부채비율은
낮으나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노년층은 임대주택 등 실물자산에 대한 선
호 등으로 가처분소득 및 금융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세대를 크게 상회하였다(〈표 4〉,

자
산
대
비

금융부채
부동산 담보대출

165.4 138.7 167.9 188.9
116.5 114.1 122.3 106.1
85.9

74.7

90.0

88.0

48.9

24.6

45.6

82.8

연간 상환액

22.2

24.9

23.1

18.3

부채총액

18.4

22.8

20.3

13.4

금융자산 대비

70.8

61.0

72.9

74.8

실물자산 대비

24.8

36.5

28.1

16.4

부동산자산대비

26.6

40.5

30.5

17.0

연령별 부채분포

100.0 14.2

62.1

23.2

연령별 자산분포

100.0

55.0

35.1

임대보증금 부채

9.6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표 5〉).

2. LTV 비율10)

〈표 4〉 세대별 소득 및 부동산 비중
(만원, %)

평균
가처분소득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2014년 규제완화의 영향11)으로 2013년에

3,536

4,884

2,608

비해 LTV비율 40% 초과가구 비중은 전 세대
에 걸쳐 증가하였다.

56.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66.5

79.1

이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사용목적은 대
부분이 주택마련이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0) 자산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다.
11) 정부는

LTV 규제비율을 일괄적으로 70%로 상향조정(2014.8월)하였다가 두 차례의 재연장을 거친 후 2017. 8월 40%로(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대상)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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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노년층은 거

연령별 LTV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

주주택 이외 주택마련을 위해 주로 부채를 활

이 낮을수록 꼬리 분포가 두터운 것으로 나타

용하였다. 중·장년층도 자산축적 목적의 주

났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LTV비율 한도까

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나 다른 세대에

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

비해서는 사업자금 목적 비중도 높은 편인 것

며, 이는 청년층의 경우 자산형성 초기 단계에

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2〉).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부채를 조달해 실
수요 주택을 구입하는 특성에 기인한다. 한편

〈그림 11〉 LTV 40% 초과자 비중

노년층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실물자산이고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어 LTV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연령이 낮을
수록 LTV 규제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13〉).

〈그림 13〉 연령별 LTV 비율의 분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세대 내에서 LTV 40%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그림 12〉 LTV 40% 초과가구 주택담보대출의
목적별 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3. DSR12)
세대별 DSR을 시산해본 결과 대체로 연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주택담보대출 증감액(2013~16년)의 사용 목적별 비중

령이 높을수록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12)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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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 부채/소득 비율

가장 높고 6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총부채 중 금융부채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세대별 특징을 주

비중이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도 상대적으로

요국과 비교해보면 유럽, 미국 모두 중·장년

큰 데 기인한다(〈그림 14〉).

층으로 갈수록 높아졌다가 노년층에 진입할수

연령별, 소득별로 살펴보면 DSR 40% 초과

록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은 노년층

가계 비중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

으로 갈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이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50세 이하

타났다. 이는 유럽 및 미국의 경우 생애주기에

에서는 소득과 DSR의 관계도 약한 것으로 보

걸쳐 가계부채를 축소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

인다. 따라서 향후 DSR 규제는 가구주의 소득

러한 조정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13)(〈그림 15〉,

및 연령과 큰 관련 없이 대출에 전반적인 영향

<그림 16>).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표 6〉).

〈그림 14〉 세대별 평균 DSR 및 금융부채 비중

〈표 6〉 소득 분위별 DSR 40% 초과자 비중
(%)

합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30대

23.8

3.4

5.0

6.1

5.0

4.3

40대

23.6

3.3

5.1

4.6

5.8

4.9

50대

21.4

4.1

4.0

4.0

4.1

5.3

60대
이상

19.9

8.6

4.4

2.8

2.2

1.8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주: 1) 해당 연령대에서 40% 초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2) 부채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13)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실물자산 및 부채증감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가계는 70대에 들어 본격적인 조정에 나선 반면 미국(SCF
2013 기준) 및 유럽(HFCS 2017 기준)은 50대 중반부터 자산·부채 축소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부채처
분보다 소득감소 속도가 빨라 70대 이후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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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요국가의 세대별 소득대비 부채비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그림 17〉,
<그림 18>).

〈그림 17〉 주요국의 임대주택 공급주체별 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HFCS(2017), SCF(2013)
주: 1) 중위값 기준, 2) 경상소득대비 비율

〈그림 16> 국가별 노년층 소득대비 부채비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6월)
주: 2015년 기준

〈그림 18〉 연령별 임대가구 공급 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HFCS(2017), SCF(2013)
주: 1) 중위값 기준, 2) 경상소득대비 비율

한편 전세와 같은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특
수한 형태도 노년층의 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보유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전체 임대보증금 부채 잔액 보유가구중 해당 연령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
는 비중(2016년, 35.8%)을 살펴보면 2013

부채상환 후 생활여력14)을 보면 다른 연령층

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임대

에 비해 노년층이 특히 하위 분위에 집중되어 있

가구 공급비중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노년층의

14) 부채상환

후 생활여력=(총자산-총부채)+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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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축적된 실물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낮아

5. 금융자산·부채분포

유동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을 의
미한다. 한편 안정적 수입인 연금 및 이전소득

이하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자산 분포

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근로 및 사업소

를 보다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열지도

득 비중은 높아 소득 안정성도 낮은 편인 것으

(heatmap)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로 분석되었다(〈그림 19〉, <그림 20>).

열지도는 가계의 부채·자산 등을 각각 10분
위15)로 나눈 후 이들 조합의 비중을 색의 농도

〈그림 19〉 부채상환 후 자산+소득 분포

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색깔은 짙을수록 조합
의 비중이 높음을 옅을수록 비중이 낮음을 의
미한다.
우선 전 연령층의 금융자산-가계부채 열 지
도를 살펴보면 45도선 부근의 비중이 높고 주
변으로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경우 대체로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금융자산도 많아지는 안정적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2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주: 해당분위,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

청년층은 전 연령 평균에 비해 45도선 부근
의 집중도가 낮아 부채와 금융자산간 연계성이

〈그림 20〉 국가별 노년층 가계소득 구성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
부채가 적은 분위에서는 금융자산 분위가 넓게
퍼져 있고 금융자산 중간분위에서는 가계부채
가 많은 분위에 가계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금융자산을 축적한 후
가계부채를 통해 주택마련에 나서는 특성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2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HFCS(2017), SCF(2013)

15)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응답한 가구들을 기준으로 소득 및 부채기준 10분위를 설정하였으며 연령과 관련 없이 분위를 구분하는 기준값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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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 연령층의 가계부채와 금융자산 분포

나타낸다. 실제로 금융자산 하위층(1,2분위)
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비중은 17%에
불과(전 연령 평균 : 23%)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그림 23>).

〈표 7〉 금융자산 분위별 가계부채 비중
(%)

1분위 2분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주: x축, y축 숫자가 클수록 자산 혹은 부채가 많아짐을 의미

〈그림 22〉 청년층의 가계부채와 금융자산 분포

3분위 4분위 5분위

▶ 중·장년층

6.9

10.3

16.1

24.6

42.1

▶ 노년층

18.5 18.4

12.2

16.4

34.5

▶ 전체 평균

10.3 13.0

15.7

22.3

38.8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그림 23〉 중·장년층 가계부채 및 금융자산 분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주: 1) x축, y축 숫자가 클수록 자산 혹은 부채가 많아짐을 의미
2) 청년층은 30대

중·장년층을 살펴보면 45도선을 중심으로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부채가 많을수록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주: 1) x축, y축 숫자가 클수록 자산 혹은 부채가 많아짐을 의미
2) 중·장년층은 40~50대

금융자산도 많은 가구의 집중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한편 우상향 지점으로 갈수록 농도가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열지도를 분석한 결과

짙은 것은 중·장년층의 가계부채와 금융자산

노년층 가계의 상당부분이 열지도 좌하지역

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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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에 금융자산이 적으면서도 부채는 많은

년층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수요 및 주택

가계가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 노년

투자용 금융부채를 늘린 가운데, 청년층은 실

금융자산 하위층(1, 2분위)이 보유하고 있는

거주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부채를, 노년층은

가계부채는 전체 노년층 부채의 37%로 전 연

주택투자를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를 각각 확대

령대 평균(2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였다.

(〈표 7〉, <그림 24>).

세대별 가계부채 건전성은 분석결과 청년층
및 노년층이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취약

〈그림 24〉 노년층 가계부채 및 금융자산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경우 가계
부채가 많지만 부채가 상위 자산층에 집중되
어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청년
층의 경우 실물 및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
아 소득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부채
가 많고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년층의 부채16) 및 주택소유비중17)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주: 1) x축, y축 숫자가 클수록 자산 혹은 부채가 많아짐을 의미
2) 노년층은 60대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당국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노년
층의 부채 확대 및 실물자산 의존도 심화라는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리스크 확대에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다. 중·장

16)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3

2014

2015

2016

15.0
32.4
32.8
19.0

15.5
30.8
33.3
19.6

15.5
30.2
33.2
20.5

14.5
29.6
32.4
23.0

14.2
30.2
32.0
23.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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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택소유 비중(%)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2

2013

2014

2015

2016

16.1
25.8
25.7
27.7

15.1
25.5
26.1
28.8

14.6
25.5
26.1
29.4

14.2
25.2
25.9
30.3

13.8
24.7
25.8
31.4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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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활성화된 가운데 투자 업종, 목적 및 형태 측면
에서 금융위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
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내 연기금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
융·부동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심화 등으로 신흥시
장국 진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임금 활용보다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수평적 투
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형태면에서 보면 IT 부문 대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기업 인수가 증가하면서 현지법인 설립 투자에 비해 지분인수(M&A 등)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같은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우선 해외 금융·부동산업 투자 확대는 국내 기관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의 신흥국 판로가 확대된 측면
도 있다. 아울러 신기술 확보를 위한 지분인수 증가는 앞으로 국내 업체의 신성장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부정적 효과가 수반될 수 있어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부동산과 같은 직접투자 자산은 향후 글로벌 금융불안 발
생시 대외리스크의 국내 파급경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보듯이 현지시장 진출 과정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생산체계가 해외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 및 투자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수평적 투자
확대로 인해 늘어난 현지법인 매출이 국내 생산재 수출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
선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체계의 현지시장 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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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이처럼 최근 크게 늘어난 내국인의 해외직접
투자는 투자 업종, 목적 및 형태 측면에서 글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투자 이후 둔화되
1)

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

었던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는 2015

다.2) 우선 업종별로 보면 최근 금융·부동산업

년부터 다시 확대되었다. 2014년 전년대비

투자가 급증하면서 과거 주된 투자 부문이었던

8.1% 감소하였던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제조업 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목적

9.6%, 2016년 14.2% 각각 증가하였다. 금

별3)로 보면 저임금 활용을 위한 수직적 투자보

액 기준으로는 2016년 사상 최대치인 352억

다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크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에는 반

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최근 들어 대

기 기준 최고 수준인 236억달러가 투자되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표 1>).

있다. 또한 형태면에서는 현지법인 설립(그린
필드형) 투자에 비해 지분인수(M&A형)를 통

<표 1> 연평균 해외직접투자액 및 증가율
(억달러, %)

한 신기술 확보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 목적

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이나 유형에 따라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

1991~95년

20

23.8

면에서 국내 경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

1996~2000년

45

10.1

다. Desai et al.(2005), 김현정(2008) 등

2001~05년

57

6.5

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시장 확대 및 생산

2006~10년

210

27.41)

비용 절감, 중간재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

2011~14년

293

3.2

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2015년

309

9.6

Feldstein(1995), 이홍식·강성진(2006) 등

2016년

352

14.2

의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 및

2017년 상반기

236

39.32)

기간

주: 1)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목적 투자 증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투자 제약, 해외 생산품의 국내 생산품 수출
대체 등을 통해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 본고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고 기준이 아닌 실제 송금액 기준 투자액을 이용하였다.
2)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동향은 <참고 1> 참조
3) 해외직접투자는 목적에 따라 크게 수평적 투자와 수직적 투자로 분류된다. 우선 수직적 투자란 저임금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이전하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평적 투자란 판로 확대를 위한 현지시장 진출 등 시장 접근성 제고 목적의 직접투자를 뜻한다(홍장표(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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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내국인의 해외

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중 37억달러에서 130

직접투자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억달러로 약 3.5배 증가하였다(<그림 1>, <그

는 점에서 그 변화의 배경 및 파급 효과를 파악

림 2>). 이에 반해 2000년대 중반 50%를 상회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

하였던 제조업 투자 비중은 2016년 22%로 크

서는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게 낮아졌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2011년 101

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억달러에서 2016년 78억달러로 축소되었다.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금융·부동산업 관련 투자가 크게 활
성화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기대

Ⅱ.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가 확산(<표 2>)되면서 국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해외 금융자산 투자 유인이 높아진 데 주

가. 금융·부동산업 투자 확대

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진행 과정에서 미국의

최근 늘어난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특성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보면 과거에 비해 금융·부동산업 관련 투자는

세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였다

크게 늘어난 반면, 제조업 투자 비중은 감소하

(<그림 3>). 이로 인해 2016년의 경우 전체 금

였다. 2011년 13%에 불과했던 금융·부동산

융·부동산업 해외직접투자의 48%가 미국에

업 비중은 2016년 37%로 크게 늘어났으며, 금

투자되었으며(<표 3>), 그 결과 전체 해외직접

<그림 1>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그림 2>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주: 1)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투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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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출판업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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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중 對미국 투자 비중이 2014년 21%에서
2016년 37%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제조업 투자의 상대적 부진
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장세 약화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제조업 교역에 대한 중간재 교역의 기여 정도

<표 2> 미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상업용 기준)

2009 2010 2011
-30.3 11.2

9.1

(%)

가 약화4)되는 등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가

2012
~16 (2014) (2015) (2016)

둔화되어 왔다. 또한 과거 글로벌 생산기지 역

55.8

10.4

9.6

5.9

자료: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할을 하였던 중국의 자급률 상승5) 등으로 중간
재 수요가 감소한 것도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처럼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함에 따

<그림 3> 주요국 부동산 가격 지수1) 변화2)

라 과거 주된 제조업 해외투자처였던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5년 39%에서 2016년
9%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표 4>).

<표 4>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대상 국가별 비중
(%)

주: 1) 주거용 기준
2) 2010.4/4분기=100
자료: BIS, IMF 글로벌 주택가격지수

미국

61.6 26.4
(47.5) (20.4)

6.7
(5.2)

영국
6.6
(5.1)

중국
4.0
(3.1)

주: 1) 괄호안은 전체 금융·부동산업 투자 내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기타

2013

2014

2015

2016

미국

17.2

18.9

20.7

22.6

36.6

중국

39.4

16.9

11.3

9.6

9.4

홍콩

5.2

2.9

2.2

6.2

4.3

베트남

4.6

3.8

5.7

5.2

6.4

케이만군도

0.9

5.0

8.0

9.6

9.2

호주

1.4

8.7

5.6

2.8

2.4

(억달러, %)

싱가포르

1.7

1.8

3.5

4.7

3.2

계

일본

2.1

2.5

1.8

5.8

0.8

네덜란드

0.2

5.7

2.8

1.3

0.6

27.3

33.9

38.4

32.1

27.1

<표 3> 금융·부동산업 투자의 대상국별 현황1)(2016년)

케이만 룩셈
군도 부르크

2005

24.3 129.7
(18.7) (100.0)

기타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4) WTO(2017)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교역 성장에 대한 중간재 교역의 기여율은 2001~08년 52.0%에서 2009~14년중 50.2%로 낮아졌다.
5)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중국 제조업의 중간재 투입 자급률은 2004년 86.6%에서 2014년 92.4%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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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수평적 투자 확대

자는 2009~2012년 누적 기준 21억달러에서
2013~2016년 13억달러로 감소한 반면, 자

최근 해외직접투자 중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동차 부품업체의 수평적 투자는 같은 기간 17

수평적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 주류를

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그

이루었던 저임금 활용 목적의 수직적 투자 규

림 4>).

모를 상회하고 있다.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제
조업 부문 수평적 투자6)는 2003~2009년 누

<표 5> 제조업 목적 및 기업규모별 투자액1) 변화

적 기준 157억달러에서 2010~2016년 350
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제조업 해외직
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2%

(억달러)

현지시장
진출

기간

저임금
활용2)

1997~2009

19.5

13.7

11.1

2.1

2010~2013

27.0

50.9

42.8

6.3

2014

21.4

45.2

37.3

6.8

2015

19.7

48.9

37.7

9.6

2016

21.7

52.2

39.3

11.5

(대기업) (중소기업)

에서 59%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과거 저임금
활용이 주된 투자 목적이었던 對중국 투자에서
도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2003~2009
년 66억달러(38%)에서 2010~2016년 116
억달러(58%)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대기업뿐만

주: 1) 기간중 연평균
2) 수출 촉진 목적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 현지시장 진출 투자는 2014년

<그림 4>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 해외투자1)

45억달러에서 2016년 52억달러로 증가하였
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투자 규
모가 같은 기간 7억달러에서 11억달러로 늘어
난 데 주로 기인한다(<표 5>). 실례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가 해
외로 동반 진출하면서 생산분업체계가 모두 해
외로 이전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
라 자동차 완성품 제조업의 현지시장 진출 투

6) 제3국 진출 목적 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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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지시장 진출 목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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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지시장 진출 투자 확대는 최근

해외로 동반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
의 신규 시장 개척 필요성이 높아진 데 일부 기

<그림 5> 對 한국 및 전세계 반덤핑 건수1)

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
역구제조치가 늘어나면서 국가간 무역장벽
이 높아져 왔다. 실례로 전세계 반덤핑 건수는
2011년 279건에서 2016년 46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7) 특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건수가 2011년 15건에서 2016년 45건으로
급증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주: 1) 조사 개시 및 시행 기준
자료: WTO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5>). 이
러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기업

한편 저임금 활용 목적의 수직적 투자 비중

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이 감소한 것은 주요 직접투자 대상국 인건비

해외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현지매출을 확대함

가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실례로 우리나라

으로써 무역장벽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

기업의 누적 기준 최대 투자 대상국인 중국의

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임금은 2000년대 이후 약 4배 수준으로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 밀착 관

증가하였다. 또한 여타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

계가 중소 제조업체의 현지시장 진출을 촉진한

상국의 임금 상승률 역시 전세계 평균 임금상

측면도 있다. 상당수의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

승률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6>).

체는 타 기업과 수직적 하도급 관계에 있으며,
특정 대기업과의 납품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
다.8) 이에 따라 자동차 부문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시 상당수의 부품
공급업체가 원활한 납품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7) WTO 기준
8)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의 47%가 대기업 또는 타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관계에 있으며, 이중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 대기업수가 평균 1.5
개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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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및 주요 투자대상국 실질임금

주:1) 베트남,브라질,인도네시아,멕시코,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태국,
슬로바키아 등 9개국의 평균값
자료: 국제노동기구(ILO)

다. 신기술 확보 목적의 지분투자 증가

<그림 7> 신기술 확보 목적의 해외직접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최근 지분인수 투자 증가는 신성장 산업 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IT기업 매

2016~2017년 상반기중 신기술 확보를 위

입을 통해 선진 기술을 확보할 유인이 높아진

한 인수·합병(M&A) 등 지분인수 투자가 현

데 주로 기인한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인공지

지법인 설립 투자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

능,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산업에서 핵심 기술

였다. 2011~2015년중 누적 기준 75억달

을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

러였던 신기술 확보 목적의 해외직접투자는

략적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

2016년~2017년 상반기 112억달러로 급증

황이다. 실례로 인공지능산업에서의 글로벌

하였는데, 이중 지분인수 투자가 90%(100억

M&A 건수는 2013년 19건에서 2016년 78

달러)를 차지하였다(<그림 7>). 이처럼 신기술

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그림 8>). 특히 최근

확보 투자가 늘어난 것은 국내 대기업의 IT분

들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IT부문 거대

야 해외 유망업체 지분인수 투자가 확대된 데

기업의 적극적인 유망 기업 인수·합병이 늘어

주로 기인한다. 실례로 2017년 삼성전자는 스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

마트카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미국의 자동차용

로 신성장 산업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

전기·전자장치 제조업체를 인수하였으며, 네

으로 보인다.

이버는 인공지능분야 진출을 위해 일본 로봇
제조사를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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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공지능산업 글로벌 M&A 건수

국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은 저금리에 따른 투
자 수익률 저하에 대응하여 해외 부동산 투자
와 같은 대체투자를 확대하였다. 대체투자란
발전소, 터미널 등 인프라, 부동산, 벤처기업,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국민연금은 2014~2016년중 해외 부
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에서 연평균 14.1%
의 수익률9)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내 주식

자료: CB Insight

(0.7%), 채권(4.3%) 등 여타 자산의 투자 수
익률을 상회10)하는 수준이다(<표 6>). 국내 금
융기관이 주로 투자한 해외부동산펀드11) 역시

Ⅲ.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타 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2017)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는 목적, 형태 등에 따라 경제

펀드12)의 최근 3년간 누적 수익률(2017년 8

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월말 기준)은 19.1%로 주식형(11.4%) 및 채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이 우리 경제에 미치

권형(6.8%) 펀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는 영향을 긍정적·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

이러한 높은 투자 수익률로 인해 국내 금융기

펴보았다.

관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해외부동산 펀드 규모가 급증13)하였다(<그림

가. 긍정적 영향

9>).

금융·부동산업 관련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기관의 투자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9)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10) 국민연금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2012년 15조원에서 2016년 42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말 현재 해외 대체투자의 약 46%(19조원)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되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11) 해외부동산펀드는

해외 자산 매입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된다.
12) 사모

펀드 기준
13) 국내에 개설된 해외부동산 펀드 규모는 2012년 3.9조원에서 2016년 20.3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중
40% 수준에서 70% 내외로 증가하였다(자본시장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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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민연금의 투자자산별 수익률(2014~16)
(조원, %)
1)

국내

해외

투자잔액

수익률2)

주식

102

0.7

채권

279

4.3

대체

22

7.8

주식

86

8.6

채권

23

4.7

대체

42

14.1

기타

4

전체

558

4.8

주: 1) 2016년말 기준
2) 2014~2016년 연평균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그림 9> 국내 및 해외부동산 펀드1) 규모

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對신흥국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현대
자동차는 인도 공장 완공(2008년) 후 현지 판
매 및 제3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그림
10>), 브라질 공장 완공(2012년) 후에는 현지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다.14)

<표 7> 제조업 수평적 투자의 국가 및 지역별 비중
(%, %p)

2001~05 2006~10 2011~16
[A]
[B]

지역
북미

32.6

중국
유럽

증감
[B-A]

15.9

8.6

△24.0

48.4

37.6

33.7

△14.7

6.0

13.1

8.2

+2.2

아시아

9.7

28.4

32.2

+22.5

중남미

0.3

3.6

16.0

+15.7

기타

3.0

1.4

1.3

△1.7

전체

100.0

100.0

100.0

-

1)

주: 1) 중국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10>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판매 현황
주: 1) 국내에 개설된 펀드, 기말 잔액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또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수평적 해외직접
투자 증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
평적 투자의 국가 및 지역별 비중 변화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국 비중(<표 7>)이 크게 증가하였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14)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시장 점유율은 2012년 3.2%에서 2016년 11.5%로 상승하였다(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

62

한국은행

제3호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

아울러 현지시장 진출은 최근 심화된 글로벌

해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등 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도 활용되

분투자가 늘어난 점은 향후 급속한 시장 확대

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은 브라질, 인도네시

가 예상되는 신성장산업에서 국내 업체의 글로

아와 같은 신흥시장에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함

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으로써 글로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심화에 따

제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주요 신성장산

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실제로 2017년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

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그림 11>). 이를 감

한 무역구제조치를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

안할 때 국내 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

15)

및 화학부문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유한 해외업체를 인수할 경우 자체 연구개발

2010년 이후 이들 부문에서 수평적 해외직접

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8>).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지분투자는 그 이점

국가별로도 신흥시장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증

이 있다. 또한 최근 사례를 보면 국내 전자제

16)

가 하였는데, 특히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품 제조업체가 음향 관련 전장업체를 인수하거

이에 대응하여 2010~2016년중 브라질(12억

나, 인터넷 포털 업체가 로봇 제조업체를 인수

달러), 인도네시아(7억달러), 인도(6억달러)

하는 등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간 기술융합 수단

등을 중심으로 수평적 투자를 확대하였다.

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표 8> 업종별 제조업 수평적 투자 규모1)

<그림 11> 주요 신성장산업의 미국과의 기술 격차
(억달러)

업종

2003~09

2010~16

증감

철강·금속

14.6

45.4

+30.8

자동차

40.7

71.4

+30.7

화학

13.2

43.3

+30.1

전자

31.3

50.2

+18.9

기계

4.6

21.0

+16.4

기 타2)

52.2

118.5

+66.3

계

156.7

349.8

+193.1

주: 1) 기간중 누적 투자액
2) 기타 운송장비, 고무제품, 전기장비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15) 2017.12월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총 193건을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87건, 화학부문이 58건으로 전체 규제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16) 국가별

무역구제조치를 보면 미국(31건) 외에 인도(31건), 중국(15건), 브라질(11건) 등 신흥시장국의 조치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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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 영향

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투자기관의 재무구
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업종, 목적 및 형
태 변화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에

<그림 12> 외국인의 국내 간접투자 자산 규모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산가격 변동에 민감한 금융·부동산
업 관련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난 점은 향후 글
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시 금
융불안의 추가적 파급경로로 작용할 소지가 있
다. 실제로 2000년대말 금융위기 당시 국내

주: 1) 국제투자대조표(IIP) 증권투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식, 채권 등 간접투자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자금이 급속히 이탈(<그림 12>)하면서 글로벌

아울러 최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직접

금융불안이 국내로 파급된 바 있다. 그러나 최

투자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로까

근과 같이 금융·부동산업 관련 해외직접투자

지 확대된 점은 국내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인

가 증가할 경우 내국인의 해외 보유 투자자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

이 대외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글로벌 금융불안

면 대기업 중심의 현지시장 진출은 저임금 활

을 국내로 전이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용을 위한 수직적 투자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수 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주

부정적인 영향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17) 그

식, 채권 등에 비해 신속한 처분이 어려워 가

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와 같이 최종재와

격 하락시 손실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

중간재 생산체계가 모두 해외로 이전되는 경

한 측면에서 앞으로 금융·부동산업 관련 해외

우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국내 고용 및 투자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향후 자산

를 구축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상장된 자동차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익이 감소하거나 평

부품업체 중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53개

17) 이은석

외(2012), 홍장표(2012), 황선웅(2017) 등은 저임금 활용 목적의 수직적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는 데 반해 시장확대를 위한 수
평적 해외투자는 국내 고용 및 투자를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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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해외직접투

반면 수출대체효과는 해외 법인의 현지매출이

자는 국내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표 9>).

는 것을 지칭한다. 과거 해외직접투자는 對현
지법인 수출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
1) 2)

<표 9> 자동차 부품업 고용 및 투자의 회귀계수

늘어나면서 수출대체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것

계수값3)
업종
고용 증가율

투자 증가율

상수항

0.084**

0.194**

매출액 증가율

0.066

0.304**

부채비율

발하였으나, 최근 들어 현지법인 매출이 크게

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對현
지법인 수출/해외직접투자 잔액’으로 측정된
수출유발효과가 2011년 173%에서 2016년
117%로 크게 하락하였다19)(<그림 13>). 또한

-0.020**

0.004

0.001

0.001

의한 양(+)의 값을 가졌던 해외직접투자의 계

해외투자 더미

-0.051**

-0.132**

수값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축소되었으며 유

Adjusted R2

0.06

0.03

영업이익률

주: 1) 이은석 외(2012)를 기초로 Pooled-OLS 모형 설정
2)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53개를 대상으로 분석
3)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수출 결정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과거 유

의성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그림 13> 현지법인 매출액1)과 직접투자 수출유발효과2)

한편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현지
법인의 매출 확대는 수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해외직접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수출유발효
과와 수출대체효과로 구분된다. 수출유발효과
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
하면서 전체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주: 1)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현지법인 기준
2) 對현지법인 수출액/직접투자 잔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18)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참고 2> 참조
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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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출에 대한 변수별 회귀계수1) 2) 변화
계수값6)

과거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제조업을 중심

변수
1998~2005
3)

Ⅳ. 종합평가

2006~2016

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금융·

해외직접투자

1.06**

0.27

부동산업 관련 투자, 시장 확대 목적의 수평적

실질 GDP4)

1.84**

2.05**

투자, 해외 유망기업 보유 신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수입물량지수

1.83**

0.98**

지분인수 투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

원/달러 환율4)

-0.11

-0.25

교역조건

-0.38

-0.08

이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화는 국
내 투자기관의 수익률 제고, 제조업체의 신흥

더미변수1 5)
더미변수2

5)

Adjsuted R2

0.28**

국 진출 확대 및 신성장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

-

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

-

8.53

났다. 다만 이와 함께 금융불안과 같은 대외충

0.79

0.87

격의 국내 파급경로 확대, 국내 고용·투자·

주: 1) 박동준, 김현태, 최영준(2012)을 기초로 모형 설정
2) 2006년 이후 제조업 비중 감소를 반영하여 기간을 구분.
4분기 증가율/ 차분변수를 이용
3) 국제투자대조표(IIP)상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4) 전기값을 이용
5) 더미변수1: 외환위기 기간(1998.1/4~4/4)
더미변수2: 금융위기 기간(2008.4/4~2009.2/4)
6) **는 5%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수출에 대한 구축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일부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타난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앞으
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200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과 제조업 해외직

1)

<그림 14> 제조업 해외투자 및 제조업 생산/GDP

접투자 비중이 동반 감소하였는데,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
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실
제로 2016년 OECD 국가들의 對한국 직접투
자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의 61%를 차
지한 가운데 제조업은 38%에 불과하다. 아울
러 향후 신흥국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

주: 1) 해당국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기준
자료: OECD Stat,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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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신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 제조업체 스스로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판로 다양화를

한편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및 경제적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및 판로

영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 방안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일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금융·부동

방적 납품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갖는 리스

산업 관련 투자는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
기관 및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체계의 동반 현지시장 진
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
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법령20)에 따라 국
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요건에
수도권 과밀 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
로 한 제한적 요소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21) 이에 따라 지
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 중 국
내 복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인 인
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22)
20) 우리나라는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투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실시하
고 있다.
21) 현행 국내 복귀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복귀는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2) 국내복귀 후 1년간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720만원, 중견기업은 360만원 한도로 각각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10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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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최근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동향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도착 기준)는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를 하회하고 있다(<그림 15>). 2000년대 연평균 70억달러 내외였던 외국인의 국내직접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최근에는 연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2016년에는 106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6% 감소하
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53억달러를 기록하였다(<표 11>).
<그림 15> 내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표 11> 외국인 연평균 국내직접투자
(억달러, %)

기간
2001~05년

66

8.7

2006~10년

75

-10.2

2011~13년

91

25.1

2014년

122

22.9

2015년

165

36.2

2016년

106

-35.9

2017년 상반기

53

주: 1) 기간중 연평균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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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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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가
운데 최근 들어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16>). 실제로 서비스업 투자는
2013년 55억달러(56%)에서 2016년 77억달러(73%)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같은 기
간 43억달러(44%)에서 27억달러(26%)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국가의 국내
직접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4년 이후에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
가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그림 17>).

<그림 16> 주요 업종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7> 주요 국가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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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자동차 부품업체의 고용 및 투자에 관한 실증분석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투자 경
험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거시 자료를 이용할 경우 개별 기업의 매출액, 부채비율 등 경영성과를 통제하기 어렵고
연간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유효성 있는 분석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의 실증분석에서
는 개별 업체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고용 및 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Pooled-OLS 분석
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 그룹과 실시하지 않은 그룹간의
성향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DID(Difference-in-Difference) 추정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 많으나(홍장표(2012) 등), 금번 실증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을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
는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분석 방법을 단순화하고 투자 시점 이후 고용 및 투자 변화 분
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분석은 국내에 상장된 91개 자동차 부품업체 중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고 금융감
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투자 개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5~2016년(12개년)으로, 관측치는 총 636개이며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제표 등 경영공시정보를 각각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이은석 외(201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용 및 투자 행태식을 추정하였다.

: 고용인원 증가율 또는 유형자산 증가율(업체의 변수)
: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 해외직접투자 더미변수(투자 개시연도부터 1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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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기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및 임금 증가가 생산성에 주로 의
존하고 생산성 향상은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
으로 총생산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시적 기업레벨에서는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미시적 기업자료인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생산성 분포상 상위기업을 선도그룹(선도기업)으로 여타기업을 후행그룹(후
행기업)으로 나누어,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와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
화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선도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의 생
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으로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된 데다 신규
기업 진입 및 한계기업 퇴출 약화 등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데 기인한다.
이러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총생산성 둔화 및 임금격차 증대와 관련된 것으
로 나타났다. 총생산성과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서비스업에서 총
생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총생산성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도기업의 기술우위보다 비효율적 자
원재배분 등에 따른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함을 시사한다. 한편 임금격
차와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임금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GVC 참여도 증대는 이러한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ICT부문 여부는 이
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간 기술전파와 효율적 자원재배분을 촉진하여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요소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
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74

한국은행

제4호 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Ⅰ. 검토배경

도 생산성 분포상 상위그룹(선도기업)의 생산
성은 혁신(innovation) 등으로 빠르게 개선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기조적으로 성

되었지만 하위그룹(후행기업)에서는 기술전파

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

둔화(slowdown in technology diffusion)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등으로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두 그룹간 생산성

보면, GDP 성장률은 2001~07년중 연평균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et

4.9%에서 2012~17년중 2.9%로 하락하였

al. 2015·2016, Haldane 2017 등).

으며, 가계소득의 하위 10% 대비 상위 10%

만일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선도기업

의 배율은 2001~05년중 연평균 4.1배에서

의 기술우위보다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에 주

2012~16년중 4.7배로 상승하였다1).

로 기인한다면 총생산성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임금 증가가 생산성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의 임금소득이 가

에 주로 의존하고 생산성 향상은 기업단위에

계가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성에 크게 의존하는

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세 둔화 및

점을 감안하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임

임금격차 증대 현상은 거시적으로 총생산성

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시적 기업레벨에서는 생

있다.

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Andrews et al.

다. 실제로 경제전체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2015·2016)을 따라 우리나라 미시적 기업

잠재성장률은 2001~05년중 연평균 5.0%에

자료인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서 2011~15년중 3.4%로 1.6%p 낮아졌는

여 생산성 분포상 상위기업을 선도그룹(선도기

데, 동 하락폭의 2/3 정도가 총요소생산성 증

업, frontier firms)으로 여타기업을 후행그

2)

가율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도

룹(후행기업, laggards)으로 나누어 두 그룹

완·이은경·한진현 2017). 개별기업 차원에

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고 변화의 원

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선도·후행기업간

간 다요소생산성의 격차가 생산성 기준 상위기

생산성 격차의 변화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업을 중심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창근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2017).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될

1) 가계동향조사에서 2인이상 도시가계의 시장소득(명목) 10분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1~05년중 연평균 1.9%에서 2011~15년중 0.9%로 1.0%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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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를 정의하고 이로부터 기업레벨의 생

Ⅱ. 기업레벨의 생산성 및 임금지표 구축

산성 및 임금 지표를 구축하였다.
Ⅲ장에서는 생산성 분포상 상위기업을 선

본고는 기업레벨의 생산성 및 임금 분석을

도그룹으로 여타기업을 후행그룹으로 정의한

위해 외감기업의 재무자료에 기초한 KIS-

후,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추이와 변

valu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이

화 배경을 살펴보았다. 생산성 격차의 확대 원

용가능성을 감안하여 2000~16년중 제조업,

인과 관련해서는 선도기업의 기술우위를 초래

서비스업, 전기가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분

하는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의 역할과 함께 후

석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 측정이

행기업의 생산성 정체와 관련된 자원재배분의

어려운 금융업, 부동산임대업 및 공공부문을

비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제외하였다. 생산성 분석은 제조업과 서비스

Ⅳ장에서는 선도·후행그룹간 생산성 격차

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임금 분석은 이

확대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와 어떤 관계를

용가능한 자료수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총생산성과의 관계를

여 전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1〉).

보면,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선도기업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것은

의 기술우위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 총생산성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부진이

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후행기업의 생

더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서비스

산성 정체에 주로 기인할 경우에는 총생산성

업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점, 글로벌

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금격차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Andrews et

의 관계를 보면,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 확대

al. 2016)에서도 우리나라 자료로 KIS-

는 임금격차의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value가 사용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 다만

상되지만 그 정도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경

KIS-value 데이터베이스가 상대적으로 규모

제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 큰 기업을 많이 포함하고 파산기업은 제외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는 한편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함으

하는 등의 표본편의가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
요가 있다3).

로써 총생산성을 제고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
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3)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외감기업의 생산성이 외감기업에 비해 더 떨어진다면, 비외감기업을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더 낮게 나타
나므로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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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IS-value 자료 중 분석대상 기업수1)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
건설업

총 기업수

25,813

11,637

7,468

6,708

(생산성)

17,130

9,556

5,000

2,574

(임 금)

5,380

3,734

767

879

주: 1) 2015년 기준

성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부가가치
에서 생산요소의 기여를 차감한 잔차로 시산
하였다. 이러한 다요소생산성은 추정에 기반
한 Wooldridge 다요소생산성(MFP-W)과
더불어 노동소득분배율을 적용한 Solow 다요
소생산성(MFP-S)을 도출하였다. MFP-W

본고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는 Gal(2013),

는 Wooldridge(2009) 방법론을 따라 원재료

Andrews et al.(2016) 등을 따라 다음과 같

비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중분류별로 추

이 정의하였다. 우선 개별기업의 부가가치는

정된 생산요소 계수를 적용하여 시산하였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명목 부가가

MFP-S는 기업경영분석의 산업중분류별 연평

치를 구한 후 이를 산업중분류 수준(2-digit

균 노동소득분배율을 적용하여 시산하였다. 추

level)의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 부

정된 개별기업의 생산성 분포 및 지표간 상관관

가가치를 산출하였다. 개별기업 자본스톡은

계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그러나 이와 같이 산출된 생산성 지표는 다

을 원용하여 전기 자본스톡에 금기의 투자를

음과 같은 제약점을 지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

더하고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값으로 도출하였

다. 먼저 자료제약으로 인해 개별기업 가격이

다. 이 때 실질투자는 유형자산 증감액과 감가

아닌 산업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부가

상각액의 합으로 정의되는 명목투자를 산업중

가치를 도출함에 따라 측정된 생산성이 기업의

분류 수준의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로 나

시장지배력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

누어 산출하였다.

동투입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수가 사

이러한 변수에 기초하여 기업레벨의 생

용됨에 따라 측정된 생산성이 노동 활용정도의

산성은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변화를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LP)과 함께 다요소생산성(multi-factor

으로 자본투입의 경우 자본서비스가 아닌 자본

productivity, MFP)을 산출하였다. 노동

스톡이 사용됨에 따라 측정된 생산성이 생산시

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 창출정

설의 가동률 변화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 부가가치를 근로

한편 개별기업의 평균 명목임금은 사무직

자수로 나누어 시산하였다. 한편 다요소생산

근로자의 임금인 인건비와 생산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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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 노무비를 합산한 후 근로자수로 나누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

산출하였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Andrew et al. 2015, Bartelman et al.

실질임금을 도출하였다4).

2008)에서는 혁신, 기술 전파 등에 의한 생산
성 향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기업을 글
로벌 선도기업, 국내 선도기업 및 후행기업

Ⅲ.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 및 배경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 선도기업 모두 후행기업의

1. 선도 · 후행기업의 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선도기업보다 국내 선도기업의

본고에서는 기업그룹간 생산성 격차의 확

생산성이 후행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개별기업을 선도그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과 자료제약 등을 감

룹(선도기업)과 후행그룹(후행기업)으로 구

안하여, 본고에서는 국내 선도기업과 후행기

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매년 산업중분류 수준

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digit level)의 업종별로 생산성 기준 상위

이와 같이 정의된 선도·후행그룹의 기본 특

5% 기업들을 선도그룹으로 여타 기업들을 후

성을 살펴보면, 선도기업이 후행기업에 비해

행그룹으로 분류하고, 선도 및 후행그룹의 로

생산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규모와 평균임

그생산성은 각 그룹내 개별기업 로그생산성의

금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선행연

2015년을 기준으로 선도기업은 후행기업에

구인 Andrews et al.(2016) 등에서 선도·

비해 생산성이 9~11배 정도 높은 가운데, 매

후행기업을 상위 5% 기업들과 여타 기업들로

출액 규모는 6~27배 고용규모는 3~12배 정

구분한 점, KIS-value상의 기업 생산성을

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도기업의

20분위로 나누어 보면 최상위 5%에 해당하는

임금도 후행기업 대비 2~4배 정도 높은 것으

20분위의 생산성이 여타 분위에 비해 현저하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임금배율은 생산성이

게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

나 규모의 배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다.

수준이다.

4) 인건비와 노무비 모두 급여 등 직접적 보상과 함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간접적 보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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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도 및 후행기업의 기본 특성1)

면 후행기업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도기업의

<다요소생산성 기준>
선도기업(A) 후행기업(B)
생 산 성2)
매 출 액3)
근로자수
명목임금4)

113.4
19.3
1709.3
16.4

10.0
0.7
138.4
6.8

A/B
11.3
27.3
12.3
2.4

생산성도 개선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 선도·후행기업의 다요소생산성 추이1)2)
(제조업)

<노동생산성 기준>
선도기업(A) 후행기업(B)
2)

생산성
매 출 액3)
근로자수
명목임금4)

70.1
7.0
448.2
24.3

7.8
1.1
178.8
6.6

A/B
9.0
6.4
2.5
3.7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그룹별 특성은 그룹내 개별기업의 단순평균으로 시산(2015년 기준)
2) 천만원
3) 천억원
4) 천만원

2.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

(서비스업)

다요소생산성(MFP-W)을 기준으로 2000
~15년중 그룹별 생산성 추이를 보면, 선도기
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
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선
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5)(〈그림 1〉).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
해 서비스업에서 후행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두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를 기준으로 선도·후행그룹 분류
2) 연도별 로그 생산성의 2000년 대비 차분

드러지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되
었다. 제조업의 경우 2000~15년중 선도기업

노동생산성(LP) 기준으로도 후행기업의 생

의 다요소생산성이 연평균 5.4% 증가하고 후

산성이 선도기업에 비해 더디게 개선되면서 선

행기업도 3.7%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선도기업의 생산성이 연평균 5.1% 증가한 반

〈그림 2〉).

5) 선도·후행그룹을 생산성 기준 상위 10%로 나누거나, 각 그룹별 생산성을 그룹내 평균 대신 중앙값으로 계산하거나, MFP-W 대신 MFP-S를 사용하
는 경우에도 결과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에 대한 강건성 점검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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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도·후행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1)2)

업의 생산성이 연평균 8.6% 증가한 반면 후행

(제조업)

기업은 3.9% 증가하는데 그쳐 두 그룹간 격차
가 더 빠르게 증대되었다6).

3.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
일반적으로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서비스업)

의 확대는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되거나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는 경우에 발생한
다. 첫째, 글로벌화, 디지털화 진전 등에 따른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메커니즘으로
선도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점유 우위가 강화될
경우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Brynjolfsson·McAfee 2011).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LP를 기준으로 선도·후행그룹 분류
2) 연도별 로그 생산성의 2000년 대비 차분

둘째, 기술전파(technology diffusion) 둔화
와 신규기업 진입 및 한계기업 퇴출 약화 등에
따른 자원재배분(reallocation)의 비효율성

산업별로 보면 다요소생산성(MFP-W)의

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는 경우에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OECD 2015).

서 생산성 갭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제

이하에서는 미시적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

조업의 경우 2000~16년중 선도기업의 노동

지 요인의 실증적 증거를 분석하였다.

생산성이 연평균 6.7% 증가하고 후행기업도
3.8%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는 선도기

6) 이창근(2017)은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의 생산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는 주로
50분위/10분위간 격차에서 나타나고 다요소생산성 격차 확대는 주로 90분위/50분위간 격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로 최상위 분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두 생산성 지표 모두 99분위/90분위간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데이터, 추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나, 상위기업의 생산성이 하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향상되는 점은 본고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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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도기업의 기술우위 강화

먼저 글로벌화가 해외 선진기술 도입 촉진
등을 통해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
대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 업종별로 글로벌

〈그림 3〉 업종별 GVC 참여도와 생산성 격차와의
관계1)2)
(제조업)

가치사슬(GVC) 참여도가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
다7). 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글로
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선도·
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3〉).
다음으로 디지털화가 승자독식(winner

(서비스업)

takes all) 등을 통해 선도기업의 기술우위를
강화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ICT부문에 비
해 ICT부문에서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
차의 확대가 더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선도그룹
내에서도 최상위기업의 생산성 우위가 더 뚜렷
한지 분석하였다8). 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
스업 모두 비ICT부문보다 ICT부문에서 후행
기업 대비 선도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를 기준으로 선도·후행그룹 분류
2)업종별로 2000~14년중 GVC 참여도와 로그 MFP-W 격차의 연평균을
이용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 크게 확
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또한 선도그
룹 내에서도 상위 5% 기업 대비 최상위 1% 기
업의 생산성 우위가 비ICT부문보다 ICT부문
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7)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Koopman et al.(2014)을 따라 업종별로 총수출 중 해외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후방참여도)과 총수출 중 외국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국내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전방참여도)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8) 제조업의 ICT부문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의 ICT부문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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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CT·비ICT 부문별 선도·후행기업의
생산성 증감1)2)

〈그림 5〉 ICT·비ICT 부문별 상위1%·상위5%기업의
생산성 증감1)2)

(제조업)

(제조업)

0.01

(서비스업)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를 기준으로 선도·후행그룹 분류
2) 2000~15년중 로그 MFP-W 증감 기준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상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GVC 참여

(서비스업)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를 기준으로 상위1%·상위5% 분류
2) 2000~15년중 로그 MFP-W 증감 기준

<표 3>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가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미치는 영향1)2)3)

도 및 ICT부문 더미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여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업종별 연평균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GVC 참여도 확대는 제조업과 서
비스업 모두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 더미변수는 제조업에서만 생
산성 격차를 유의하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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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참여도

ICT부문 여부

제조업

서비스업

2.290***

4.573**

(0.008)

(0.017)

+

0.183

0.267

(0.110)

(0.643)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를 기준으로 선도·후행그룹 분류
2) 업종별로 2000~14년중 생산성 격차와 GVC 참여도의 연평균을 이용
3) ( )내는 p-value, ***는 1%, **는 5%, *는 10%, +는 1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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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 심화

〈그림 6〉 후행기업 생산성의 프런티어로의 수렴속도1)
(제조업)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는 개별 후행기업
의 생산성이 선도그룹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둔
화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를 위해 2000~15년 기간을 대상으로 개별 후
행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프런티어 생산성과
의 갭 등에 의존하는 슘페터식 기술수렴 모형
(Aghion·Howitt 1998)을 추정하였다. 분

(서비스업)

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프런티어
에서 멀수록 후행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행기업 생산
성이 프런티어에 수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후행기업 생산성이 프런티어로 수렴하
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9)(〈그림 6〉).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후행
기업이 프런티어와의 갭의 절반을 따라잡는데
소요되는 기간(half life)을 시산해보면, 제조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실선은 후행기업 MFP-W의 프런티어로의 수렴속도 추정치(δ2 + δ3j),
점선은 95% 신뢰구간

업은 2000~04년중 1.6년에서 2011~15년
중 2.1년으로, 서비스업은 2.4년에서 3.1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별 후행기업을

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age)을 기준으로 네 부문으로 나누어 부

이와 같은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는 기존

문별로 상대적인 생산성 추이 및 기업수 비

후행기업의 신규기술 도입 유인이 약화됨과 더

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업력이

불어 신규기업 진입·한계기업 퇴출 등을 통

0~5년인 경우 청년기업으로, 6~10년은 중년

한 후행기업내 자원재배분의 효율성이 저하

기업으로, 업력이 10년 이상이고 2년 연속 영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보다

업이익이 적자일 경우 한계 장년기업으로 구분

9) 자세한 추정결과는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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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나머지 기업은 여타 장년기업으로 분

우에도 상대적 생산성과 기업수 비중이 대체로

류하였다. 분석 결과, 후행그룹의 경우 청년·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그 정도는 후행그룹에

중년기업은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최근

비해 완만하였으며, 최근에는 청년·중년기업

에는 여타 장년기업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한계

의 비중이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

장년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

타났다(〈그림 8〉). 이와 같이 후행그룹 내에서

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수의 비중을 보면 생

신규기업의 진입 및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이

산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최근 진입기업(청년·

약화되고 기존기업의 기술향상도 부진한 것은

중년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생산성이

제도 및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의 역동성

저조한 한계 장년기업의 비중은 증가세를 지속

(dynamism)과 경쟁압력(contestibility)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선도그룹의 경

저하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후행그룹의

기업업력별 상대적 생산성 및
기업수 비중

〈그림 8〉 선도그룹의 기업업력별 상대적 생산성 및
기업수 비중

(상대적 생산성)1)

(상대적 생산성)1)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청년 기업

중년 기업

한계 장년기업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그룹별 로그 MFP-W의 여타 장년기업 수준과의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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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그룹별 로그 MFP-W의 여타 장년기업 수준과의 차분
2) 선도그룹의 한계 장년기업은 기업수가 매우 작아 높은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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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그룹으로의 기술전파와 자원재배분의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효율성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여

이는 규제개혁 미흡이 시장의 경쟁압력 저하,

기에서는 업종별 자료가 이용가능한 상품시

신규기술 도입 유인 약화 등을 통해 선도·후

장 규제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행그룹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을 이용하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0).

여 우리나라의 업종별 상품시장 규제개혁 속도
와 생산성 격차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2003~13년중 상품시장의 규제 추이를
보면, 운송 및 통신 서비스업 등의 규제는 빠

Ⅳ. 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와의 관계

르게 완화된 반면, 사업서비스, 전기·가스업
등의 규제 개선은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그

1. 총생산성과의 관계

림 9〉). 이와 같이 상이한 규제개혁 속도에 따
른 생산성 격차의 변화를 보면, 상품시장 규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도·후행기업간

개혁이 미흡했던 사업서비스, 전기가스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의 근저에는 선도기업의 기술

의 생산성 격차는 확대된 반면 규제개선이 빠

우위 강화와 함께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 심

르게 진전된 운송, 통신업 등의 생산성 격차는

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9〉 우리나라 업종별 상품시장 규제지수 추이1)

〈그림 10〉 우리나라

업종별 규제지수 및 다요소생산성
격차 변화1)

자료: OECD
주: 1) 반경쟁적 규제 정도를 지수(0~6)화한 OECD PMR 지수로 수치가 높을
수록 규제가 강함을 의미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OECD
주: 1) 2003~13년중 연평균 변화율

10)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상품시장 규제가 완화될수록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Andrews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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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총생산성과의 관계

따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총생산성의 상관관

는 두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별로는

있다. 생산성 격차 확대가 글로벌화, 디지털화

제조업은 약한 양(+)의 관계를 서비스업은 약

등 승자독식 메커니즘에 따른 선도기업의 기술

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위 강화에 주로 기인할 경우 총생산성의 증

다음으로 두 변수간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

가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후행기업으로의 기

해 업종별 총생산성이 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

술전파 둔화 및 자원재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

에 의존하고 업종·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총생산성의 감소요

패널모형을 추정하였다(<표 4>). 이때 설명변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자의

수인 업종별 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선도·후행

경우에도 일부 기업의 과도한 시장점유로 인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로그차분을, 종속변수

시장 경쟁이 저하될 경우에는 총생산성에 부정

인 업종별 총생산성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업

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별 총생산성의 로그차분을 사용하였다.

먼저 업종별로 2000~15년중 선도·후행
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총생산성간의 관계를 산
포도를 통해 살펴보았다(<그림 11>). 전기간

단,

: 총생산성,

을 대상으로 보면, 선도기업의 기술우위 강화
와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가 대체로 상쇄됨에

: 기업간 생산성 격차,
: 업종 고정효과,

: 연도 고정효과

<그림 11> 업종별 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총생산성간의 관계1)2)
(제조업)

자료: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한국생산성본부
주: 1)업종별 MFP-W 기준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변화 및 업종별 총생산성(한국생산성본부) 증가 기준
2)2000~15년중 연도별 로그증감 변수에서 업종·연도 고정효과를 차감한 잔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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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총생산성에 미치는 영향1)2)
<2000~08년>

생산성 격차

<2009~14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0.002

0.020**

-0.006

-0.015**

-0.010

-0.012+
(0.110)

(0.705)

(0.018)

(0.268)

(0.030)

(0.443)

연도별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별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한국생산성본부
주: 1) 업종별 MFP-W 기준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변화 및 업종별 총생산성(한국생산성본부) 증가 기준
2) ( )내는 p-value, ***는 1%, **는 5%, *는 10%, +는 11% 수준에서 유의

실증분석 결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2. 임금격차와의 관계

총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 및 시기별로 상
이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성 격차 확대가

임금 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글로벌

총생산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화, 기술진보 등 외부적 요인이 학력, 숙련도

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기간에 걸

등 개인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 근로자간 임

쳐 생산성 격차 확대가 총생산성의 둔화요인으

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고용주 특성의 차이에 따른 기업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간 임금격차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미국 등

업의 생산성 격차 확대가 선도기업의 기술우위

주요국의 기업-근로자 매칭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후행기업으로의 기술전파 둔화 및 비효율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확대가 기업내 임금격차

적 자원재배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최근에

의 변화보다 기업간 임금격차의 확대에 주로 기

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하는 점을 발견하였다(Song et al. 2015,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업간 생산

Barth et al. 2016). 또한 고용주 특성의 하

성 격차 확대가 총생산성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나인 기업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간 생산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전

성 격차의 확대가 기업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

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에

을 분석하였다(Berlingieri et al. 2017).

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이러한 배경에서 앞서 살펴본 선도·후행그

생산성 격차 확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

룹간 생산성 격차가 두 그룹간 임금격차와 어

으나, 최근에는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의 영

떤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제조업과 서

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생산성 분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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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임금 분석의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의 수

결과,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는 뚜

가 크게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산업을

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났다. 생산성 지표별로는 다요소생산성에 비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임금격차를 생산성 분
포상 상위·하위기업간 임금의 차이로 정의하

해 노동생산성 격차가 임금격차와 더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였는데, 이는 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업분위별

다음으로 두 변수간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임금의 차이로 정의되는 통상적인 임금격차와

위해 업종별 임금격차가 기업간 생산성 격차,

는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KIS-value 자료

GVC 참여도, ICT 더미변수 등에 의존하는 패

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주로 포함하

널모형을 추정하였다(<표 5>).

여 전체적인 기업임금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앞선 생산성 분석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
여 생산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선도·후행그룹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두 그룹간 임금 격차
의 증대로 이어지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업종별로 2000~15년중 선도·후행
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 간의 관계를
산포도를 통해 살펴보았다(<그림 12>). 분석

단,

: 기업간 임금격차,
: 기업간 생산성 격차,
: 여타 통제변수(GVC 참여도, ICT
부문 더미변수 등),
: 업종 고정효과, : 연도 고정효과

<그림 12> 업종별 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의 관계1)
(노동생산성 기준)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 기준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 격차
2) 2000~15년중 연도별 로그변수에서 업종·연도 고정효과를 차감한 잔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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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1)2)
<노동생산성 기준>

생산성 격차

<다요소생산성 기준>

(1)

(2)

(3)

(4)

(5)

(6)

0.797***

1.033***

0.781***

0.261**

0.152

0.269**

(0.000)

(0.000)

(0.000)

(0.045)

(0.503)

(0.044)

GVC 참여도

생산성 격차*GVC 참여도

0.092

-1.356

(0.970)

(0.416)

-1.377*

0.190

(0.100)

(0.689)

ICT부문

생산성 격차*ICT부문

-1.198

0.815

(0.163)

(0.162)

1.011**

-0.349

(0.037)

(0.213)

연도별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별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자료: KIS-value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 기준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 격차
2) ( )내는 p-value, ***는 1%, **는 5%, *는 10%, +는 12% 수준에서 유의

추정 결과,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커질수록

성 격차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

임금격차도 유의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ICT부문 여부는 생산

되었다. 생산성 지표별로 보면, 다요소생산성

성 격차의 임금격차에 대한 영향을 확대시키

격차에 비해 노동생산성 격차가 임금 격차에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VC 참여도가 높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질 때 생산성 격차의 임금격차에 대한 영향

사업체간 임금격차에 대해 노동생산성의 설

이 약화되는 것은, GVC에 참여하는 선도기업

명력이 다요소생산성보다 더 높다는 이창근

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지만 해외 고기술

(2017)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

인력의 활용도 증대 등으로 국내임금의 상승으

또한 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간의 관계는 글

로 이어지는 정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로벌화, 디지털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격차

이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를 기준으로 보면, GVC 참여도 증가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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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총생산성 증가요인으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조적

로 작용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인 총생산성 둔화와 임금 불평등 심화의 근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에 미시적 개별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격차 확대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도기업의 기술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우위보다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

주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KIS-value 데

함을 시사한다. 한편 임금격차와의 관계를 보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도·후행기업간 생

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임금격차를 증

산성 격차 추이와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

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VC 참여도 증

한 변화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해 지니

대는 이러한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ICT

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부문 여부는 이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를 보면,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기술전파와 효율적 자

2000년대 이후 선도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원재배분을 촉진하여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더디게 개선되면서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후행기업의 생산

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

성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 큰

단된다.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먼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

등으로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된 데다 신

응하여 기존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모델 창출

규기업 진입 및 부실기업 퇴출 약화, 기존기업

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 및 노동

의 기술향상 부진 등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정체된 데 기인한다.

업의 경우 신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

이러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총생산

로 경쟁제한적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성 및 임금격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는 것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

으로 나타났다. 총생산성과의 관계를 보면, 기

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용량 개인정보

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서비스업에서 총생

의 산업적 활용과 신기술 테스트·상용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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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무엇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학·연간, 선도·후행기업간 유기적 협력
을 통해 혁신과 기술전파를 장려하는 기업생태
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
책의 경우 보호위주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 및 구조전환 촉진, 네트워크화 및 핵심기
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
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불안, 사업실패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직무교육, 재취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
으로써 정책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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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별기업의 생산성 분포 및 생산성 지표간 상관관계
개별기업의 생산성 추정 결과, 세 지표 모두 생산성 분포(로그생산성 잔차기준)가 0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al(2013) 등에
제시된 주요국의 기업 생산성 분포와 대체로 유사하다.
개별기업의 생산성 분포1)
<로그 수준>

<로그 증감>

주:1) 전산업 대상 2000~15년중 업종 및 연도 고정효과를 차감한 잔차 기준
자료: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또한 세 지표 간 상관관계도 0.6~0.9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산성 지표간 상관관계1)
(로그 수준)

LP

MFP-W

LP

1.00

MFP-W

0.77

1.00

MFP-S

0.79

0.64

MFP-S

1.00

주:1) 전산업 대상 2000~15년중 업종 및 연도 고정효과를 차감한 잔차 기준
자료: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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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증감)

LP

MFP-W

LP

1.00

MFP-W

0.94

1.00

MFP-S

0.91

0.92

MFP-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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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업간 생산성 격차 추이에 대한 강건성 점검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선도·후행기업을 다르게 정의하거나, Solow 다요소
생산성(MFP-S)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강건성 점검을 실시하였다.

■ 선도·후행그룹을 생산성 기준 상위 5%·하위 95% 대신 상위 10%·하위 90% 기
업으로 식별하는 경우
■ 그룹별 생산성을 개별기업 로그생산성의 평균 대신 중앙값으로 정의하는 경우
■ Wooldrige 다요소생산성(MFP-W) 대신 Solow 다요소생산성(MFP-S)을 사용
하는 경우
 선도·후행그룹을 다요소생산성 기준 상위 10%·하위 90% 기업으로 식별하는 경우
에도,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
해 서비스업에서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후행기업의 다요소생산성 추이: 상위 10%·하위 90% 기준1)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를 기준으로 상위 10%·하위 90%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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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개별기업 생산성의 중앙값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도, 두 그
 선도·후행그룹의
룹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서비스업
에 비해 생산성 격차가 더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후행기업의 다요소생산성 추이: 중앙값 정의1)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W를 기준으로 상위 5%·하위 95% 분류


생산성을 Solow 다요소생산성(MFP-S)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경우
 선도·후행기업
에도,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후행그
룹의 생산성 부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가 MFP-W보
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도·후행기업의 다요소생산성 추이 : Solow 다요소생산성 기준
<제조업>

자료: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시산
주: 1) 업종별 MFP-S를 기준으로 상위 5%·하위 95%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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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후행기업 생산성의 프런티어로의 수렴속도 추정 결과
후행기업 기술의 선도기업 수준으로의 수렴속도를 살펴보기 위해, 2000~15년 기간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선도기업 생산성과의 갭 등에 의존하는 신슘페터
식 기술수렴 모형(Aghion·Howitt, 1998)을 추정하였다.

단,

: 개별 후행기업 다요소생산성,
: 시기별 더미변수,

: 선도그룹 다요소생산성,

: 선도기업과 후행기업 간 생산성 갭(

),

: 여타 통제변수
추정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프런티어에서 멀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

로 생산성 수렴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최
근으로 올수록 생산성 수렴속도가 둔화(

)되면서 기술수렴 메커니즘이 약화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후행기업이 프런티어와의 갭의 절반을 따라잡는데 소요되는
기간(half life)을 시산해보면, 제조업은 2000~04년중 1.6년에서 2011~15년중 2.1
년으로, 서비스업은 2.4년에서 3.1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

11) log(1/2)/log(1-(δ2 + δ3j))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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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후행기업 생산성의 프런티어로의 수렴 추정결과1)2)
(1) 전산업

(2) 제조업

(3) 서비스업

0.312***

0.351***

0.253***

(0.000)

(0.000)

(0.000)

-0.033**

-0.042**

-0.010

(0.012)

(0.010)

(0.686)

-0.004

-0.006

-0.033

(0.765)

(0.648)

(0.254)

-0.048***

-0.065***

-0.055**

(0.001)

(0.000)

(0.028)

연도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산업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산업·연도 교호작용항

포함

포함

포함

기업규모 및 연령

포함

포함

포함

생산성 격차
Base 효과(2000~05년)

2005~07년

2007~10년

2010~15년

주: 1) Wooldrige 다요소생산성(MFP-W) 기준
2) ( )내는 p-value,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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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가계가 해외여행과 유학연수에 사용한 지출인 해외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
면서 내수,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소비 대비 해외소비 비중의 변동요인을 순환요인(실질환율,
국제유가 등)과 추세요인(1인당 국민소득, 저가항공사 접근성 및 금융위기 이후 유학연
수 지급의 감소세 전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해외소비 비
중의 증가세는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추세적 요인보다는 실질환율 상승 등과 같은 순
환요인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해외소비 비중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 저가항공사의 해외노선 확대와 같은 해외여행 여건 개선 등의 영향
으로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 대비 해외소비 비중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2016년 명목기준), 해외소비와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여
행 및 교육 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GDP)에 대한 효과가 제조업 및 여타 서비스업들과
비교하여 큰 점을 고려할 때 동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세계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실질환율이 상승하면서 해외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순환요인에 의한 해외소비 증가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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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Ⅱ. 해외소비 비중 추이

국내 가계가 해외여행과 유학연수에 사용
1)

200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해외

한 지출인 해외소비 가 2016년 28조원(실질

소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큰 폭으

기준, 명목기준 29조)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

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 다시 높

에도 높은 증가(2017.1/4~3/4분기중(실질,

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2) 이에 따라 가

SA기준) 9.5%)를 지속하면서 내수, 고용 등

계소비에서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실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질 기준)이 2009년 2.9%까지 하락하였다

되고 있다.

가 2017.1/4~3/4분기중 4.4%를 기록하여

그러나 해외소비 증가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

이전 최고치(2007년 4.3%)를 상회하였다.

라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교역

명목 기준으로는 2011년 2.8%를 기록한 후

상대국과의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17.1/4~3/4분기중 4.0%로 상승하였다

해외소비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폭을 축소하는

(<표 1>, <그림 1>, <그림 2>).

데 기여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해외소비는 환
율 민감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호황으로 원화가

〈표 1〉 해외소비 증감률1) 및 비중

강세를 보이는 기간에는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

1991 2001 2008
2015
~2000 ~2007 ~2011

지 흑자폭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글로벌

2016

17.1/4
~3/41)

가계소비

6.0

3.9

2.1

2.2

2.5

2.4

국내소비2)

6.0

3.6

2.4

1.8

2.3

2.1

폭으로 감소하여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해외소비

7.3

16.3

-8.0

15.0

7.5

9.5

수 있다.

(실질
2.03) 4.33) 2.83) 3.9
비 기준)
중 (명목
[1.93)] [3.53)] [2.83)] [3.6]
기준)

4.1

4.4

[3.8]

[4.0]

경기둔화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기간에는 큰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해외소비 비중
의 추이와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 1) 실질 기준. 2017.1/4~3/4분기중 증감률은 계절조정계열(SA)의 전년
동기비 기준
2) 가계소비지출(국민계정)의 국내소비지출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을
제외한 기준
3) 해당 기간말(각각 2000년, 2007년 및 2011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

1) 해외소비는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 중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로서 국제수지 통계의 해외여행 지급과 유학연수 지급 항목의 합계인 여행지급을 원화로
환산한 것이다. 단, 해외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제외된다.
2) 해외소비 증가율은 2000년대 이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발 및 신용카드 사태(각각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등 일부 기간을 제
외하고는 국내소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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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외소비 및 국내소비 증감률1)

등 진학, 취업 측면에서의 이점이 축소되며 금
융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그림 4>).
이에 따라 국제수지의 여행(해외여행+유학연
수)지급에서 유학연수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3.4%에서 2009년 26.6%까지 상
승하였다가 지난해 11.5%로 하락하였다(<표
2>).

〈그림 3〉 출국자수 및 해외여행 지급액1)
주: 1) 2017년은 1/4 ~ 3/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해외소비 비중1) 및 지출액

주: 1) 명목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주: 1) 2017년은 1/4 ~ 3/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유학생수 및 유학연수 지급액1)

해외소비 구성항목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해
외여행은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2008~09년
중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증가세
로 전환되었다(<그림 3>). 유학연수는 특목고
및 대학 진학 시 어학계열 특기자 전형이 축소
되고 기업의 유학생 대상 특별채용도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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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명목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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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행지급액 구성 및 추이1)
2000
해외여행지급액(a, 억달러)
출국자수(백만명)
유학연수지급액(b, 억달러)

2005

2007

2009

2010

2015

2016

2017

61.7

120.3

169.3

110.4

142.8

215.3

236.9

270.7

<86.6>

<78.1>

<77.1>

<73.4>

<76.1>

<85.2>

<87.0>

<88.5>

5.5

10.1

13.3

9.5

12.5

19.3

22.4

26.5

9.6

33.8

50.3

40.0

44.9

37.4

35.6

35.3
<11.5>

<13.4>

<21.9>

<22.9>

<26.6>

<23.9>

<14.8>

<13.0>

유학생수(만명)

15.4

21.3

24.6

25.9

27.1

22.5

23.3

-

여행지급액(=a+b, 억달러)

71.3

154.1

219.6

150.3

187.7

252.7

272.4

306.0

주: 1) < > 내는 여행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한국관광공사

유학연수 지급액이 이처럼 감소추세를 보

간 2만달러로 전제하여 해외소비에서 유학

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 등으로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3)을 시산해 본 결과,

유학(학위 목적) 지급이 해외소비에서 차지하

2016년 기준 8.7%로 추정되어 주요 선진국

는 비중은 여타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

들(10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4)

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1인당 유학경비를 연

(<그림 6>).

〈그림 5〉 유학생(학위 목적) 수1)

주: 1) 2016년 기준(일본과 뉴질랜드는 2015년 기준)
자료: UNESCO, OECD, 저자 추산

〈그림 6〉 유학(학위 목적) 지급액 비중1)

주: 1) 중국 및 인도의 경우 해외소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유학 지급액 비중
산출이 불가
자료: UNESCO, OECD, 저자 추산

3) 유학지급 비중=[유학생(학위목적) 수×1인당유학경비(2만불)] / 해외소비(달러기준)
4) 우리나라의 유학생(학위 목적) 수는 2016년 기준 10.8만명으로 중국(80.1), 인도(25.5) 및 독일(11.6) 다음으로 많았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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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소비 비중 변동요인 분석 및 평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소득 증가에 따른 해외소
비의 추세적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1. 해외소비 비중 변동요인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저가항공사의
빠른 성장세가 해외여행을 추세적으로 증가시

해외소비 비중은 통상 해외소비의 상대가격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참고 1>).

에 영향을 받으며 장기균형값 주위에서 순환변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소비 비중의 변동

동한다. 여기서 해외소비의 상대가격은 실질

요인을 순환요인(실질환율, 국제유가 등)과 구

5)

환율 이나 국제유가 등락 등에 따른 국제항공

조 변화와 관련된 추세요인(1인당 국민소득,

료의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내

저가항공사 접근성 및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외 소비 간 대체탄력성이 커지면 해외소비가

유학연수 지급의 감소세 전환)을 함께 고려하

환율 등 상대가격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

여 분석하였다. 저가항공사 확대에 따른 영향

하게 된다(<참고 1>). 예컨대 국내여행과 대체

은 국제항공료의 추세적 하락분을 산출하여 간

관계가 높은 일본, 동남아, 중국 등으로의 근

접적으로 추정식에 반영하였다. 유학연수의

거리 해외여행 상품이 다양해지면 원화 강세

추세적 감소요인인 진학 및 취업 측면에서의

(약세) 시 해외(국내)여행을 선택하는 소비자들

이점 축소는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6)

이 이전과 비교하여 더 많아지게 된다.

해외소비 비중은 또한 소득수준, 여행이나 운

금융위기 이후 해외소비의 소득탄력성에 구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전제하였다(<참고 1>).

송산업 발전 정도, 외환자유화 등 구조적 요인
의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추세변동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 및 유
학연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외환 자유화
가 실시되면서 해외소비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
승하였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
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유학연수 지급액이

5) 본고에서는 실질환율 지표로 BIS에서 작성하는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을 사용하였다. BIS의 실질실효환율은 각 국의 실질환
율을 교역규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며 동 값이 상승(하락)하면 해당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락)함을 의미한다.
6)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의 국내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이유중 ‘국내여행과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7%로 전체 문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TravelDaily, 2017. 8. 20). 이는 실질환율 변동에 따른 상대가격 변동 시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간에 서로 탄력적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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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도출 과정1)
① 일반적인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

단,

,

: 상수값

- 선형화 된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2), 3) :

② 추세변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 추세가 변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단,

: 실질 해외소비,

: 실질 가계소비,

: 해외소비의 상대가격,

로 가정후 선형화

: 해외소비 비중의 장기평균값

: 국내와 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

: 해외여행비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제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 실질환율

: 국제항공료 물가지수(국제유가 등락 등 순환요인)
: 해외소비 비중의 추세치,

: 1인당 실질국민소득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더미변수(2008년 이전  0, 이후 = 1)
: (저가항공사 비중 확대에 따른) 국제항공료의 추세적 하락분
: 해외소비의 소득탄력성
주: 1)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유도 및 선형화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유도」 참고
2)

는 변수

의 장기균형값을 의미

3) 해외소비 비중의 장기평균값(
=0.04)이 곱해지는 것은 해외소비 1% 변동 시 가계소비에서 해외소비가 차지
하는 비중(0.04%p*)만큼만 변동하기 때문
*0.04%p(=해외소비 증가분(1%)×가계소비에서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0.04))

Bank of Korea 105

2018 BOK 이슈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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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해외소비 비중이 비교적 낮은 상황에
서 소득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추세 변동)

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기 때문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추정 결과, 소득수준

이다.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추정 결과에서도

향상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는 해외소비 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 1%

중의 추세는 2000년 1.9%에서 지난해 1/4 ~

증가시 해외소비가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

3/4분기중 3.8%로 두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타났다(<참고 2>). 더불어 2001년 1월에 실시

추정된다(<그림 7>).

된 외환자유화 조치로 여행경비 및 유학생 송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해
외소비의 추세가 금융위기 이전까지 빠르게 상
승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완만하게 상승
하며 안정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 한도가 폐지되었는 데 이는 해외소비를 활
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학연수가 추세적
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소득 증가에 따른 해외

해외소비 비중의 추세는 1인당 국민소득

소비 증가압력이 대부분 상쇄되었다. 해외소

의 증가와 함께 2000년 1.9%에서 2007년

비 비중 결정식 추정시 유학연수 지급액의 감

3.6%로 금융위기 이전까지 빠르게 상승하였

소 추세를 고려하여 해외소비의 소득탄력성에

〈그림 7〉 해외소비 비중의 추세 및 순환변동1)
<추세변동2)>

주: 1) 2017년의 추세 및 순환계열 산출을 위해 설명변수들의 1/4~3/4분기까지의 값들을 이용.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2016년 수준(4.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2) 소득 증가, 저가항공사 비중 확대 등에 따른 해외소비 비중 변화
3) 실질환율 변동, 국제유가 등락 등에 따른 해외소비 비중 변화
자료: 한국은행, 저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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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추정 결과1)2)
해외소비 비중 =
[(2.04***-1.94***×금융위기 이후 기간 더미변수)×1인당 실질국민소득
(추세변동)
+ (1-0.75***)×1.94***×국제항공료 추세적 하락분]×(

)

(추세변동)
-

1.94***×[ 0.75***×실질환율+(1-0.75***)×국제항공료(국제유가 등 순환요인) ]×(

)

(순환변동)

주: 1) 2000 ~ 2016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2) *** 및 **는 각각 1% 및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7)하여 추정한

외소비 비중의 추세가 0.2%p정도 상승한 것

결과, 해외소비의 소득탄력성이 금융위기 이

으로 추정된다(<그림 9>).

전 2.0에서 위기 이후 0.1로 크게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참고 2>).
다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외여행시 저가항
공사를 이용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해
외소비 비중의 추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8>). 저가항공사 이용 비중이 지난해
1~10월중 38%까지 상승하여 2008년 이후
국제항공료가 8% 정도 추세 하락함에 따라 해

7)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검증을 위해 해외소비 비중의 추세를 다른 방식으로 전제하여 추정해 보았으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
은 「<붙임 2>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추정의 강건성 검증」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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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저가항공사 이용 비중1)

중 결정식 추정 결과 실질환율 등 해외소비의
상대가격 1% 하락 시 해외소비가 1.9%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2>).
해외소비 비중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에서도 실질환율 변동은 금융위기 전후로
해외소비 비중의 변화를 상당부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질환율이 상
승하였던 2004~07년중 해외소비 비중은
1.8%p 상승하였는데 환율변동이 절반 가량

주: 1) 저가항공사 국제여행객수/국적항공사 국제여행객수
자료: 국토교통부

(+0.8%p)을 설명하였으며, 실질환율이 하
락하였던 2008~11년중에는 해외소비 비중

2)
〈그림 9〉 국제항공료지수

및 해외소비 비중 상승에 대한
기여도

이 1.5%p 하락하였는데 환율 변동이 대부분
(-1.2%p)을 설명하였다(<그림 11>).
국가별로 명목환율과 출국자수 변동률을 비
교해 보더라도 상대국의 통화가 약세일수록
해당국으로의 출국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화대비 엔화가치
가 2013~16년중 24% 절하됨에 따라 일본
으로의 출국자 수가 149% 증가하였다(<그림
12>).

주: 2) 소비자물가는 동일 품질 하에서의 순수한 가격 변화만을 추정하여 지수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가항공사 비중 확대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산출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저자 추산

(순환 변동 － 실질환율 및 국제유가 등)
해외소비 비중이 실질환율 상승기에는 높아
지고 하락기에는 낮아지면서 양 변수 간에 밀
접한 관계를 보였다(<그림 10>). 해외소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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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별) 명목환율 및 출국자수 변동률

〈그림 13〉 국제유가

자료: 한국은행

(2013~16년중, %)

출국지

원화대비
1)

명목환율

출국자수

일 본

+24.4

+149.2

말레이시아

+23.2

+56.5

필리핀

+8.4

+43.1

싱가포르

+6.8

+27.3

캄보디아

-2.6

-13.2

〈그림 14〉 해외소비 비중(순환변동)에 대한 국제유가 등
기여도

주: 1) +(－)는 원화가치 상승(하락)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자료: 한국은행, 저자 추산

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제유가 등락이 해외
소비 비중의 변동에 일정 부분(연간 -0.2~

(국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

+0.1%p) 영향을 주었다(<그림 13>, <그림

국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은 2000년대 중

14>). 국제유가 등락은 전체 항공료의 5% 가

반 들어 크게 높아지면서 환율변동 시 해외소비

8)

량을 차지하는 유류할증료 의 변동을 통해 국

비중의 변동폭을 확대(연간 -0.2 ~+0.2%p)

제항공료에 영향을 준다.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16>).

8)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전월 15일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부과되며 최고 33단계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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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주

관계가 높은 근거리(일본, 중국 및 홍콩) 출국

말 동안 일본, 동남아, 중국 등지로 근거리 해

자수는 환율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하였

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

여행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근거리 해외여
행상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환

〈그림 16〉 국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 변화 기여도

율 상승기(하락기)에는 국내(해외) 대신 근거
리 해외(국내)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증
가하며 해외소비의 환율민감도(가격탄력성)가
2000~04년중 0.7에서 2005~16년중 2.0
으로 상승하였다9)(<그림 15>). 환율 변동과
출국자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거리(미국)
출국자수는 환율과 무관하게 변동하지만 대체

〈그림 15〉 국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 추정치
자료: 저자 추산

〈그림 17> 실질환율1)과 출국자수 관계

주: 1) 해외소비 비중의 순환변동을 해외소비의 상대가격에 대해 회귀분석하되
파라미터가 시변(time-varying)하도록 설정하여 해외소비의 대체탄력성
의 변화를 추정. 점선은 1 표준오차 구간을 나타냄
2)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을 바탕으로 2000~09년까지의 10년치 자료를 이
용하여 첫 번째 계수를 추정하고 이후부터는 자료를 1년씩 추가해 가며 대
체탄력성의 변화를 추정
자료: 저자 추산

주: 1) 2003~07년 중 실질환율(BIS 기준)은 19.3% 절상되었으며 2008~09
년 중 28.4% 절하
자료: 한국관광공사, 저자 추산

9) 주5일 근무제 실시가 국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뿐만 아니라 해외소비 비중의 추세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의 상수항에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추정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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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소비 비중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그림 18〉 해외소비 비중(명목 기준)의 국제비교1)2)

(국제 비교10))
우리나라의 해외소비 비중을 국제비교해 보
면 여타국들대비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
가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2016년도 가계소비
대비 해외소비 비중(명목기준 3.8%)을 선진국
및 소규모개방경제국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대
상국들(10개국)의 해외소비 비중에서 상하위
25%를 제외한 범위(3.0~4.5%)의 중간 정도
에 위치해 있다(<그림 18>).
아울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해 통계 확
보가 가능한 UNWTO의 여행관련 통계를 이
용하여 국제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 대비 여행지급액11) 비중은 2016년 명목

(2016년 기준, %)

범 위
상위 25%
중간값
하위 25%
한국

비 중
4.5
3.6
3.0
3.8

주: 1) 해외소비 통계 확보가 가능한 10개 선진국 또는 소규모개방경제국 대상
2) 일본 및 뉴질랜드의 경우 2016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2015년과 수치
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
자료: OECD

기준 4.0%로 분석대상인 전 세계 42개국중
22번째로 낮은 수준12)이었으며 전 세계 주요

않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중간값 기준 각각

가계소비 대비 여행지급액 비중은 아시아 국

3.9% 및 4.2%)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가들중에서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중국

19>).

(5.9%), 말레이시아(6.5%), 필리핀(5.0%)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등 보다 낮았고13), 1인당 소득 수준이 2~4만

나라의 가계소비 대비 여행지급액 비중은 높지

달러 수준(vs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2.8만

10) 통계 가용성 등 국제 비교가 용이한 명목금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1) UNWTO의

국제여행지출액(international tourism expenditure)에서 해외 항공사에 지급하는 여객운임을 제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
지의 여행(해외여행+유학연수)지급액과 일치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UNWTO의 World Tourism Barometer 통계를 원용하여 각 국의 통계
를 제공한다. 동 통계는 국제수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됨에 따라 해외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지급액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민계정의 해외소비 통계와
차이가 있다. 또한 통계 작성 방식은 각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여행지급액은 2016년 기준 272억달러로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2,611), 미국(1,236), 독일(798), 영국(648), 프랑스(405), 호주
(308), 캐나다(287)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3) 한국관광공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연간 총횟수는 근거리 해외여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3년 1.2회에서 2017년 2.6회로 증
가하였지만 1회당 평균 해외여행비용은 2013년 238만원(개별자유여행 기준)에서 2017년 171만원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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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인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중간 정도 수준에 위치하였다14)(<그림 19>, <그림 20>).
〈그림 19〉 여행지급액/가계소비 비중1)

주: 1) SGP(싱가포르), LUX(룩셈부르크), HKG(홍콩), NOR(노르웨이), UKR(우크라이나), BEL(벨기에), SAU(사우디아라비아), MYS(말레이시아), SWE(스웨덴),
DNK(덴마크), IRL(아일랜드), CHN(중국), CZE(체코), NLD(네덜란드), PHL(필리핀), AUT(오스트리아), CHE(스위스), AUS(호주), THA(태국), DEU(독일),
KOR(한국), ISR(이스라엘), FIN(핀란드), NZL(뉴질랜드), GBR(영국), RUS(러시아), VNM(베트남), CAN(캐나다), PRT(포르투갈), ROC(대만), FRA(프
랑스), POL(폴란드), ESP(스페인), ARG(아르헨티나), ITA(이탈리아), MEX(멕시코), IDN(인도네시아), BRA(브라질), IND(인도), USA(미국), TUR(터키),
JPN(일본)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여행지급액), World Bank(가계소비지출액), 저자 추산

〈그림 20〉 1인당 국민소득 및 여행지급액/가계소비 비중1)
<전 세계(42개국) 대상>

<이상치1)(outlier) 제거 시>

주: 1) 실선은 1인당 국민소득과 해외여행지출 비중 간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
을 의미

주: 1) 우크라이나, 홍콩, 싱가포르 및 룩셈부르크를 이상치(outlier)로 고려하여
제거
자료: 관광정보지식시스템(여행지급액), World Bank(가계소비지출액), 저자 추산

14) 소득

수준이 2~4만달러인 국가들 중 프랑스(FRA), 스페인(ESP) 및 이탈리아(ITA)는 풍부한 관광자원의 영향 등으로 가계소비 대비 해외여행지출 비
중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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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요인)
2012년 이후 지속된 해외소비 비중의 상승

년대 들어 시작된 장기불황도 상당 부분 영향
을 미쳤을 수 있다.

은 추세적 요인보다는 저유가 및 금융위기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실질환율이 상승하는 과정

〈그림 21〉 해외소비 비중 변화 기여도 분해

에서 발생한 것으로 순환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

<당해년도>

으로 추정되었다. 2011년 대비 2012년 부터
2017년 1/4~3/4분기까지의 해외소비 비중
변화(1.6%p)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추
세 상승폭은 +0.2%p에 그친 반면 순환변동폭
이 대부분(+1.4%p)을 차지하였다(<그림 21>).

(향후 전망)

(2012 ~ 17.1/4~3/4분기중)

앞으로 해외소비 비중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 및 저가항공사의 해외노선
확대, SNS를 통한 정보공유, 온라인을 통한
호텔·항공권 예약 증가 등과 같은 해외여행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상승할 가능
성이 높다. 다만 해외유학연수의 감소추세, 국

순환
변동

변동 요인
추세 변동
실질환율
대체탄력성
국제유가
기타요인
합계
해외소비 비중

(%, %p)

기여도
+0.2
+0.5
+0.4
+0.3
+0.2
+1.4
+1.6

자료: 저자 추산

제유가 상승세 등은 해외소비 비중의 빠른 상승
세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22〉 한국·일본 고령화 정도1) 및 출국자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해외소
비 비중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
다. 일본의 해외소비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출국자수가 정체
되며 하락세를 지속하였다(<그림 22>, <그림
23>). 다만 일본의 해외소비 비중이 추세적으
로 하락한 배경에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1990

주: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일본관광청,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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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본 출국자수 및 해외소비 비중

조원으로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24〉 산업별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자료: 통계청, 일본관광청, World Bank

Ⅳ. 해외소비 변동의 경제적 영향

주: 1) 여행산업, 보안서비스, 콜센터 등을 포괄하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의
유발계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4년 산업연관표)

과도한 해외소비 증가는 고용, 부가가치
(GDP) 등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그림 25〉 산업별 생산 유발효과

있다. 이는 해외소비와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여행 및 교육 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
대한 유발효과가 제조업 및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5) 국내 대표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제품 수요 1
조원 감소 시 고용 감소폭은 0.2만명이지만 여
행 및 교육 산업의 경우 각각 1.8만명, 1.2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2014년 산
업연관표 기준, <그림 24>). 또한 전기 및 전
자기기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조원
이지만 여행 및 교육 산업의 경우는 각각 0.9

주: 1) 여행산업, 보안서비스, 콜센터 등을 포괄하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의
유발계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4년 산업연관표)

15) 다만

국내 여행 및 교육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여타 산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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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소비는 여타 수입과 비교하여 환

〈그림 26〉 실질환율 및 서비스와 여행 수지

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변동폭을 축소하고 경기 변동폭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소비의 실질환율 탄력성은
1.98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해외소비를 제외한
여타 수입(0.32)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
다(<표 3>).
상품수출이 증가하는 세계경기 호황기에는

자료: 한국은행, OECD

실질환율이 상승16)하여 해외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서비스(여행)수지 적자폭이 확

또한 국내소비와 대체관계에 있는 해외소

대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비가 실질환율의 변동에 따라 세계 및 국내경

것을 억제한다. 반대로 세계경기 침체기에는 실

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

질환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해외소비가 급감하

문에 경기 호황기(불황기)에 국내GDP가 증가

기 때문에 서비스(여행)수지의 적자폭이 축소되

(감소)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약(방지)하며 경기변

어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그림 26>).

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17)(<그림 27>, <그림 28>).

〈표 3〉 해외소비와 여타 수입의 실질환율 탄력성1),2)

〈그림 27〉 세계경기 및 실질환율

해외소비

여타 수입3)

■실질환율 탄력성( )

1.98***

0.32**

■소득(GDP) 탄력성( )

1.89***

1.67***

0.93

0.98

주: 1) 1994~2016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모형을 추정
실질 해외소비또는 총수입
 상수항 +  × 실질환율 +  × 실질  + 오차항
**
2) 및 ***는 각각 5% 및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국민계정의 수입금액에서 해외소비액을 제외한 기준
자료: 저자 추산

자료: 한국은행, OECD

16) 2000년대

이후 OECD 산출갭과 우리나라 실질환율 간의 상관관계는 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경기 호황기(침체기)에 우리나라의 수출
이 증가(감소)하여 원화가치가 상승(하락)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17) 해외소비는

‘민간소비’에 포함되어 GDP에 플러스 요인이지만 차감항목인 ‘서비스수입’에도 계상되기 때문에 국민계정 회계상으로는 국내GDP에 영향
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국내외 소비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소비 증가(감소) 시 관련 국내소비가 구축(진작)되어 궁극적으로 국내GDP
에 감소(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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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해외소비 등락률 및 GDP성장률

더욱이 교육 및 여행관련 산업의 국내외 경
쟁 촉진으로 경쟁상품이 많아지면 국내외 소
비간 대체탄력성이 커져 대외충격 발생 시 경
상수지 및 국내경기를 안정화하는 기능이 보
다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소비간 대체
탄력성이 클 경우 소비자들은 원화가치 하락
시 상대적으로 비싸진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더 많이 대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개

자료: 한국은행

방경제 DSGE 모형19)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2011년 이후에는 유학연수와 비교하여 환

서도 국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세

율변동에 보다 민감한 해외여행18)을 중심으로

계수요가 감소하는 충격 발생 시 해외소비의

해외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소비의 경상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상수지 적자폭 및 GDP

지 등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추

감소폭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정된다(<그림 29>, <그림 30>).

31>).

〈그림 29〉 국제수지(여행지급액) 구성

〈그림 30〉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의 환율탄력성

자료: 한국은행, BIS
자료: 한국은행

18) 해외소비를

구성하는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등락률을 실질환율 변동에 대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실질환율 탄력성이 해외여행 2.4, 유학연수 1.1로
해외여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모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소규모개방경제 DSGE 시뮬레이션 모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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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계수요 감소 충격에 대한 반응1)

Ⅴ. 맺음말

<해외소비>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구조 변화와 관련된 추세
적 요인보다는 원화가치 상승 등과 같은 순환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
로 해외소비 비중의 증가세는 세계경기 회복세
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 및 저가항공사의 해외
노선 확대와 같은 해외여행 여건 개선 등의 영
<순수출(경상수지)>

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 대비 해외소비(또는 여

대체탄력성 = 0.5
대체탄력성 = 2.0

행지급액) 비중(각각 2016년 명목기준)을 국
제비교해 보면 주요국들의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해외소비가 다
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
닌 것으로 평가되나, 해외소비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여행 및 교육 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
치(GDP)에 대한 효과가 제조업 및 여타 서비

<국내총생산(GDP)>

스업보다 큰 점을 고려할 때 동 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세계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서 해외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순환요인에 의한 해외소비 증가
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은 상
황에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주: 1) 해외소비는 일반적인 DSGE 모형의 구성에 따라 해외소비 뿐만 아니라
여타 소비재 수입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전제. 국내 vs 해외소비 간
대체탄력성은 각각 0.5 및 2.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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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유도
소비자(가계)는 국내와 해외 소비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용최소화(효용
극대화)를 위해 국내와 해외 소비간 최적 비중을 선택한다.

단,

: 가계소비,

: 국내소비,

: 국내물가지수,

: 해외소비,

: 교역국 의 가중치
: 해외여행비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제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 교역국 의 물가지수,

: 교역국 의 명목환율,

: 국제항공료 물가지수
: 해외소비 비중의 정상상태값(장기균형값),

: 국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

Lagrange 방식을 통해 국내소비 및 해외소비에 대한 제 1계 조건들(FOCs)를 구하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해외소비 결정식이 도출된다.

Lagrange 함수 및 제 1계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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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식을 결합하면 아래와 같은 해외소비 결정식이 도출된다.

단,

따라서 해외소비 비중은 장기평균값( ) 주위에서 실질환율(

), 실질항공료(

)

그리고 국내외 소비간 대체탄력성( )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한다.

단,

: 실질환율지수,

: 국제항공료 실질(상대)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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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 비중 결정식을 1차 Taylor 전개하면 아래와 같은 선형화된 해외소비 결정식
이 도출된다. 여기서 는 변수 의 정상상태값을 의미하며 실질환율과 국제항공료 상대
(실질)물가지수의 정상상태값은 1.0으로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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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해외소비 비중 추정식의 강건성 검증
본문에서 사용한 방식(Model Ⅰ20))과 다른 방법(Model Ⅱ21))으로 해외소비 비중
의 추세를 추정해 보았으나 2017.1/4 ~ 3/4분기 기준 해외소비 비중의 장기추세값은
Model Ⅰ과 Ⅱ에 의해 각각 3.8%로 동일하게 추정되는 등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해외소비 비중의 추세 및 순환변동(Model Ⅰ vs Ⅱ)1)
<추세변동2)>

<순환변동3)>

주: 1) 2017년의 추세 및 순환계열 산출을 위해 설명변수들의 1/4~3/4분기까지의 값들을 이용.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2016년 수준(4.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2) 소득 증가 및 저가항공사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소비 비중 변화
3) 실질환율 변동, 국제유가 등락 등에 따른 해외소비 비중 변화
자료: 한국은행, 저자 추산

20) 유학연수 지급 감소로 해외소비의 소득탄력성에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한다.
21) 유학연수 지급 감소로 해외소비 비중 자체에 하락압력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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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해외소비 비중 결정식 추정 결과 － Model Ⅱ>

해외소비 비중 = -0.14**×금융위기 이후 시간추세 + [2.05***×1인당 실질국민소득]×(

)

(추세변동)

-[(1-0.77***)×1.77***×국제항공료 추세적 하락분]×(

)

(추세변동)

- 1.77***× 0.77***×실질환율+(1-0.77***)×국제항공료(국제유가 등 순환요인) ]×(
(순환변동)

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간추세 변수(2008년 = 1, 2009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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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규모개방경제 DSGE 시뮬레이션 모형
해외 부문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소규모개방경제 모형으로 소비자, 기업22) 및 중
앙은행으로 구성되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명목 및 실물 마찰23)(nominal & real
frictions) 요인들을 도입하였다.

경제변수명1)
: 총소비,

: 국내재 소비,

: 해외 명목이자율,
: 실질환율,

: 수입재 소비(수입),

: 국내 실질이자율,

: 국가위험 프리미엄,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 임금 인플레이션,

: 총요소생산성,
주: 1)

: 경제변수

: 해외 실질이자율,

: 국내소비재 인플레이션,

: 실질임금,
: 수입소비재 인플레이션,

: 국내 소비자물가,

: 수출소비재 물가(달러기준),

: 노동시간,

: 명목환율,

: (GDP대비)순해외자산,

: 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 수출소비재 인플레이션(달러기준),
: 수입소비재 물가,

: 국내 명목이자율,

: 해외 소비자물가,

: 국내소비재 물가,

: 국내총생산(GDP),
: 수출,

: 순수출

의 정상상태값( )으로부터의 괴리율을 의미

(가계 또는 소비자)
가계(소비자)는 미래 소득 전망 및 과거 소비습관과 실질금리 수준에 의존하여 총소비를
결정하며, 실질환율 변동에 따른 국내외 소비간 상대가격(환율 등) 변화를 고려하여 둘 간
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한다.

22) 국내소비재, 수입소비재 및 수출소비재 생산(판매) 기업이 존재한다.
23) 소비습관(habit formation), 가격 및 임금 경직성(price & wage stickiness), 물가지수 연동(price indexation)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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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함수 :
- 국내소비재 수요 :
- 수입소비재 수요(수입) :

국내채권에 대한 실질수익률(실질이자율)과 해외채권에 대한 실질수익률이 같아야 한다
는 차익거래 조건(arbitrage condition)이 성립한다.
- 무위험이자율 평형조건 :
- 피셔식(국내) :
- 피셔식(해외) :
- 실질환율 :

가계는 노동조합을 통해 차별화된 노동을 공급함에 따라 임금협상력을 갖으며 노동의 한
계비효용(labor disutility)을 고려하여 임금 경직성 하에서 일정 부분 과거 인플레이션
에 연동하여 최적 임금을 결정한다.
- 명목임금 인플레이션 :

단,
(기업)
국내소비재, 수입소비재 및 수출소비재 (생산)판매 기업이 존재하며 가격 경직성 하에서
각각의 실질한계비용(real marginal cost)을 고려하되 일정부분 과거 인플레이션에 연
동하여 최적 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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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소비재 인플레이션 :

단,
- 수입소비재 인플레이션 :

단,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
- 수출소비재 인플레이션(달러 표시) :

단,
- 수출 :
- 생산함수 :
- 순수출 :
- 해외순자산 :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갭 및 산출갭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리평활화(interest smoothing)를 실시한다.
- 테일러 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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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제약)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국내총생산)는 국내소비 및 수출에 전부 사용된다.
- 자원제약식 :

(외생적인 충격)
- 세계수요 충격 :

(캘리브레이션)
모수

가계

기업

캘리브레이션

할인인자

0.99

소비 습관 계수

0.50

위험회피정도(relative risk aversion)

1.0

노동공급의 실질임금 탄력성 역수

1.0

국가위험 프리미엄의 해외순자산 탄력성

0.01

매(분)기 임금이 변경될 확률

0.75

임금 결정 시 과거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정도

0.50

국내외 소비간 대체(가격)탄력성

0.5 vs 2.0

총소비중 국내소비재 비중

0.8

매(분)기 가격이 변경될 확률

0.75

가격결정 시 과거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정도

0.50

수출 지속성 계수

0.75

수출의 가격탄력성 계수

1.0

금리평활화 계수

0.75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

1.50

산출갭 반응 계수

0.50

자원 제약

GDP대비 수출 및 수입 비중

각각 0.20

외생 충격

세계수요 충격의 지속성 계수

0.9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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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세계 196개국(유럽연합 포
함)이 체결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농업, 관광,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산
업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
가 보험계약,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의미한
다. 이행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거나,
탄소배출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
융리스크로서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행 리스크가 현
실화할 경우 화석연료 및 탄소배출 산업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대출 등 거
래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부문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연기금 및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및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손실 축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유지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국 및 국내 현황에 대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글로벌 또는 국내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지구 온난화의
진행 및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양상이 불확실하고, 금융경제 환경이
취약한 시기에 기후변화 리스크가 촉발될 경우 금융시스템 충격이 증폭될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과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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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따라 2017년 7월 FSB는 기후변화 리스크
에 대한 글로벌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기후 관

지구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로 인한

련 금융공시(climate-related financial

기후변화가 인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disclosures)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유

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5

럽연합을 비롯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년 12월 세계 196개국(유럽연합 포함)이 체결

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도 금융시스템의 복원

한 파리협정1)은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

력 유지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

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3)

까지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농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금융안정

업, 관광,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의 파급경로와 국제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기구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본 후 현재

있다.

시점에서 국내 금융부문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한편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isk)와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 경로
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주요국을 중심으

Ⅱ. 기후변화와 금융

로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안정 리스
크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분석이 활발히 이루

1. 기후변화의 의의

어지고 있다.
2015년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

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Board, 이하 FSB)에 대해 금융안정 관점에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서 기후변화 리스크의 특성과 이에 대한 대

정의된다.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응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1)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p.4)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예를 들어, 홍수,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가계, 기업 등의 담보능력 저하, 보험금 청구규모 확대 등을 통해 은행 및
보험 부문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Ⅲ.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p.5)를 참조하기 바란다.
3)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와 같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
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IPCC(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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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이하 IPCC)5)에 따르면 최근 133년

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Pathways, 이하 RCP)를 발표하였다.6)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

2018년 3월 현재 CO2 농도는 약 408ppm으

상이변이 빈번해졌다.

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이 지
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산

<그림 1> 지구 평균기온 변화 추이1)

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약 5℃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CO2 농도 시나리오별 지구 평균기온 전망
<CO2 농도 시나리오>

주: 1) 1951~1980년 중 평균기온 대비 해당 연도의 기온 편차
자료: NASA/GISS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지구 평균기온1)>

(Greenhouse Gas, GHG) 배출에 주로 기인
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
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PCC(2014)는 대
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시나리오별로 향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대표농

주: 1) 1986~2005년 기간 중 평균기온 대비 상승폭
자료: IPCC(2014)

5) 1988년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 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이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설
립하였으며 5~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현황과 미래 기후 예측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6) 이는 대기 중 CO2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의 단위 면적당 복사에너지량이 증가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CO2 농도에 따
른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2100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는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IPCC의 RCP 시나리오
시나리오
RCP 8.5
RCP 6.0
RCP 4.5
RCP 2.6

특징
GHG 저감정책 없이 현재 수준의 배출이 지속
GHG 저감정책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복사에너지 상승이 6W/㎡에서 안정되는 경우
GHG 저감정책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복사에너지 상승이 4.5W/㎡에서 안정되는 경우
지구의 자정작용을 통해 원래 수준을 회복(실현불가)

자료: IPCC(2014), Wayne(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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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농도(ppm)
940
670
540
420

기온 상승폭(℃)
4.8
3.1
2.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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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
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
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
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 (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
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 (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
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
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
(제13·1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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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2014)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

을 주로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금

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로

융기관에 대해 기후변화 등 환경적 관점보다는

인해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건전성 관점의 감독기준을 주로 적용해 왔다.7)

경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환경뿐 아니

그러나 기후변화가 개별국은 물론 국제적

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생이

적 대응 관점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후금융(climate finance),

보고되고 있다.

탄소금융(carbon finance), 녹색금융(green

또한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재산 피해, 기
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훼손, 물 부족,

finance) 등 친환경 부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 대표적이다.

농·수산업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후금융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망률 및 전염병 발병률이 상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의

승하는 등 보건수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

자금지원을 의미하며 지원범위 측면에서 여타

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세계 주요국 정

환경 관련 금융지원과 차별화된다. 탄소금융

부가 기후변화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위협으

은 기후금융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탄소배출권

로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

거래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에

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파리협정)

대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녹색금융

한 이유이다.

은 기후금융과 탄소금융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환경 및 사회 전체

2. 기후변화와 금융

에 기여하는 투자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를
지칭한다.8)

기후변화와 금융은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연

한편 Climate Policy Initiative(2017)

관성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

에 따르면 2015∼2016년 중 기후금융의 일

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손실 및 수익에 영향을

환으로 각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조달

미치는 차입자의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만

된 재원은 약 4,100억 달러이며 용도에 따라

7)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영업모델 및 리스크 관리 관행은 기후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Ⅲ.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p.133)를 참조하기 바란다.
8) 자본시장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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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9)과 완화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개도국의 기후

(mitigation)10) 노력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

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며

데 93%가 완화를 위한 재원이며, 민간부문에

사후적으로 동 투자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용

서 모집된 재원이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공공부문 재원의 경우 대부분 정부 예산
으로 조달되며 다자개발은행(AIIB, New
Development Bank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

Ⅲ.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제기구를 통해 각종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
자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

1. 파급경로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는 농업, 보건

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의 중요

등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성을 인식하고 2013년 12월 녹색기후기금

라 은행 등 금융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였다.11) 동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장에서

기금은 선진국의 지원금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는 기후변화가 금융리스크를 발생시켜 금융시
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물리적 리스

<그림 3> 기후금융, 탄소금융, 녹색금융의 관계

크와 이행 리스크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12)

녹색금융
기후금융

(물리적 리스크)

탄소금융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문
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자료: 자본시장연구원(2010)

보험계약,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9)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수자원 및 자연자원 관리,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등 활동을 의미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및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11) Green Climate Fund(2017)
12)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는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관리해야 하는 신용리스크 또는 시장리스크의 증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약화 등과 같이 기
존 금융리스크의 형태로 발현된다. 즉 기후변화 그 자체 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실행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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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로 매각(fire sale)하게 되면 자산가격이 급락

즉 폭우, 혹서,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사건

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여타 금융부문으로 파

이 직접적으로 사람, 건물, 농지, 공장, 기타

급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시설물 등을 손상하거나, 간접적으로 노동력

우려되는 경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및 자본의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리스크가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이 같

파급된다.13)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은 유인에 따라 보험보장이 축소되면 금융거래

미치는 영향은 실물자산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에 제공되는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

경우와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및 기업의 차입능력이 제약될 수 있다.14)

수 있다.

다음으로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을 통해 보장

우선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 및 기업 부문이 기후

으로 보장되었으나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

변화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에

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부문의

따라 대출 또는 투자를 통해 동 부문에 익스포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대규모 보험금 지급

저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

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실화 또는 도산이 보

가 증가할 수 있다. Klomp(2014) 등 일부 계

험서비스의 공급 축소와 증권대여·자금시장

량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등과 같은 중요 금융시장의 장애로 이어질 경

가계 및 기업의 상환능력 약화와 담보물 가치

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하락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및

또한 부실화된 보험회사가 보유자산을 대량으

부도시 손실률(loss-given-default)을 증가

<그림 4> 물리적 리스크의 파급경로
보험 보장

이상 기상 현상
(자연재해)

(보험회사)
•보험지급금 증가

손실 증가
·
보장 축소

(은행)
•담보가치 하락
•신용리스크 증가

손실 증가

물적 피해 발생
보험 비보장

13) IPCC(2014)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의 발생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이미 중간 수준인 2단계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
고 있다.
14) Batten et al.(2016)은 선진국 보험회사의 경우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보장 철회가 빈번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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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이 급격히 변화하거나 정부의 탄소배출 억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실 흡수 및 자본규제비

정책이 빠르게 시행될 경우 화석연료 및 탄소

율 충족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배출 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융

못할 경우 재해 발생 지역은 물론 여타 지역에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화석

15)

대한 신용공급이 제약될 수 있다.

연료 관련 자산의 가치 하락은 예상치 못한 담
보가치 하락과 함께 기업 차주의 영업모델 및

(이행 리스크)

상환능력 변화, 도산 등을 초래하여 금융기관
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행 리스크는 글로벌 또는 개별 국가 차원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에 따라 부정적

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

인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부문이 금융기관으로

로 이행(transition to a lower-carbon

부터 대규모 차입을 한 경우 금융불안의 단초

economy)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리스

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시장

크를 의미한다.

에서 탄소배출 관련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탄소배출 관련 자

이 발생하게 되면 직접적인 투자 손실을 넘어

산가치의 하락(loser)과 저탄소·친환경 기술

서는 시스템 리스크, 즉 “기후 민스키 모멘트

등 새로운 투자기회(winner)를 동시에 발생

(climate Minsky moment)” 17)가 초래될

시킨다.16)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인

수 있다.

<그림 5> 이행 리스크의 파급경로

투자자 인식변화
정부의 저탄소 정책
고탄소 산업
자산가치 하락
저탄소 기술 발전

(은행)
•담보가치 하락
•신용리스크 증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투자자 및 금융기관)
•투자 손실
•포트폴리오 재조정(fire sale)

15) 2011년

태국에서 대홍수로 인해 국가 부도 위험이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위축을 우려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사례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6) Batten

et al.(2016)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정책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은 동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일, 석탄, 가스 등
탄소배출 부문의 크기에 비례한다.
17) Carne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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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

서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

이한 경로로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

능성이 있다. 또한 리스크 부담을 기피하고 안

된다. 탄소배출 기업군의 미래 현금흐름 취약

전자산선호가 강화된 상황에서 연기금 및 자

성(신용위험 증가)이 대출 등 거래관계를 통해

산운용자가 손실 축소를 위해 탄소배출 관련

다수의 은행 또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대규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여타 고위험 자

모 손실로 이어진다면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

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가격 변동성이 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이 자본규제

폭되는 등 부정적 연쇄효과 및 시장과잉 반응

비율 준수를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익스포

이 나타날 수 있다.

저를 먼저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 등 고위험 차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

주에 대한 대출이 우선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

는 다양한 양상으로 금융시스템 및 시장참가

연기금 및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탄소배출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동 리스크

산업에 대한 투자 손실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과 금융시장의 불확

과정을 통해 이행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

실성 증대는 시장가격을 매개로 여타 시장참

먼저 연금이 이행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가자에게 전달된다. 이는 다시 정보파급 효과

못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 대한

(information spillover effect) 등을 통해

지급액이 축소되는 반면 납입금액은 증가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수 있다.18)

<그림 6> 기후변화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는 과정

물리적 리스크
금융기관
손실 발생
·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이행 리스크

18)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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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좌초자산(stranded asset)”과
“태울 수 없는 탄소(unburnable carbon)”19)
주요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화석연료 부존량을 모두 사용할 경우 배출되는 CO2
는 약 2,750 GtCO2(gigaton of carbon dioxide)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 대
비 평균기온 상승폭을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 이후 CO2 배출량을 590~1,240
GtCO2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 세계 탄소자원의 약 2/3가 연소될 수 없음(unburnable carbon)을 의미한다.
연소 불가능 자원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 정책, 투자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여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동 자산을 보유한 가
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장으로 부정적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
* 좌초자산은 동 자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인식 변화 또는 리스크 실현 등으로 인해 조기 상각 또는 가치 하락이 발생하
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2℃ 목표 하의 탄소배출 한도 및 글로벌 화석연료 연소시 탄소배출량 비교
(GtCO2)

(GtCO2)

3000

3000
가스

2500

오일

2000
1500
1000

2500
2000
1500

2℃ 목표 하
배출가능 범위1)

석탄

500

1000
500

0

0
2015년 이후
배출가능 탄소

글로벌 화석연료
부존량2)

주: 1) 각종 가정 및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2) 2013년 말 기준
자료: Heede and Oreskes(2016), Rogeli et al.(2016)

19) Batten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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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대응

기업이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된 기후변화 리

G20 및 FSB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스크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

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 있다.22) 금융부문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

자를 중심으로, 비금융부문은 에너지, 운송,

책당국도 자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리

원자재 및 건설, 농업·식품 및 임산물 등으

스크의 영향과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분석을 수

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내용을 마련하였다.

행하고 있다.
<표 1> 기후 관련 금융공시 내용

(국제기구의 대응)

영역

공시 내용

① FSB의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

지배
구조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내용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경영진의 역할

전략

•단기·중기·장기적인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영업, 전략 및 재
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지구 평균기온 2℃ 이내 상승 시나리오를 포
함한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가 영업, 전
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관리

•기후 관련 리스크의 식별, 평가 및 관리 절차
•기후 관련 리스크의 식별, 평가 및 관리를 리
스크 관리체계에 통합하는 방법

2017년 7월 FSB는 시장참가자들이 기
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바탕으
로 투자, 대출 및 보험인수 활동에 나설 수 있
도록 기후 관련 금융공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관한 권고를 발표
하였다.20) 이는 정보 접근성이 금융시장의 효
율화를 위한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온실가스 배출 정보* 및 관련 리스크

에는 시장참가자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
회21)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다

지표 및
목표치

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의 정보부족

* 직접 배출(Scope 1), 기업이 구입한 전력 등에
의한 간접 배출(Scope 2), 기업이 소유·통제하
지 않은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Scope
3)로 구분하되 Scope 3은 필요시 공시

은 가격의 급격한 조정 발생 시 금융불안을 초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표치와 목표치 대비 성과

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권고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업종의

자료: FSB(2017)

20) FSB(2017)
2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책, 시장 및 기술의 변화로 발생하는 상업적 목적의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
22) 자세한 내용은 <표 1> 「기후 관련 금융공시 내용」(p.13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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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FSB 회원국이 동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

(주요국의 대응)

행할 경우 시장참가자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의 가치를 평가하고 중장기 투자를 결
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영국

영란은행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에
비추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 필요성

② G20의 녹색금융

을 인식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개선과 저탄

2016년 9월 G20 산하 녹색금융 스터디 그

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분석

룹(Green Finance Study Group, 이하

을 진행 중이다.24) 2015년 9월 영란은행 산

GFSG)은 녹색금융에 대한 장애요인을 파악

하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하는 한편 녹색·친환경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Authority)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보험부문에

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25) 동 결과에 의하

지 녹색금융은 정의의 불명확성, 환경정보의

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실물부문의 손실 증가가

비대칭성, 부정적 외부효과 반영의 어려움, 초

보험부문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기 대규모 투자자금 등 여러 장애요인에 직면

타났다. 현재는 개별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리

해왔다. GFSG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녹

스크 노출 정도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

색금융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기 위한 건전성 감독수단(스트레스 테스트, 영

자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신호 제공, 환경 리스

업모델 분석 등)에 대해 연구 중이며 추후 기후

크 관련 지식공유, 지역 녹색채권23)시장 발전

변화 리스크가 은행부문에 미칠 영향도 분석할

지원, 녹색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예정이다.

을 권고하였다.
② 독일

독일 재무부와 분데스방크는 기후변화를 “금
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
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독일 금융시
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을 분석

23) 에너지 효율화, 청정 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존 등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24) Bank of England(2017)
25) Bank of Englan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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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6) 2016년 9월에 발표된 분석 결과에

였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및

의하면 물리적 리스크가 중기적으로 독일 및

개별 기관의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럽의 금융안정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

대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방

지 않을 것이나 이행 리스크의 파급영향에는

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이
행 리스크는 금융시장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

④ 중국 및 브라질

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기후변화

중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체계에 녹색

리스크의 전이경로와 저탄소 경제로의 동태적

금융 지원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언급하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China Banking

였다.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는 2012년부터 친환경 투자활동에 대한 은행

③ 스웨덴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신용지침(Green

2015년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금융감독청

Credit Guidelines)을 도입하였다.28) 또한

에 대해 환경 및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금

환경부와 협력하여 은행이 차주의 환경규제 위

융안정에 미칠 영향과 정책대응에 관한 분석

반사항을 감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대출의

27)

을 요청하였다.

동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의 물리적 및 이행 리스크가 스웨덴 금융부문

조기상환이나 환경규제 준수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에 미칠 충격은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크지 않

브라질도 중국과 유사하게 2014년부터 은

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난화로 인해 스웨덴

행의 친환경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환경 리

농업, 산림업 등 일부 산업은 오히려 생산성이

스크 공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브라

높아지고 금융부문이 이행 리스크에 노출된 정

질 중앙은행은 바젤 기준에 따른 은행의 내

도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무

부 자본적정성 평가 절차(Internal Capital

역 및 국제금융 거래를 통해 관련 리스크가 전

Adequacy Assessment Process)에 탄소

이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의 공유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에 따라 개별 은행은 보유자산이 사회 및 환경

26)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16)
27) Finansinspektionen(2016)
28) CISL & UNEP FI(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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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고 동 결과를

는 광업·석유정제업·화학업에 대한 대출과

공시하고 있다.

동 업종의 주식 및 회사채 보유 규모31)를 통해
추정하였다.

Ⅳ.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평가

① 대출

2017년 말 기준 국내은행(17개)의 광업·
석유정제업·화학업에 대한 대출은 46.4조원

본장에서는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으로 총자산 및 기업대출의 각각 2.0%, 4.7%

의 금융시스템이 이행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를 차지한다. 은행별로는 일반은행에 비해 특

추정하였다.29) 이행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

수은행의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 산업부문에 대한 국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은행의 경우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를 산출한 후 관련 선행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신디케이트론 등 기업대

연구의 손실률을 적용하여 잠재손실 규모를 추

출의 취급비중이 큰 데 주로 기인한다.

산하였다. 탄소배출 산업부문은 광업, 석유정
제업 및 화학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30) 이

② 주식 및 회사채

행 리스크가 전기, 철강, 교통, 자동차 등 보다

국내은행의 경우 주식 및 회사채의 보유 규

광범위한 업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모는 총자산 대비 약 3%로 낮은 수준이나 이

을 감안하면 본고의 손실규모는 다소 보수적으

행 리스크의 전반적인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로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탄소배출 업종 관련 주
식 및 회사채 익스포저 규모는 국내 주식시장

1.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및 채권시장에서 광업·석유정제업·화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32)

국내은행의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

2017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주식 보유

29) 이행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에 비해 충격의 크기, 범위 등 측면에서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국의 선행연구와 관련 국제지
표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부문의 물리적 리스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0) Green

European Foundation(2014), Finansinspektionen(2016),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16)이 공통적으로 정의한
고탄소 업종이다.
31) 본장에서 익스포저는 명목금액을 사용하였다.
32) 국내은행이

보유한 주식 및 회사채의 업종 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코스피 시장 및 회사채 발행잔액에서 광업·석유정제업·화학업이 차
지하는 비중(각각 2017년 말 10.7%, 2017년 9월 말 4.2%)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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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59.2조원(총자산의 2.5%)으로 동 규

③ 총 익스포저 규모

모에 코스피 시장33)의 광업·석유정제업·화

이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광

학업 비중(10.7%)을 적용하면 국내은행의 탄

업·석유정제업·화학업에 대한 대출과 주식

소배출 업종 주식 보유 규모는 6.3조원(총자

및 회사채 투자 규모는 53.3조원으로 총자산

산의 0.3%)으로 추정된다.

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회사채 보유 규
모는 13.9조원(총자산의 0.6%)으로 동 규모

2. 잠재손실 규모 추정

34)

에 회사채 발행잔액 의 광업·석유정제업·
화학업 비중(4.2%)을 적용하면 국내은행의 탄

본고에서는 Green European Foundation

소배출 업종 회사채 보유 규모는 0.6조원(총

(2014)35)의 손실률을 사용하여 국내은행 익스

자산의 0.02%)으로 추정된다.

포저의 잠재손실 규모를 추정하였다. 동 연구
는 탄소배출 업종 익스포저의 잠재손실을 측정

<그림 7> 국내은행의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
은 상황에서 오일·석탄·가스 관련 익스포저
의 구체적인 손실률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사
례이다.

<표 2> Green European Foundation(2014)의
고탄소 업종 익스포저별 손실률1)
프로젝트 기간
파이낸싱 대출
30%

30%

회전
대출

기타
대출

주식

20%

5%

60% 50% 30%

상품

장기
채권

주: 1) 고탄소 업종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관련 익스포저의 상각비율
자료: Green European Foundation(2014)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33) 한국거래소(www.krx.co.kr)
34)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한국자산평가(www.koreaap.com)
35) Green

European Foundation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지원을 받아 기후변화의 이행 리스크가 유럽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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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손실률을 참고하여 국내은행의 탄소배

탄소배출 업종 익스포저의 잠재손실이 현실

출 업종에 대한 대출, 주식 및 회사채 익스포

화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국내은행의 BIS 자기

저 손실률을 각각 30%, 60%, 30%로 적용

자본비율(2017년 말 기준)은 평균 1.1%p 하

한 결과, 우리나라 탄소배출 업종 익스포저

락(15.2% → 14.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주식, 회사채)의 잠재손실 규모는 17.9
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은행 총자산의

<그림 9>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영향

0.8% 수준이다. 동 규모는 Green European
Foundation(2014)에서 발표한 유럽의 손실
규모 추정치(총자산의 0.2∼0.8%)와 유사하며
독일 재무부(2016)36)의 추정 손실규모(총자산
의 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잠재손실 규모는 5.9조원으
로 총자산의 0.4% 수준이다.

<그림 8> 국내은행의 이행 리스크 관련 손실규모 추정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Ⅴ. 정책대응 및 시사점
1. 정책대응
금융안정 정책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
응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탄
소배출 부문의 금융불안 초래 가능성 등으로 설
주: 1) 특수은행 제외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명할 수 있다.37)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36) 동 연구는 기후변화의 이행 리스크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GDP 감소규모(2~5%)를 적용하였다.
37) 금융안정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붙임1>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p.16)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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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는 스

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투자 펀드 등의 운

트레스 테스트, 공시기준, 자산운용자의 선량

용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

한 관리자 주의의무(fiduciary duty), 은행

무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

자본규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자 주의의무는 시장참가자의 기후변화 리스크

첫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상이변, 탄

관련 공시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이 금융기관의

넷째, 저탄소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스트레

해 관련 프로젝트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

스 테스트는 기후변화의 국제적 특성 및 범위

는 등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활용될 수

를 고려하면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

있다.39)

용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동 결과를 활용하여
물리적 리스크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2. 시사점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이행 리스크에도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주요국 및 국내 현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

둘째,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

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집·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은행, 보

리스크가 글로벌 또는 국내 시스템 리스크의

험회사, 투자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기후변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시장가

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 관

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련 은행부문의 잠재손실 규모가 총자산의 1%

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도 일관성, 비교

미만으로 추정되어 동 리스크가 촉발되더라도

가능성, 신뢰성, 효율성 및 명확성을 갖춘 기

그 자체로 금융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

후변화 리스크 공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38)

그러나 향후 지구 온난화의 진행 및 저탄소

셋째, 정책당국은 자산운용자가 기후변화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양상이 불

관련 정책환경 변화 등이 포트폴리오 수익에

확실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

미칠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

융안정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38) Carney(2015)
39) 다만

이 경우에는 은행의 리스크 평가 유인이 약화되거나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건전성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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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특히 금융경제 환경이 취약한 시기

변화 및 환경 리스크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

에 동 리스크가 촉발되어 여타 위험요인과 복

지와 동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관련 정보를 시

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금융시스템 충격이 증폭

장참가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력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경우 금융시스템

감안하여 G20, FSB 등 국제협의체의 기후변

전반에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화 리스크 관련 권고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노

따라서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우선적으로 금

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경제 전반에

융기관 건전성 감독체계에 기후변화 리스크와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분석 역량도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 있다. 특히 물리적 리스크와 직접 연계성이
높은 보험부문은 물론 은행 등 여타 금융부문
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후변
화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
요하다. 동 점검 결과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체계 및 복원력 평가 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감독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시장참가자가 기후변화 리스크에 효율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대한 투
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체계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가 보유한 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
도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
앙은행 등 정책당국도 동 공시정보를 통해 저
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 금융
기관도 대출, 투자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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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40)
정책당국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② 정보의 불완전성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④ 거시건전성 관점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
은 크지 않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 유인이 크지 않다
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히 대응
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급격한 가격 재조정의 원인이 되는 자산가격의 오류와 자본배분의 왜곡을 초
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긴요하다. 즉 시장가격은 반드시 재정거
래 기회가 완전히 활용되는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
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 같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부정적 외
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미래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리스크를
시장참가자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새로운 금융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
관에 전파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관련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거시건전성 관점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부동산부문 등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
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LTV·LTI 규제가 대표적이며 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신용순환의 증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고탄소 배출부문은 부동산부문 등과 마찬
가지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공유한다. 즉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본
집약적인 장기자산의 성격을 지니며 주식, 채권 및 대출을 통해 금융부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40) Bowen, A and Dietz, 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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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 관리 현황
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또는 환경 리스크41)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2017년 12월, 17
개 은행 대상)를 실시한 결과, 내부리스크 관리절차 반영 등을 통해 동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있
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서베이는 은행의 ① 내부리스크 관리 ② 평판리스크
및 윤리적 운영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고려 여부 ③ 환경 친화적 사업 우대 여부 ④ 기후변화 관
련 국제권고의 이행 현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내부리스크 관리

② 평판리스크·윤리적 지침

4개 은행이 내부리스크 관리절차를 통해 기업

2개 은행이 평판리스크 관리 또는 윤리적 지침

대출 등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환경 리스크를

운영 등을 통해 대출 시 환경 리스크를 고려 중

평가한다고 답변하였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환경 친화적 사업 우대

④ 국제권고 이행

5개 은행이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 친화적 사

기후변화, 녹색금융 등과 관련한 국제적 권고

업 등과 관련된 대출에 우대 조건(기간, 금리

를 이행하고 있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은

등)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행은 4개로 조사되었다.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42), 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ial Initiative)43) 등

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 관리 현황1)

주: 1) 17개 국내은행 중 각 항목별 “그렇다”로 응답한 은행 수

41) 환경

리스크는 차주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대출상환 능력이 약화(환경정책 강화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등)될 위험
을 의미한다.
42)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전 세계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한편 동 정보를 바탕으
로 환경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43) 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의 참여기관은 자체 환경지침과 환경 리스크 평가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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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s)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정책 강화 등으로 관리물가 대상 품목수가 교육, 의료 부문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
나면서 관리물가의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도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
서는 관리물가의 변동추이와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관리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
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욱 둔
화시키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관리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자편익 증가가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상쇄하겠으나, 가격관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누적으로
사회후생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리물가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 및 이로 인
한 사회안정성 제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관리물가가 경제활동과 크게 괴리되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제
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조적 물가흐름에 대한 분석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원가변동 요인에도 불구하고 관리품목의 가격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하
여 인상압력이 누증될 경우 추후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물가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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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리물가의 개념

본고에서는 EU의 정의를 준거로 재정지원
품목을 포함하여 관리물가로 정의하였다.

1. 관리물가의 정의
2. 관리물가의 유형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s)란 정부
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

관리물가 품목은 공급주체(공공, 민간) 및

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

정부의 재정지원 유무(민간부문만 해당)에 따

수를 지칭한다. 대상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용되는 공식 기준은 없다. 다만 관리물가

첫 번째 유형은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를 공식통계로 편제하고 있는 EU1)에서는 정

품목으로서 대부분 저소득층의 구입빈도 및 지

부(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가 직접 관리하

출비중이 높은 필수재이다. 정부는 가격안정

는 품목(Fully administered prices)과 인

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이들 공공

허가·신고 등의 간접적 행정관리를 받는 품목

요금 가격을 조정한다. 따라서 동 유형에 해당

(Mainly administered prices)을 관리물가

하는 품목의 가격은 전반적인 물가변동과 역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표 1>). EU 이외 국

의 상관관계3)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가에서는 공식 통계편제 없이 조사연구자료,

의 경우 전기·수도·가스, 열차료·도로통행

인플레이션 보고서 등을 통하여 관리물가를 언

료·우편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급하고 있으며 정의 및 대상 품목은 연구자료
및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다.2)

을 받는 유형으로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정부

<표 1> EU 통계청의 관리물가 편제 현황
정부영향 정도

내용

두 번째는 민간이 공급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주요 품목

•Fully
administered
prices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방 공공교통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요금, 쓰레기
품목
수거료 등

•Mainly
administered
prices

승인, 인가 등의 형태
로 정부의 영향을 상 의료비 등
당 부분 받는 품목

가 공급업체 또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품목들이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해주
는 경우는 비용지출의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바뀌었을 뿐 실제 가격이 변동하였다고 볼 수
는 없으나 가계가 직접 지출하는 생활비의 변
동을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가격이

1) EU의 관리물가 편제 및 공표는 EU 통계청(Eurostat)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국가별 관리물가 정의 및 편제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3) 물가 오름세 확대 기간에는 가격변동이 제한되는 반면 물가 안정기에는 그간 미뤄온 원가 보전을 위하여 가격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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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한 것으로 반영한다. 의료비, 교육비, 보

Ⅱ.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4)

육료, 요양료, 그리고 버스 및 택시 요금이 대
표적 예이다.

1. 관리물가 대상 품목

마지막 유형은 정부재정 지원 없이 민간부문
이 공급하고 있으나 정부의 가격관리를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물가에 포함되는 세부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은 독과점적 시장지배

품목수는 2018년 현재 40개로 전체 소비자물

력이 있거나 공급자간 담합이 가능하여 과도하

가 조사대상 품목(460개)의 8.7%를 차지하고

게 높은 수준의 가격설정 우려가 있는 특성을

있다.5) 추세적으로 관리품목의 확대가 이어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정 수준의 가

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부

격변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

문 관리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우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국제항공료 등이 이

림 1>, <그림 2>). 이는 교육기관 납입금, 보

에 해당된다.

육, 의료 등 교육 및 복지관련 품목을 중심으

이하에서는 관리물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로 재정지원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금년 들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리물가를 상기 유형별

어서는 보험서비스료와 병원검사료가 정부의

로 분류하여 그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됨에

를 바탕으로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및 사회후

따라 관리물가대상 품목으로 신규 분류되었다

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2>).

〈그림 1〉 품목수 기준 관리물가 비중1) 추이

주: 1) 전체 소비자물가품목 중 관리물가 품목수 비중
자료: 자체계산

〈그림 2〉 품목수 기준 관리물가 유형별 비중1) 추이

주: 1) 기준년 개편시 통합·분리된 품목은 1개로 계산
자료: 자체계산

4) 소비자물가의 품목별 조사규격 공개로 관리물가의 유형별 분류가 가능하게 된 2005년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우리나라의 유형별 관리물가 현황(2018.6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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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간부문-정부재정지원 세부 품목수(개)

문 품목의 비중은 하락하고 민간부문 품목의
비중은 대체로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3>,

민간부문
(재정지원)

교육1)

복지2)

기타

2005년

8

0

4

4

2018년

17

5

8

4

<그림 4>).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편제기준이 상이하여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주: 1) 교육기관 납입금
2) 보육, 의료, 요양 관련 품목

비중이 가중치 기준으로는 EU 주요국에 비하
관리물가의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비중(가

여 높은 수준이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EU 주

중치 기준)은 2018년 현재 21.2%로 2005년

요국에 비하여 낮으나 우리나라의 품목수 비중

17.4%에 비해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공공부

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5>, <그림 6>).

〈그림 3〉 가중치 기준 관리물가 비중1) 추이

〈그림 5〉 주요국과의 관리물가 가중치 비중1) 비교

30

(%)

25
20

21.9

21.2

2010

2018

17.4

15
10
5
0

2005

주: 1) 전체 소비자물가품목 중 관리물가 가중치 비중
자료: 자체계산

〈그림 4〉 가중치 기준 관리물가 유형별 비중1) 추이

주: 1) 전체 관리물가품목 중 유형별 가중치 비중
자료: 자체계산

주: 1) 전체 소비자물가품목 중 관리물가 가중치 비중, 2018년 기준
2) 영국, 독일, 프랑스
자료: Eurostat, 자체계산

〈그림 6〉 주요국과의 관리물가 품목수 비중1) 비교

주: 1) 전체 소비자물가품목 중 관리물가 품목수 비중
2) 영국, 독일, 프랑스
자료: Eurostat, 자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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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물가 추이
관리물가의 변동 추이를 보면 오름세가 기

Ⅲ. 거시경제적 파급 영향
1.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조적으로 완만해지는 모습이며 2016년 이후
에는 0%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움직임을 비교해보

(<그림 7>).6) 유형별로는 각기 상이한 변동패

면,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낮은 상승

턴을 보여 오다 2016년 이후 오름세가 동반

률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를 낮추

둔화되었다. 공공부문 관리물가의 경우 3% 내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6~2018.6월중

외의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2016년

(이하 분석대상기간) 관리물가는 평균 1.2% 상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다.7) 재정지원을 받는

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크게 하회

민간부문 관리물가는 지원 대상 품목의 범위와

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

지원액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 오름세가

승률이 목표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관리물

8)

약화되었다.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부문

가가 하락하거나 0% 초반의 낮은 수준을 기록

관리물가는 0% 내외 수준의 대체로 안정된 변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10) 반면 관리물

동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8>).9)

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이하 관리제외물가)의

〈그림 7〉 관리물가 추이

자료: 자체계산

〈그림 8〉 유형별 관리물가 추이

자료: 자체계산

6) 2015년의 경우 담뱃값이 10년만에 큰 폭 인상조정(+78%)되면서 전년대비 2.1% 상승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0.7%를 기록하였다.
7) 2016년 공공부문 관리물가의 큰 폭 하락(-4.5%)은 2015년 담뱃값 인상의 기저효과, 전기·도시가스 가격 인하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8) 2012∼13년중 보육료 지원대상(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 및 지원금 확대, 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등의 영향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부
문 관리물가가 연평균 2.9% 하락하였다.
9) 다만 2011∼12년중 휴대전화 기본요금 인하 및 2015년중 담뱃값(수입) 인상으로 각각 –2.0%, +3.1%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기록하며 일부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였던 2016년에는 관리물가가 전기 및 도시가스(기여도 –0.4%p)를 중심
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간 0.2%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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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2016년 이후 1.9% 상승하여 물가안정

〈그림 10〉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목표수준(2%)에 근접하였다.
〈그림 9〉 관리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그림 11〉 관리물가, 관리제외물가1) 상승률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
도는 평균 0.23%p11)로 관리제외물가와 동일
한 오름세를 보였다고 가정할 경우(0.55%p)
에 비하여 0.33%p 낮은 수준이다(<그림
10>). 특히 금년 들어서는 복지정책 시행의 영
향12) 등으로 관리물가로 인한 물가의 하방압력

주: 1) 2015년 기준
자료: 자체계산

이 확대되고 있다.13)
관리물가는 변동성이 관리제외물가에 비해 다

기간별로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된

소 작은 데다 관리제외물가와는 대체로 반대방

2012년 이후 기간이,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향으로 움직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공급하는 품목이 관리제외물가와 뚜렷한 역의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11>).14)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림 12>).

11) 관리물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공공부문 공급 품목의 기여도가 0.14%p, 민간이 공급하며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품목이 0.08%p, 민간이 공급하며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품목이 –0.01%p를 기록하였다.
12) 금년 들어 대학교 입학금 폐지 또는 축소, 고교 무상급식 지역 확대,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 등으로 관련 교육비 및 의료비가 하락하였다.
13) 관리물가의

소비자 물가 기여도는 2007년 +0.09%p였으나 2018년 상반기에는 -0.08%p를 기록하였다.
14) 유형별로는

공공부문 공급 및 민간부문공급-재정지원 품목의 변동성이 관리제외물가를 큰 폭 상회하였으나 민간부문공급-재정미지원 품목(통신요금,
방송수신료 등)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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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관리물가, 관리제외물가간 상관계수

로 추정되었다. 이는 관리제외 서비스물가16)
1%p 충격에 대한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0.78%p)의 1/3 수준에 불과하다(<표 4>).
이와 같이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파급영향이
작은 것은 상승률의 지속성이 낮은 데 일부 기
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3>).

<표 4> 관리물가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 반응

자료: 자체계산

이에 따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표준
편차(분석대상기간중 1.2%)가 관리제외물가
(1.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3>).

1.23

1.49

1.37

공공 민간부문 민간부문
부문 (재정지원) (재정미지원)
2.77

2.32

공공
부문

0.46
(0.25)

0.09
(0.02)

민간부문
민간부문
(재정지원) (재정미지원)
0.33
(0.26)

0.17
(0.11)

주: 1) 해당 관리물가의 1%p 충격에 대한 각 품목별 3분기 누적반응을 CPI 가중
치로 가중평균
2) ( )내는 충격이 발생한 분기의 반응을 제외한 2차 반응도

<표 3>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성1)
소비자 관리제외 관리
물가
물가
물가

반응도1)2)

관리물가
전체

〈그림 13〉 관리물가, 관리제외물가 지속성1)

1.22

주: 1) 2006년 이후 해당 가격상승률(전년동월대비)의 표준편차(%)

시계열 모형15)을 통해 관리물가 변동이 여타
품목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면 파
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
과 관리물가가 1%p 변동할 때 누적되는 소비
자물가 상승압력(1차 반응 제외)은 0.25%p

주: 1) 각 품목별 상승률(전분기대비 연율)의 AR(1) 계수
자료: 자체계산

15) 관리물가

및 관리제외물가 하위 구성품목군의 상승률(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연율)을 변수로 하는 VAR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 시차는 BIC 기준에
따라 1분기로 설정하였으며 누적반응은 일반화충격반응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3분기까지 충격반응을 합산하였다.(Pesaran & Shin,
1998)
16) 관리물가는 구성품목이 서비스품목(전기·가스·수도 포함)이므로 관리제외 서비스물가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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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는 관리물가가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표 5> 근원물가와 관리제외 근원물가 격차요인
기간

주요 요인

2011
~2012

•휴대전화 기본요금 인하(2011)
•무상보육·급식 확대 실시(2012)
•대학의 등록금 인하와 연계된 국가장학금제
도입(201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
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의 경우 관리물가의 단
기변동 영향이 큰 시기에는 관리물가 포함 여
부17)에 따라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1∼
12년중에는 무상보육·급식 확대, 휴대전화

2015

•담뱃값 인상

2018

•국립대 입학금 폐지(사립대 축소)
•고교 무상급식 지역 확대
•건강보험 보장강화 추진
•휴대폰 선택약정 요금할인 확대

기본요금 인하 등으로 근원물가가 관리제외 근
원물가를 크게 하회였다. 2015년의 경우 담뱃
값 인상으로, 2018년에는 대학입학금 폐지·

2. 후생에 미치는 영향

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두 지표간
상승률에 차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방향
18)

또한 상이하였다(<그림 14>, <표 5>).

관리품목에 대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관리물가 변동은 가계의 소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관

〈그림 14〉 근원물가1) 및 관리제외 근원물가 추이

리품목에 대한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가격탄
력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소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자기시차 변수의 계수값은
유의성과 절대치가 높게 추정되었다(<표 6>).
<표 6> 관리품목 소비함수 추정결과1)2)

주: 1)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변수

상수

자기시차 관리물가
(t-1)
(t)

소득
(t-2)

추정결과

0.12

0.80***

0.38** 0.60

-0.36

R2

주: 1) 분석기간은 2006.1/4~16.4/4, 분석변수는 전년동기비 증가율이며
소비 및 소득은 실질 변수
2) *, **, ***는 각각 10%, 5% 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7)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중 관리물가 가중치 비중은 2018년 기준 22.2%이다.
18) 2018년

1/4분기 및 2/4분기중 근원인플레이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상승한 반면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동기간중 각각 1.5%,
1.8%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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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정결과는 대부분의 관리품목이 가

이 같은 분석결과는 관리품목 소비비중이 높

격변동과 관계없이 이전 소비량을 유지하려는

지 않아 가처분소득 증대효과가 크지 않은 점

경향이 높은 필수재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도 작용했겠지만, 가계의 높은 비소비지출22)

시사한다.19) 따라서 관리물가 안정에 따른 소

증가율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비자 편익 증가가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20)

〈그림 15〉 관리물가, 비관리품목 소비간 상관관계1)

다만 이는 단기적 시계에서 본 분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상 제약으로 분
석에 한계가 있으나 가격관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소비
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
하고 있기 때문이다.21)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물가가 소비자물
가의 오름세를 둔화시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주:1) 2006.1/4~16.4/4분기중,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8∼09년은
제외, 비관리품목 소비는 실질기준
자료: 자체계산

효과가 있으나 이 같은 정(+)의 소득효과가 소
비증대로 이어지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

〈그림 16〉 관리물가, 비관리품목소비1) 증가율

다. 기본적으로 관리물가와 비관리품목 소비간
상관관계가 미약한 가운데, 관리물가의 하락
시기에도 비관리품목 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
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그림 15>, <그림
16>). 일반화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에서도 관
리물가 변동이 비관리품목의 소비증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1) 비관리품목 소비는 실질기준
자료: 자체계산

19) 관리품목 소비의 전체 가계소비 대비 비중은 20%대 초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20) 관리품목은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자연독점 또는 과점시장)에서 공급되므로 가격선도자와 가격추종자로 구성된 경쟁시장(Stackelberg
competition)을 가정할 경우, 가격상한제 적용으로 소비자잉여는 증가하지만 생산자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g, 2003)
21) 가격관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측면에서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상품공급 제약, 이윤보전을 위한 관리대상 기업의 공급품질 저하, 기업 수익감소
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22) 조세, 사회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6∼16년중 연평균 2.3%로 소비지출 증가율(0.6%)을 크게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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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평가 및 정책적 함의

때문에, 관리물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최종
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하고 종

관리물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고

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공식통계를 편제하는 국가도 제한적이지만 중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관리물가가 경제활동

앙은행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파급영향에 대

과 크게 괴리되어 변동할 경우 이를 제외한 기

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국

조적 물가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가에서 공식통계 편제와 관계없이 관리물가에

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플레이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 변동이 전체 물가흐름에

션 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조적 물가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흐름에 대한 분석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서 관련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원가변동 요인에도 불구하고 관리품목

이 같은 인식하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관리

의 가격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인상압력이

물가의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

누증될 경우 추후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물가변

물가 측면에서는 오름세 둔화, 변동성 완화 등

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

을 통해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한 것

다. 관리물가품목의 가격조정에 있어 공익성

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인플

과 효율성간 조화를 도모하고 투명성 및 예측

레이션 국면에서 관리물가로부터 비롯된 의도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노

치 않은 물가하방압력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둔

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시키고 있으며 기조적 물가흐름의 판단에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생 측면에서는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제한
적이고 가처분소득 제고효과가 일부 나타날 가
능성이 있지만 가격관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리물가 안정에 따른 복지증진 및 이로
인한 사회안정성 제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 감
소 등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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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가별 관리물가 정의 및 편제 현황
기관

정의 등 주요 내용

공식 편제

•(정의) 정부(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받는
품목의 가격
•2000년대 초부터 ECB가 시험편제 등의 준비과정을 담당하였으며 2010년부터
Eurostat이 EU회원국을 대상으로 관리물가를 편제 중
•정부의 승인·인가 등의 대상이 도매가격일지라도 소비자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이
클 경우 해당품목을 관리물가에 포함
Eurostat

•관리물가 제외 품목
- 간접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담배 등)
- 안전 또는 환경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는 품목
(규제의 파급영향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외)
- 가격변동이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된 품목
- 규제의 영향이 일시적인(transitory) 경우

○

•관리물가 대상품목은 매년 1월 변경
•(정의) 시장원리보다는 행정적 또는 규제 목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물가
BOE

•통화정책위원회가 2001년에 처음으로 관리물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주로 언급
•영국의 관리물가는 Eurostat에서 편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정의) 정부공표가격(government-announced prices)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물가
•소비자물가 발표시 보도자료에 관리물가지수를 포함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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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물가 정의 시 제외대상 물가로서 관리물가를 언급
•다만 관리물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발표하지는 않음

일본은행

•(정의) 정부(중앙, 지방)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가격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물가

브라질
중앙은행

•(정의) 국내 수급여건보다는 공공기관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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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우리나라의 유형별 관리물가 현황(2018.6월)
공급주체1)

공공부문
(35.2)

정부재정지원 유무

―

지원
(36.6)
민간부문
(64.8)

미지원
(28.2)

품목명2)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우편료
고등학교납입금
국공립대학교납입금
국공립대학원납입금
열차료
도로통행료
도시철도료
전기료
도시가스2)
지역난방비2)
행정수수료
담배
유치원납입금
보육시설이용료
사립대학교납입금
전문대학납입금
사립대학원납입금
외래진료비
한방진료비
약국조제료
치과진료비
입원진료비
요양시설이용료
병원검사료
시내버스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택시료
학교급식비
정화조 청소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방송수신료
유선전화료
휴대전화료
인터넷이용료
국제항공료
보험서비스료

관리 방식

직접결정

상한설정

가격고시

한도내 신고
상한설정
신고 또는
승인·인가
신고

주: 1) 공공 및 민간 공급이 혼재된 경우에는 원료가격 결정 및 공급비중 등을 기초로 품목 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결정
2)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등과 같이 민간부문이 최종 공급하더라도 공공부문에 의해 결정되는 원료비가 품목 가격의 주된 구성요인인 경우 공공부문 관
리물가로 분류
3) ( )내는 관리물가중 비중(가중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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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암호자산은 분산원장 및 암호화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
체물로서 각 단위별로 품질이 동일하고 제3자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도 가치를 이전할
수 있어 재정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교환소에서 가격이 동일(일물일가법
칙)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암호자산 가격을 살펴보면 교환소 별로 상당한 가격차
이가 있는데, 특히 원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가격보다
평균 5% 정도 높게 나타났고 2018년 1월에는 가격차가 40% 이상으로 확대되기도 하
였으며, 이더리움, 리플 등 여타 암호자산에서도 유사한 정도의 국내외 가격차가 존재
하였다.
금년 초 국내외 암호자산 가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던 것은 국내 시장의 이상과열로 수
요가 급증한 반면, 재정거래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해외 공
급은 제한적이었던 데 주로 기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암호자산 가격차 확대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원활한 재정거래를 제
약하는 기술·제도적 요인들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암호자산 가격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내외 암호자
산 가격격차는 그 자체로 국내 시장의 투기과열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아니라 불법 외환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막연한 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비이성적인 투
자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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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배경

로 상당한 가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올해 1월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차가 40% 이상으로 확대

암호자산1)은 분산원장 및 암호화기술을 바

되었다. 이 현상이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이름

탕으로 주로 민간에 의해 발행되어 대금지급

으로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암호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전자적 형태의

자산 시장의 효율성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관

토큰을 통칭한다. 현재 비트코인 외에도 수천

심이 높아지기도 하였다(〈그림 1〉, <그림 2>).

종의 신종코인(alt-coins)이 개발되어 유통중
〈그림 1〉 원화1) 및 미 달러화 기준 비트코인 가격

이다. 암호자산은 법화와 교환이 보장되지 않
고 내재가치도 없어 가치평가가 불가능2)하지
만, 향후 지급수단, 어플리케이션 이용수단,
자산증표 등의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주로 투자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암호자산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각
단위별로 품질이 동일하고3), 제3자 중개기

주: 1) 미 달러화로 환산
자료: cryptocompare

관의 개입 없이 가치를 이전하는 구조를 갖
〈그림 2〉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차1)

고 있어 이동과 보관에 제약도 낮아 재정거래
(arbitrage)4)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지
않다. 동 자산은 전세계 다수 교환소5)에서 거
래되고 있는데, 주요 교환소는 가격 및 주문 정
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어 각 교환소 별 가격
간에는 일물일가법칙(一物一價法則, the law
of one price)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암호자산 가격을 살펴보면 교환소 별

주: 1) 국내 원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을 미 달러화로 환산(A)하고 동일 시점 해외
미 달러화 표시 가격(B)과의 차이를 “(A-B)/B×100”으로 계산
자료: cryptocompare

1)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ies),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해 왔으나 최근 국제사회에
서는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한국은행(2018)을 따라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다모다란(Damodaran)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고 사용가치를 갖는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평가(valuation)
및 이를 통한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통화(currency)와 같이 단기적인 가격평가와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동질적 상품은 원자재, 곡물 등 상품(commodity)과 더불어 화폐, 금융상품 등과 같이 각 단위(individual units)가 교환가능(interchangeable)한
속성을 가지며, 동질성은 대체가능성(fungibility)으로 불리기도 한다.
4)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시장에서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거래를 말한다.
5) 암호자산 매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이며, 국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exchange)로 지칭하고 있다(한국은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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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언론과 학계, 해외 중앙은행 등에서는

Ⅱ. 최근 암호자산 가격차 현황

이 같은 암호자산 가격차의 발생 원인과 영향
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6) 국내외 가격차

1. 국내외 가격차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암호자

현재 비트코인은 다양한 통화와 교환7)하여

산 유통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 지속

거래할 수 있는데, 일본 엔화로 거래되는 비중

하는 원인과 그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 달러화, 원화, 유로

우선 제Ⅱ장에서는 최근 암호자산 가격차 현
황을 살펴보았다.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자산

화 순이며 이들 4개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97%를 상회한다(〈표 1〉).

의 국내외 가격차 추이와 국내외 암호자산 시
장의 연계 및 통합 여부를 점검하고, 국내 교

〈표 1〉 거래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비중

환소간 가격차 추이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

(‘18.3.6~5.31일 평균, %)

서는 암호자산 가격차가 발생한 배경을 수요와

거래통화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마지막으

거래비중 51.9 23.2 14.8

로 제Ⅳ장에서는 가격차 확대 현상의 재발 가

JPY

USD USDT KRW EUR
3.7

3.7

기타
2.7

자료: cryptocompare

능성을 짚어보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을
미 달러화로 환산하여 비교8)해 본 결과 2017
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비트코인 가격
이 급등락하였던 시기에 주요 통화별 비트코인
가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표 2〉).
특히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원
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보다 평균

6) <참고> 「암호자산 가격차에 대한 주요 기존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7) 신종코인의 경우 법정화폐 대신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암호자산과 교환되어 거래된다.
8) 주요 교환소의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원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을 일별(협정 세계시(UTC) 기준)로 가중평균한 가격지수(cryptocompare 제공)를
환율(종가 기준)을 적용하여 달러화 표시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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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암호자산 가격차에 대한 주요 기존 연구
Kroeger and Sarkar (2017), “The Law of One Bitcoin Price?”

1

■ 주요 내용: 주요 교환소 간 미 달러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동 차이는 시장 유동성
(bid-ask spread, order book depth, volume 등)과 거래소 특성(고객 특성, 기관투자자 비중
등)에 따라 결정됨. 거래소 간 적용 규제가 상이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에 차이가 있는 점도 재정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데이터: 2011.8월~2016.8월 중 6개 교환소(Bitfinex, Bitstamp, BTC-e, Coinbase, itBit,
and Kraken)의 일별 가격, 거래량 및 오더북 데이터(bitcoincharts, bitcoinity)
■ 분석방법: 15개 교환소 쌍 별 가격차에 대해 회귀분석 및 오차수정모형(VECM) 적용

Brandvold et al. (2015), “Price discovery on Bitcoin exchanges”

2

■ 주요 내용: 주요 교환소가 비트코인 가격발견(price discovery)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 대상기간 중
Mt.Gox와 BTC-e가 가격 발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이후 중국의 거래 비중이 확대
되면서 Btcn의 기여도가 높아졌음
■ 데이터: 2013.4월~2014.2월 중 5개 교환소(Bitfinex, Bitstamp, BTC-e, Btcn, Mt.Gox)의
5분 단위 가격 및 거래량 데이터(bitcoincharts)
■ 분석방법: 은닉인자 가격 발견 모형(de Jong et al., 2001) 적용

Pieters and Vivanco (2017), “Financial regulations and price inconsistencies
across Bitcoin markets”

3

■ 주요 내용: 교환소 별로 비트코인 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원인을 분석. 계좌 개설시 본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교환소의 가격이 글로벌 가격과 자주 크게 괴리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이하게 적
용되는 금융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
■ 데이터: 2014.6월~2015.7월 중 11개 교환소(ANXBTC, Bitfinex, Bitkonan, Bitstamp,
BTC-e, Hitbtc, itBit, Kraken, Lakebtc, Localbitcoins, The Rock Trading)의 일별 가격
및 거래량 데이터(bitcoincharts), Bitcoin Price Index(BPI) 일별 가격 데이터(coindesk) 등
■ 분석방법: 11개 교환소와 BPI 간 가격차와 교환소별 특성에 회귀분석 적용

Pieters (2017), “Bitcoin reveals exchange rate manipulation and detects capital
controls”
4

■ 주요 내용: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통해 비공식 환율(비공식 환율 = 자국 통화 표시 국내 비트코인 가
격/ 미 달러화 표시 해외 비트코인 가격)을 추산함으로써 환율조작 및 외환시장 통제 정도를 측정
■ 데이터: 2014.6.월~2015.9월 중 4개 교환소(ANXBTC, BTC-e, itBit, Localbitcoins)의 17
개 통화별 일별 가격 데이터(bitcoincharts), 통화별 환율 데이터(oanda.com)
■ 분석방법: 공식 환율과 비트코인으로 계산된 비공식 환율에 대해 오차수정모형(VECM, CEC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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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거래통화별 암호자산 가격차(글로벌 평균가격 대비)
(%)

전체기간

원화
달러화
유로화
엔화

(1) ’17.7~11

평균

최대

4.99

48.29 -4.64

-0.31

최소

2.98 -5.86

(2) ’17.12~’18.1

평균

최대

1.09

9.88 -4.04

0.06

-0.19

4.46 -4.06

0.26

4.23

25.21 -9.55

1.23

최소

평균

최대

18.82

최대

최소

2.82

11.87 -4.64

0.61 -5.86 -0.27

0.83 -1.95

1)

1.77 -4.06 -0.44

0.84 -2.54

4.46 -1.80 -0.80
13.58

48.29 -1.10

평균

1)

2.98 -2.80 -1.31

10.27 -9.55

최소

(3) ’18.2~5

25.21

0.98

3.24

16.25 -3.98

주: 1) 동 기간 중 원화 및 엔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으로 글로벌 평균가격에 상방편의(bias)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교환소의 달러화 및 유로화 표시 가격이 저평가
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 이에 따라 코인마켓캡은 2018.1.8~28일 일시적으로 국내 교환소들을 글로벌 평균가격 계산에서 제외

5% 높게 형성되었으며, 2018년 1월에는 가

〈표 3〉 국가별 미국예탁증권의 국내외 가격차1)
(%)

격차가 40% 이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반
면 미 달러화나 유로화 표시 가격은 글로벌 가

2)

평균

최소

2)

최대

전 체

0.32

-4.40

8.60

격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일본 엔

캐나다

-0.05

-4.09

2.13

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 글로벌 가격과

남 미

0.97

-2.50

17.42

유 럽

0.42

-5.81

7.78

아프리카/중동

0.07

-3.59

4.63

아시아-태평양

0.19

-3.88

4.94

9)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FX 마진 방식
거래를 제외하면 차이가 크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차는 일물일가법칙
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예탁증서
(ADR: American Depository Receipts)10)

주: 1) 1993.2.1~2004.3.31.중 미국예탁증권을 통해 상장된 506개 기업의
자국 내 가격(PH)과 미국 가격(PA)간 차이를 In(PA /PH)로 계산
2) 최소 및 최대는 각각 1% 및 99%를 의미
자료: Gagnon and Karolyi (2010)의 Table 2에서 발췌

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기존
연구(Gagnon and Karolyi, 2010)에 따르

(여타 암호자산)

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미국예탁증권 가격과 자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등 여타 암호

국 거래소 원주 간 가격차는 평균 0.3%에 불

자산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과하며 10%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는 거의 없

부터 2018년 1월까지 국내외 가격차가 크게

었다(〈표 3〉).

확대되었는데, 종류에 무관하게 모든 암호자

9) 원금(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고 차익을 실시간 정산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10) 해외 발행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서도 매매할 수 있도록 대행은행이 예탁받은 원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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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국내외 가격차가 서로 비슷하게 변동하였

화 및 원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평균가

다(<그림 3>).

격간 차이에 대하여 단위근(unit root) 검정11)
을 실시한 결과 모든 통화 표시 가격차에서 단위

〈그림 3〉 암호자산별 국내외 가격차 추이1)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이는 각 표시 통화별 암호자산 가격에 상당
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격이 서로
완전히 괴리되지는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가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축소되는 경향이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원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 2017

주: 1) 국내 2개 교환소의 원화 표시 암호자산 가격을 단순 평균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A)한 뒤 해외 교환소들의 달러화 기준 가중평균 가격(B)을 이용하여
“(A-B)/B×100”으로 계산
자료: cryptocompare

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중에는 글로벌 가격
과의 차이 시계열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단기적
으로는 위와 같은 연계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국내외 암호자산 시장의 통합 및 연계)

나타났다. 2018년 2월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

2017년 7월 이후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

격차가 크게 축소되면서 연계성이 회복되었다.

〈표 4> 거래통화별 비트코인 가격차(글로벌 평균가격 대비)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1)2)
(%)

전체 기간

ADF
검정

PP
검정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상수항없음
(-1.94)
-5.16**
-5.72**
-1.98**
-2.42**
-6.93**
-9.35**
-3.08**
-2.42**

(1) ’17.7~11

(2) ’17.12~’18.1

(3) ’18.2~5

상수항포함 상수항없음 상수항포함 상수항없음 상수항포함 상수항없음 상수항포함
(-2.87) (-1.94) (-2.88) (-1.95) (-2.91) (-1.94) (-2.89)
-5.51**
-5.01** -4.98**
-2.68** -4.06**
-2.30** -2.80*
-5.82**
-3.78** -3.92**
-2.32** -4.60**
-1.82* -7.53**
-2.52
-3.08** -4.00**
-0.72
-1.18
-1.53
-2.53
-2.72
-4.56** -5.01**
-0.85
-1.46
-2.49** -3.85**
-7.48**
-4.80** -4.78**
-2.68** -4.07**
-5.64** -6.94**
-9.53**
-4.87** -5.04**
-3.64** -4.86**
-5.56** -7.77**
-3.20**
-4.91** -6.38**
-0.82
-1.73
-2.01** -3.78**
-2.56
-4.17** -5.01**
-0.84
-1.45
-2.45** -3.90**

주: 1) 시차항은 SIC 기준으로 선택
2) ( )내는 5% 유의수준 임계치이며 **와 *는 각각 5%와 10% 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11) 시계열의 안정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단위근이 존재하면 해당 시계열이 임의보행(random walk) 과정을 따르는 불안정적인 시계열임을 의미한다.
12) 금융시장,

상품시장 등의 연계 및 통합 여부 분석에는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과 오차수정모형(VECM)이 주로 사용된다. <부록> 「국내외 비트코
인 가격에 대한 오차수정모형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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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교환소1)별 취급 통화

2. 국내 교환소간 가격차
원화와 암호자산을 교환하는 거래는 국내 소

교환소

소재지

주요 취급 통화

비트파이넥스

홍콩

USD, JPY, EUR, GBP

비트플라이어

일본

USD, JPY

재 교환소에서만 취급하는 반면, 미 달러화,

코인베이스

미국

USD, EUR, GBP, CAD

유로화와 암호자산간 거래는 상이한 규제가 적

비트스탬프

영국

USD, EUR

크라켄

영국

USD,JPY,EUR,GBP,CAD

제미니

미국

USD

코빗

한국

KRW
USD, EUR, SGD

용되는 여러 국가에 소재한 교환소에서 취급하
고 있다(<표 5>).
원화 표시 암호자산 가격의 국내 교환소간
차이는 국내외 차이는 물론이고 미 달러화 및

잇비트

미국

히트비티시

홍콩

USD, EUR, GBP

씨이엑스

영국

USD, EUR, GBP, RUB

비트베이

폴란드

USD, EUR, PLN

코인플로어

영국

USD, EUR, GBP, PLN

도 더 작고 변동성도 낮았다. 다만 2017년 12

비트마켓

폴란드

EUR, PLN

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암호자산 가격이 급

엑스모

유로화 기준 해외 주요 교환소 간 가격차보다

등락하던 시기에는 국내 거래소 간에도 일시적
으로 가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4>).

영국 USD, EUR, JPY, CHF, AUD

업비트

한국

KRW

코인원

한국

KRW

주: 1) 순서는 2년간 비트코인 거래량 기준(중국 소재 교환소 제외)

〈그림 4〉 교환소별 비트코인 가격차1)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주: 1) ’17.10월~’18.5월 중 각 통화별 주요 교환소 두 곳의 일평균 비트코인 가격차
자료: crypto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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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암호자산 가격차 발생 배경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6〉).
또한 2018년 1월 이전까지는 해외가격이

금년초 암호자산의 국내외 가격차가 크게 확

상승(또는 하락)하면 국내 가격은 그보다 더 크

대되었던 것은 국내 시장의 이상과열로 수요가

게 상승(또는 하락)하여 가격 변동과 프리미

급증한 반면, 재정거래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

엄 간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동을 제약하는 기술·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해

2018년 1월 이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가격

외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데 주로 기인한 것으

동향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매매행태를 보였

로 판단된다.

던 데 기인한 것으로 국내 암호자산 시장이 해
외에 비해 과열되었음을 시사한다(〈그림 7〉).

1. 수요측면

그러나 2018년 2월 이후 암호자산 가격 하
락세가 지속되고 거래실명제 등 정부 조치의

2017년 12월 글로벌 가격 급등 등으로 인

영향으로 암호자산 투기과열 현상도 진정되었

해 일반인의 암호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

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국

게 높아졌다(〈그림 5〉).

내 주요 교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이 같은 높은 관심은 투기수요 급증으로 이
어져 국내 암호자산 교환소에 원화 입금액도

〈그림 5〉 구글 트렌드1)

주: 1) 한국과 전세계에서 구글 검색창에 각각 ‘비트코인’ 및 ‘Bitcoin’을 입력한
횟수를 지수화(2017.1월 첫째 주=100)

11월 9.4%에서 2018년 5월 2.2%까지 감소
하였다(〈그림 8〉).

〈그림 6> 암호자산 교환소 원화입금액1)

주: 1) 국내 모 교환소 A계좌로의 원화입금액(2017.12.1일의 입금액을 100으
로 환산)
자료: 한국은행(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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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트코인 가격변동 및 국내외 가격차 변화1)2)
(1) 17.7~11월

(2) 17.12~18.1월

(3) 18.2~5월

Y = -0.08 + 14 X
(4.13)

Y = -0.19 + 30 X
(4.25)

Y = -0.02 + 0.6 X
(0.17)

주: 1) x축은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의 전일대비 등락률(%), y축은 국내외 가격차의 변동(%p)을 표시
2) ( )내는 t값

〈그림 8> 주요 거래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

가격차가 확대·지속된 원인이었다.
암호자산 시장에서 재정거래를 제약하는 요
인은 크게 (i) 금융기관 등 전문적인 시장 참
가자 부재, (ii) 거래비용과 가격변동 리스크,
(iii) 거래 관련 복잡한 절차 및 처리지연, (iv)
기타 국내 요인을 들 수 있다.

자료: cryptocompare

① 금융기관 등 전문적인 시장 참가자 부재
우선 암호자산 재정거래에는 금융기관 등과

2. 공급측면

같은 전문적인 참가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는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시장 참여가 금지되어

암호자산 유통시장에는 재정거래 메커니즘

있거나 규제가 없더라도 법률리스크 등을 우려

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할 수

하여 금융기관들이 암호자산 시장 참여에 부정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차

적이기 때문이다.

가 발생하였을 때 해외로부터 공급이 탄력적으

현재 암호자산 재정거래에는 주로 개인13)이

로 증가하기 어려웠던 것도 암호자산의 국내외

자동매매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13) 교환소들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와 암호자산의 입출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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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거래당비용1)과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차
80

(%)

(BTC)

가격차이

거래당비용

〈그림 10〉 미승인거래건수1)와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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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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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일별 총 거래수수료+신규 비트코인 발행)/거래건수,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cryptocompare, blockchaininfo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정거래가 효과적으로

주: 1) 7일 이동평균
자료: cryptocompare, blockchaininfo

〈그림 11〉 가격차와 가격변동1)의 관계

이루어지기에는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
가 있다.

② 거래비용과 가격변동 리스크
비트코인의 경우 이용자가 이체 요청시 수수
료(fee)를 지정할 수 있는데 채굴자들은 수수
료가 높은 거래를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미승
인거래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주: 1) (과거 7일중 최고가–최저가)/최저가
자료: cryptocompare, coinmarketcap

된다. 교환소별 가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블록체인 처리용량에 비해 이체 요청이 급증
하면서 미승인 거래가 증가하여 수수료 비용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그림 9〉, 〈그림 10〉).

③ 거래 관련 복잡한 절차 및 처리지연
개인이 암호자산 재정거래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최

한편 교환소간 비트코인 가격차가 확대되는

근 들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규제가 강화

시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높아져 손실 위험이

되면서 해외 교환소 가입에 제약이 있고 일부

확대되는 것도 재정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교환소들은 원활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신

작용한다(〈그림 11〉).

규 고객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특히 교환소
간 가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거래량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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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데 이 때는 회원가입, 입출금 요청 처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리 및 확인 등이 지연되거나 시스템 과부하로

하였다.

교환소 시스템의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표 6〉).

Ⅳ. 시사점
④ 기타 국내 요인
끝으로 암호자산 거래대금 송금시 송금한

(가격격차 재발 가능성)

14)

도 와 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 암호자산 교환

금년 초 김치프리미엄 현상으로 언론의 관심

소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공급

이 집중되기 이전에도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차

이 제약될 수 있다.

가 40% 이상 확대된 사례는 반복하여 발생하

한편 거래실명제 등의 조치는 수요 측면에

였다(〈그림 12〉).

서 국내 암호자산 투기과열을 진정시킴으로써

〈표 6〉 암호자산 재정거래 절차별 소요시간 및 비용

필요절차

소요시간
통상

비용

거래량 급증시 지연 요인

① 회원가입

온라인을 통해 즉시 완료

본인인증 처리 지연

무료

② 거래대금 입금

가상계좌 입금후 확인은 통상 즉시
또는 수분 이내

-

무료

③ 암호자산 매수

매매 방식(시장가, 지정가 등) 및
호가에 따라 즉시 체결 가능

교환소 시스템 과부하로 다운되는
현상 발생

거래대금의
0.15~1%

④ 암호자산 이체

통상 수십초~수십분 이내

블록체인 처리대기건수 증가시
수일까지 지연
교환소의 이체지시 처리도
수시간~수일 지연 발생

0.0001~
0.002BTC
단, 미승인거래
증가시 급증

⑤ 암호자산 매도

매매 방식(시장가, 지정가 등) 및
호가에 따라 즉시 체결 가능

교환소 시스템 과부하로 다운되는
현상 발생

거래대금의
0.15~1%

⑥ 매각대금 이체

가상계좌 입금후 확인은 통상 즉시
또는 수분 이내

-

거래대금의
0.15~1%

14) 현재

외국환거래법 등은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건당 미화 3천달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시 연간 미화 5만
달러로 한정하고 있다.

178

한국은행

제8호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그림 12〉 비트코인 국내외 가격차 장기 추이1)

(대응방향)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암호자산 가격
과 글로벌 가격 간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장기
적으로는 다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
나 암호자산 가격의 국내외 격차는 그 자체로
국내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이상 투기과열을 나
타내는 지표인 만큼 정책당국은 가격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 1) 국내 모 교환소의 원화 표시 비트코인 거래가격(24시간 거래량 가중평균)
을 미달러화로 환산(A)하여 동일 시점 해외 모 교환소의 미 달러화 거래가
격(B)과의 차이를 “(A-B)/B×100”으로 계산
자료: bitcoincharts.com

아울러 국내외 암호자산 가격차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국내 유통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괴리되

블록체인 처리용량,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

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이 확대되거나 시장지배

등 재정거래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고 암호자

력이 높은 공급자 또는 참가자에 의한 가격조

산의 국내외 가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기술적,

작이 용이해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도적 요인은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

있다.15) 또한 큰 폭의 암호자산 가격차는 불법

다. 특히 해외로부터 암호자산 공급을 제약하

적인 외환거래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본인확

는 규제인 거래실명제와 송금한도 등은 자금세

인 등의 조치를 회피하는 등 탈법 행위를 유도

탁, 탈세 방지 등 본래 도입목적을 고려할 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암호자산 가격차 축소만을 목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암호자산 투기 과열에 편승하여
가격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암호자산 시

장질서를 엄격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막

장에서는 투기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차도 축

연한 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비이성적인 투

소되었으나 향후 국내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자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암호자산의 장단점

경우 국내외 가격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과 한계, 관련 투자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한

상존한다.

교육과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15) 특히

국내 교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상당수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이 미미한 데다 해외 주요 교환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 단기적인 가격
급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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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오차수정모형 분석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중 국내 교환소의 원화 표시(미 달러화 환산) 및 해외 주요
교환소의 미 달러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는 공적분 관계가 있었다.
공적분검정 결과1)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None*

0.042

17.704

15.495

At most 1

0.011

3.549

3.841

주: 1)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간 장기균형식(오차수정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 동 장기균형수준에서 가격이 이탈하는 경우 대체로 국내 교환소 가
격이 균형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ECT-1 = USD-1 −0.798KRW-1 −1,059.2
VECM 결과1)
∆USD

∆KRW

∆USD-1

-0.230**
[-2.127]

-0.318**
[-2.262]

∆USD-2

-0.001
[-0.011]

-0.017
[-0.121]

∆KRW-1

0.267**
[3.251]

0.344**
[3.234]

∆KRW-2

-0.025
[-0.306]

-0.037
[-0.341]

ECT-1

0.033
[0.858]

0.130**
[2.630]

주: 1) USD, KRW는 각각 미 달러화 표시 해외 비트코인 가격과 원화 표시 국내 비트코인 가격(미 달러화 환산)을 의미
2) [ ]는 t값을 의미
자료: Crypto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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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감소전환하면서 우리경제의 향후
노동공급 여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노동공급여력의 또
다른 결정요인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그 중에서도 핵심 노동연령층(30~54세) 남성의
참가율 변화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은 과거에는 핵심 노동연령층의 인구비중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
였으나, 최근에는 여성 참가율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최근 노
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 세대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추세
적으로 낮아져 왔다. 분석결과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양극화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중숙련 근로자중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참가율 저하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
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는 과거에는 글로벌화로 인한 생산설비 해외이전, 경제의
서비스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크게 기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방향으
로의 기술진보 등 산업내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다소 낮아졌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전체 참가
율 상승효과가 앞으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제조업 고용비중 축소, 기술혁신 등으
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 여력이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리스
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선 OECD국가와 비
교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서 기술혁신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과정에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신산업 분
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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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의 전체 경
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간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

략히 살펴본 다음,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

소전환하면서 우리경제의 노동공급 여력에 대

제활동참가 저하원인을 분석한다. 먼저 Ⅱ장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공급은

에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인구변화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도

활동참가율 추이를 개관한 다음, 변동요인을

영향받는다. 즉 설령 인구가 줄어도 경제활동

인구구조 요인과 연령별·성별 참가율 요인으

참가율이 높아지면 전체 노동공급 여력은 유지

로 분해한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기존 해외연

1)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에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참가율 저하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은

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자리 양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힘입어 1980년대 중

극화(job polarisation)5)가 우리나라에서도

반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진행되어 왔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그렇다면

2)

기간중 청년층(15~29세)과 핵심 노동연령층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30~5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체 참가율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간략히 요약한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하였다. 특히 올해 들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

보고자 한다.

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우
려가 높아지고 있다.3)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고
가계의 주된 소득원(所得源)인 이들이 노동시
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경제·사회문제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IMF, 2018).4)

1)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2047년에야 감소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선진국에서의 핵심 노동연령층(prime working-age population)은 25∼54세 인구를 지칭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군복무, 높은 대학진
학률 등을 감안할 때 30∼54세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2018.1∼9월중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02%p 하락하는 데 그쳤으나,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하락폭은 0.4%p에 이르렀다. 이는 동
연령대 남성의 높은 제조업 종사비중을 감안할 때, 올해 고용부진의 주요한 원인인 일부 제조업종의 업황부진 및 구조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된다. 참고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이 전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수준(34.6%)이었지만,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48.4%)으로 더 높았다.
4)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된다.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동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고 고숙련 및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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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기적 시계에서 본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변화
1.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추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
구 기준)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왔다(<그림
1>).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활동참

자료: 통계청

가율은 2000년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
<그림 1>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활동참가율 변화를 각각 어느 연령대에서 주도
하였는지를 OECD국가(평균)와 비교하여 보
여준다. 우선 우리나라 남성의 생애주기별 경
제활동참가율은 사다리꼴(hump-shaped)
모양인 데다 과거에 비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줄고 고령층의 참가가 늘었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가

주: 1)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구직기간 1주, 2000년부터는 4주 기준
자료: 통계청, OECD

율의 경우에도 15~24세 연령대를 제외한 모
든 연령대에서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

OECD국가(평균)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

한 것은 남성 경제활동참가가 줄었음에도 불구

나 우리나라 여성의 참가율은 과거보다는 나아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졌지만 여전히 뚜렷한 M자 형태(20대 후반과

6)

이다(<그림 2>).

40대 후반에 높고 그 사이 연령대에 출산·육
아 등으로 낮음)를 유지하면서, 여성 경력단절

6)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참고 2>를 참조하기 바란다.

186

한국은행

제9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의

2.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요인분해

참가율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점차 사다리꼴 모
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는 대비되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원인을 보

는 것이다(Jabaa et al. 2015). 여기서 또 하

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참가율 변동을 인

나 주목할 점은 출산연령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구구조 요인(구성효과)과 연령별·성별 참가율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력단절구간이 10년가량

요인으로 분해해 보았다.7)

우측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는 2000년대 중반까지
는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이후로는 낮
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그림 3> 남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4>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가율

<우리나라>

<우리나라>

<OECD국가 평균>

<OECD국가 평균>

자료: 통계청, OECD

자료: 통계청, OECD

7) Benito·Bunn(2011, 영란은행)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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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율이 높은 핵심 노동연령층의 인구비중

의 경우에는 90년대 이후 인구구조 변화(핵

이 2006년을 기점으로 하락전환한 데다 참

심 노동연령층 비중 축소 및 고령층 비중 확

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꾸준히 높아

대)가 참가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졌기 때문이다(<그림 5>). OECD국가(평균)

작용하였다.

<그림 5> 연령대별 인구 비중
<우리나라>

<OECD국가 평균>

자료: 통계청, OECD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요인분해>
① (인구구조 요인)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연령별·성
별 인구비중 변화가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 예컨대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 남성(94.4%, 2017년)의 인구비중이 1%p 하락하고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남성
(41.5%)의 인구비중이 1%p 높아질 경우, 이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0.5%p 낮추는 효과가 있음

② (연령별·성별 참가율 요인) 연령별·성별 인구비중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연령
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 예컨대 40대 여성(인구비중 8.2%, 2017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p 상승할 경우, 이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0.1%p 높임
■ (요인분해식)
■ (변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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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령별·성별 참가율 변화는

다만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출생연도(5

2009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경제활동참가율을

개년)별 효과(cohort effect)를 분석한 결과,

낮추는 요인으로, 2010년 이후로는 높이는 요

그간 꾸준히 상승했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성

인으로 각각 작용하였다.(<그림 6>) 이와 같은

향이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에서 다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는 여성 참가율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9),10) 이처럼 최근

상승이 가팔라진 데다 남성 참가율도 다소 반

세대 여성의 출생연도별 효과가 소폭이나마 줄

등하였기 때문이다.

어드는 현상은 미국·유럽(IMF 2018), 일본
8)

요약하면 1989∼2009년중 경제활동참가

(Kawata·Naganuma 2010) 등 주요 선진

율 상승(+1.4%p)은 핵심 노동연령층 증가 등

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세대 여성의 참

인구구조 변화(+2.6%p)에 크게 기인한 것으

가율이 여전히 과거 세대(평균)에 비해 높은 수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당분

활동참가율 상승(+2.2%p)은 인구구조 변화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참가율 하락효과(-1.0%p)보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다 여성 참가율 상승효과(+2.3%p)가 더 컸기

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은 점차 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어들게 될 것이다(<그림 7>).11)

<그림 6> 연령별·성별 참가율 변화효과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그림 7> 출생연도(5개년)별 효과(코호트 효과)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8) 경제활동인구조사가 1989년부터 60세 이상 인구를 60∼64세와 65세 이상 인구로 구분하여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1989년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9) 다만 아직 최근 세대에 대한 관측치가 적어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0)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은 61~65년생을 정점으로 이미 낮아지고 있었다.
11) Kawata·Naganuma(2010,

BOJ)를 원용하여, 연령효과(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와 시간경과 효과(각 시기별 거시경제여건 변화가
전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효과를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석방법은 <참고 3>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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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해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

인구구조 변화

[59.6% → 63.2%] + 3.6%p

=

+1.6%p

+ +2.0%p (男 -1.4%p, 女 +3.4%p)

1989∼2009

[59.6% → 61.0%] + 1.4%p

=

+2.6%p

+ -1.2%p (男 -2.2%p, 女 +1.1%p)

2010∼2017

[61.0% → 63.2%] + 2.2%p

=

-1.0%p

+ +3.2%p (男 +0.8%p, 女 +2.3%p)

1989∼2017

+

연령별·성별 참가율 변화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Ⅲ.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 경제활동참가
율의 추세적 저하

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sation)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
다.14)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고 고숙련

앞서 살펴본 대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활

및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추세적 증가세

중숙련 근로자중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

에 힘입어 상승하였다. 반면 핵심 노동연령층

면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참가율 하락을

을 중심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했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 외에 노동공급

다. 이러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

<그림 8>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어온 현상이며,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에
서도 관찰되고 있다(<그림 8>).12) 다만 우리나
라의 경우 동 연령대 참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소폭 반등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자동차·조선 등의 제조업이 호조를 보였던
데 주로 기인한다.13)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참가율이 추세적
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기술진보 및 글로벌화

자료: 통계청, OECD

12) Council of Economic Advisors(2016)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13) 우리나라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2009년중 3.1%p 하락하며 OECD국가(-3.3%p)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0~2017년중에는 OECD국가(-0.2%p)와 달리 0.8%p 반등하였다.
14) Valletta·Barlow(2018), Council of Economic Advisors(2016), IMF(2018), Aaronson et al.(201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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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추가소득 효과15) 등도 원인으로 거론

하였다.17)

되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평
<그림 9>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중숙련 고용비중1)2)

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중
숙련 일자리가 줄고 고숙련·저숙련 일자리
가 늘어나는 일자리 양극화가 꾸준히 진행되었
다.16) 그리고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중숙
련 일자리 비중과 높은 상관관계(+0.9)를 보
이며 하락하고 있다(<그림 9>).
<표 2> 두 표의 마지막 줄에서 보듯, 우리
나라의 중숙련 고용비중은 1994~2003년중
2.7%p, 2004~2017년중 3.5%p 각각 하락

주: 1) 2004년중 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시계열 단절에도 불구하고 중숙련
비중 추이를 보기 위해 일부 조정(2004년 이후 시기를 5차 분류의 2004년
비중에 6차 분류의 비중 증감을 합산하여 추산)
2) 임금근로자 기준(농림어업·광업 종사자 제외)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표 2>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학력별·숙련그룹별 고용비중 변화
<1994∼2003년>

대졸이상
고졸이하
전
체

고숙련
17.1
7.1
24.2

1994(A)
중숙련
10.0
49.9
60.0

저숙련
1.3
14.5
15.8

고숙련
21.9
4.8
26.7

2003(B)
중숙련
18.0
39.2
57.3

(%, %p)

저숙련
3.4
12.7
16.1

고숙련
4.8
-2.3
2.5

B-A
중숙련
8.0
-10.7
-2.7

고숙련
4.6
-1.2
3.4

B-A
중숙련
10.1
-13.6
-3.5

<2004∼2017년>

대졸이상
고졸이하
전
체

고숙련
19.1
3.1
22.2

2004(A)
중숙련
19.8
39.3
59.1

저숙련
5.2
13.5
18.7

고숙련
23.6
1.9
25.6

2017(B)
중숙련
29.9
25.7
55.5

저숙련
2.0
-1.8
0.2
(%, %p)

저숙련
8.7
10.3
18.9

저숙련
3.5
-3.3
0.2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15) Autor·Duggan(2003),

Kawata·Naganuma(2010, BOJ) 등은 사회보장 강화, 여성의 참가율 상승 등으로 여타 소득원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
의 노동공급 유인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6) 김남주(2015),

Tüzemen(2018) 등을 원용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직업을 고숙련(관리자 및 기술공·준전문가), 중숙련(사무직, 기능원 및 장치·
조립 종사자) 및 저숙련(서비스직, 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4>를 참조하기 바란다.
17) 미국의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도 1996~2016년중 고숙련 및 저숙련 비중이 각각 6.9%p 및 3.8%p 상승한 반면, 중숙련 비중은 10.7%p 하락하였
다(Tüzemen 2018).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과 2004년 표준직업분류 개정으로 특정 직업군의 직업분류가 크게 바뀌었던 점을 반영하여, 1994년
이후를 두 기간(1994~2003년 및 2014~2017년)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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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중숙련 일자리 축소는 두 기

인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기존연구에 의거하

간 모두에서 고졸 이하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

여 숙련도별 일자리 비중 변화를 산업내 요인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진보 등으로 인한 산업내 숙련도별 비중

고졸이하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중숙련 일

변화)과 산업구조 요인(제조업 비중 축소 등 산

자리 비중은 1994~2003년중 10.7%p,

업비중 변화로 인한 숙련도별 비중변화)으로

2004~2017년중 13.6%p 각각 큰 폭 하락하

분해해 보았다(<표 3>).19) 분석결과, 우리나

였다.18) 이는 이들이 중숙련 일자리 감소, 대

라의 일자리 양극화 현상은 과거에는 산업구조

졸 이상 남성의 중숙련 일자리 진입 등으로 일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정형적

부는 저숙련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자신이 보유

업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기술진보20) 등 산

한 기술과의 미스매치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

업내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퇴장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표 3>은 1994~2003년중 핵심 노

그렇다면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난 주된 원

동연령층 남성의 중숙련 일자리 비중 감소

<표 3>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일자리 양극화 요인분해1)
(%p)

<1994∼2003년>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2004∼2017년>
건설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2)

건설업

미국

■산업비중

0.0

-3.9

7.6

-3.8

0.0

0.2

2.8

■고숙련

2.5

0.9

1.6

-0.1

3.4

0.5

2.9

-0.1

10.5

1.8

-0.6

2.7

-0.4

0.5

0.0

0.8

-0.4

2.3

산업구조

-3.2

산업내

0.7

1.5

-1.2

0.3

2.9

0.4

2.1

0.3

8.2

■중숙련

-2.7

-4.6

4.9

-3.1

-3.5

0.2

-1.7

-2.3

-14.2

산업구조

-2.4

-3.1

3.3

-2.5

-0.5

0.2

1.3

-2.1

-4.5

산업내

-0.3

-1.4

1.6

-0.5

-3.1

0.0

-3.0

-0.1

-9.8

■저숙련
산업구조
산업내

0.2

-0.2

1.1

-0.6

0.2

-0.5

1.5

-0.9

3.7

0.6

-0.2

1.6

-0.8

0.0

0.0

0.7

-0.7

2.1

-0.3

0.0

-0.5

0.2

0.2

-0.5

0.9

-0.2

1.6

주: 1) Tüzemen·Willis(2013)에 따라 산업별·숙련그룹별 일자리 비중 변화를 산업구조 요인과 산업내 요인(기술진보)으로 구분
2)1983~2012년중, 25~54세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Tüzemen·Willis(2013)

18) 두 기간 모두에서 고졸이하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비중이 全숙련도에서 떨어졌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 상승이 반영된 결과이다.
19) Tüzemen·Willis(2013)는 숙련도별 일자리 비중 변화를 산업내 요인과 산업구조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20)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기술진보(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란 생산과정의 전산화, 자동화 등으로 주로 정형화된 업무
를 수행하는 중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때 비정형적 인지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고숙련 일자리와 자본재로 대체하기 어려운 비정형
적 육체업무를 담당하는 저숙련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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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p)가 산업구조 변화(-2.4%p)에 주

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

로 기인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글로벌화로 인

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과거에

한 생산설비 해외이전,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

는 핵심 노동연령층의 인구비중 확대 등 인구

등의 산업구조 변화로 중숙련 근로자 의존도

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여

21)

가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비중 이 각각

성 참가율 상승효과에 주로 기인하였던 것으로

3.9%p, 3.8%p 낮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석되었다. 다만 코호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숙련 일자리 비중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 중에서 여성의

그러나 2004~2017년중 중숙련 일자리 비
중 감소(-3.5%p)는 산업내 요인(-3.1%p)에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 세대에 비해 다소 낮아
진 것으로 보인다.

주로 기인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형

한편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적 업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산업내 기술진

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보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자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리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

우리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분석결과 주요

구결과는 서비스업 기술진보가 일자리 양극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숙련

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 사례와도 부합되는 것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양극화가 핵심 노동

이다.

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요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중숙련 근로자중

Ⅳ. 종합평가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핵심 노동연
령층 남성의 참가율 저하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본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전환 등으로 우리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는 과

경제의 향후 노동공급여력에 대한 관심이 높

거에는 글로벌화로 인한 생산설비 해외이전,

아지는 상황에서, 노동공급여력의 또 다른 결

경제의 서비스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크게 기

정요인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그 중에서

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

도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참가율 변화에 주

는 방향으로의 기술진보 등 산업내 요인에 주

목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1)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고용비중으로, 임금근로자 중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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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간 꾸준히
상승했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최근 노
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에서 다소 낮아졌다.
물론 이들 세대의 참가율이 여전히 과거 세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당분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한 제조업 고용비중 축소, 기술혁신 등으로 일
자리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
성이 있다.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 여력이 제약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리스
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선 OECD국가와 비
교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서 기술혁신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는데, 동 과정에서 핵심 노동연령
층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신산
업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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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미 연준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 경제활동 저하’에 주목하는 배경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유휴노동력(slack) 수준은 고용판단지표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
션 압력지표로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 연준은 물가와
고용상황(노동시장내 유휴노동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업률 하락을 노동시장 내 유휴
노동력 감소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통화정책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0%에서 2018년 9월 3.7%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1969년 12
월(3.5%) 이후 최저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실업률이 크게 하락한 현상을 두고,
노동시장내 여력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업률
이 자연실업률 추정치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유휴노동력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22)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미약하고 추가시간 취업희망자
수가 많으므로 여전히 유휴노동력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3)
이러한 견해 차이는 금융위기 이후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 저하현상
의 해석과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차이로 이어진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구조
적 문제로서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낮아진 실제 실업률에 따라 통화정책을 다소 긴
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게 된다(Bullard 2014).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핵심 노
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저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요인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
제 내에 유휴노동력이 여전히 많으며, 경기가 추가로 개선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던 핵심 노
동연령층 남성 중 일부가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다소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Erceg·Levin 2014). 이러한 논란
과 관련하여 Yellen 전 연준의장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현상이 구조적, 경기적 요인 모두에 영향받
았을 것으로 평가하였다(Yellen 2017). 다만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 중 어느 정도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내 유휴노동력을 재평가해나가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 미
 연준은 얼마전까지 자연실업률을 4.5% 내외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실제 실업률이 기존 자연실업률 추정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함에 따라 자
연실업률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3) 이러한

입장에서는 전일 근무를 원하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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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연령별·성별)
(1) (전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참
가율이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참가율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참가율(15세이상)

남자

자료: 통계청,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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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층) 남성은 큰 폭 하락한 반면, 여성은 큰 폭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 OECD

(3)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은 소폭 하락한 반면, 여성은 큰 폭 상승하였다.
핵심 노동연령층(30~54세)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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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년층) 남성과 여성 모두 2000년대 들어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장년층(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 OECD

(5) (고령층) 남성은 소폭 상승하고, 여성은 큰 폭 상승하였다.
고령층(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자료: 통계청,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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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코호트 분석 개요
Kawata·Naganuma(2010, BOJ)를 원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시간경과 효과(time effect), 연령효과(age effect)로 분해하였다. 코호트 효과는
출생연도(5개년)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시간효과는 각 시기별 거시경제여건 변화가 전 연
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효과는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각각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연령 및 시간경과 효과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였다.
코호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종속변수로, 7개 연도, 11개
연령대, 15개 코호트 등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최소자승법(OLS)을 이
용하여 더미변수의 계수들을 추정하였다. (<식 ①>)

······· ①
(변수) 

은 경제활동참가율, 는 각 더미변수의 계수,
는 연령대 더미,

은 연도 더미,

는 코호트 더미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 15~19, 20~24, …, 60~64, 65세 이상
= 출생연도 1921~1925, 1926~1930, …, 1991~1995

단,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은 5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1980년 관측치
는 1980~1984년의 평균치이다. 그리고 1980년, 15~19세, 1921~25년과
1926~30년 출생그룹을 기준그룹(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다.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5-19

시간 효과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코호트
효과

50-54
55-59

연령 효과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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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숙련 그룹별 분류방법
본고는 국내외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직업(occupation)을 고·중·
저숙련의 세 개의 숙련그룹(skill group)으로 분류하였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농림어업, 광업 종사자는 제외하였다.
① 고숙련 그룹
비정형적 認知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포함한다.
② 중숙련 그룹
정형적 인지업무 및 육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무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를 포함한다.
③ 저숙련 그룹
비정형적 육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를 포
함한다. 기존의 해외연구에서는 단순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를 중숙련 그룹으로, 서비스 종
사자를 저숙련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가 서비스직업과 함께 임금분포상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기존연구에
따라 이들을 저숙련 그룹에 포함하였다.

표준직업분류별·숙련그룹별 직업분류 기준
차수

고숙련

4차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기능원,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조립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판매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5차

6차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자료: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를 숙련도별로 자체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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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숙련

저숙련
서비스근로자, 판매 근로자
단순노무직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판매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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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부
진한 가운데 물가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경제구조 변화, 경기상황, 정부정
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일각에서는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로 일컬어지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한 거래 확대도 최근에는 일부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내 온라인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의 온라인거래
확대가 고용 및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등 온라인거래를 통한 소매판매는 2017년중 80조원으로 전체 소
매판매액의 18%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특히 지난 2014년 이후 온라인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2014~17년 소매
판매 증가에 대한 온라인판매의 연평균 기여율이 과거 장기평균(2002~13년) 수준을 4
배 이상 웃돌았다. 2014년 이후 온라인거래의 증가는 ICT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 데 주로 기인
하며, 온라인 유통업체의 프로모션 강화 등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 및 도소매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해 본 결과,
2014년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는 연평균 0.2%p 내외의 하방압력을 발생시
켰으며 취업자수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1.6만명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감안해 볼 때 최근 ICT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대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고용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디지털혁신 가속화로 가계 및 기업의 행태 변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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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글로벌화 진전, 유통구조 혁신 등 공급측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민간소비는 지난 2012∼16년중 평균 증가

보인다.(〈그림 1〉)

율이 2.0%에 머무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

또한 취업자수 증가 규모도 매우 미흡한 수

나, 2017년 하반기중 증가율이 3.0%로 크게

준으로,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주력 산업

높아진 데 이어 금년에도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이 제약되고

지난해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1)

다. 특히 재화소비와 연관이 깊은 소매판매액

이처럼 물가 및 고용과 소비의 움직임 간에

이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평균 4.6%

는 경제 구조적 요인, 경기상황, 정부정책2) 등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괴리 현상이

그런데, 이와 같은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물가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최근의 소

그런데,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아마존 효

비흐름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급격

과”3)로 대변되는 온라인거래 확대가 소비 자체

한 고령화 등으로 수요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물가 및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그림 1〉 소매판매1)2) 및 소비자물가2)

〈그림 2〉 소매판매1)2) 및 취업자수2)

주: 1) 실질 기준 2) 12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주: 1) 실질 기준 2) 12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1) 한국은행은 금년중 민간소비 증가율이 2.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2018.10월 전망)
2) 최근 국내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공공서비스물가 기여도가 낮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품목별 특이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8.11월).
3) “아마존 효과”는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정의된 바는 없으나 관련 업계 등에서는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로 인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이 받는 직접적
영향(The “Amazon effect” refers to the impact created by the online, e-commerce or digital marketplace on the traditional
brick and mortar business model due to the change in shopping patterns, customer expectations and a new competitive
landscape. Investopedia.com 참조)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일부에서는 대규모 온라인 업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 고용
등의 효과까지 통칭하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분석 목적상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아마존 효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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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면서 이러한 현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물가는 온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4) 특히 미 연준,

인에서 거래되는 5개 상품군에 대한 패널 회귀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최근 온라

모형을 구성하여 온라인 상품판매 비중 증가가

인거래 확대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 연준

근원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였

이 최근 개최한 잭슨홀 심포지엄(2018.8월)

다. 고용은 부호제약 구조VAR 모형을 이용하

에서는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한 물가하방 압력

여 온라인 매출액 증가로 인한 도소매업 부문

효과가 논의되었고,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

의 고용감소 효과를 시산하였다.6)

도 아마존 효과가 일본내 근원물가상승률 둔화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온라

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일부에서

인거래와 물가 및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

는 이러한 점이 통화정책 당국의 향후 주요한

행연구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 국내 온라인

당면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5) 인

거래 현황 및 확대 배경을 검토한 후, Ⅳ장에

터넷망, 스마트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

서는 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프라가 보급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활발한 온

하였다.

라인거래 확대가 최근의 물가 및 고용에 일정
한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거
래가 유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편익이

Ⅱ. 기존연구 검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정책당국의 통화정책 운용, 경기활

1. 온라인거래와 물가의 관계

성화 정책 등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최근 전세계적인 상품물가의 낮은 오름세7)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거래 확

를 배경으로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

대가 최근의 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

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

4) Deutche Welle(2018.7.26일)는 전자상거래 확대가 물가상승률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와 실물경기간에 공행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중 하나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Bloomberg(2018.10.2일)는 온라인 판매 증가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매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5) Reuters(2018.6.18일) 기사 인용
6) 고용에 대한 효과는 도소매업 부문으로 국한한 부분 균형분석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한 오프라인 도소매업 매출 감소 효과
가 유발하는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고용효과는 고용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주요국의 상품 근원물가상승률(식료품, 에너지 제외)을 보면 미국은 2013년 0.0%에서 2017년 –0.7%로, 유로지역은 동 기간중 0.6%에서 0.4%
로, 한국은 1.5%에서 0.5%로 하락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3년 –0.9%에서 2017년 –0.4%로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0%를 하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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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0.00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Cavallo(2017·2018)가 온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선행연구의 흐름에 나

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데이

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

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가격결정방식 변화

치는 효과를 보다 정합성있게 분석할 수 있는

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패널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Goldman Sachs(2017)는 세부 품목(서비
스 포함)의 온라인판매 비중을 이용한 패널분

2. 온라인거래와 고용의 관계

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6~17년중 근
원 PCE 상승률이 연평균 0.1%p 낮아진 것
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의 경우 European

온라인거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 국내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Commission(2014)이 온라인거래 확대로

우선 해외 연구중에는 본고의 주제와 다소

2010~15년중 상품가격이 약 0.5%p 하락

관련성이 있는 연구로 Biagi & Falk(2017)

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ECB(2017)는 유로

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원관리(ERP) 전산

지역의 국가별 인터넷 가격검색 자료를 활용

화, 모바일 인터넷 보급, E-commerce 활

하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였

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ICT 활용도 지표

다. 일본의 경우 河田皓史 외(2018)가 일본

를 이용한 기업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ICT가

내 9개 지역별 온라인 판매비중을 이용한 패널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중립적이라고 주장하

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해 일본의 근

였다. 그러나, 동 분석은 ICT 활용도 지표에

원물가상승률이 2017년중 0.1~0.2%p 낮

E-commerce가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데 그

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

쳐 온라인거래의 효과만을 식별한 것이 아니라

우 Charbonneau 외(2017)의 분석에 따르

는 한계가 있다.

면 온라인-오프라인간 가격차이가 작고, 온

한편 국내에서는 김상봉 외(2012) 등 일

라인판매 비중도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인플

부 연구에서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온라인 쇼

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핑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그

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이정희 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

(2009), 황성혁 외(2014) 등이 있는데, 각각

한 분석방법은 온라인 매출 증가액을 투입-

VECM,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판

산출표에서 유도되는 취업유발계수에 단순 적

매액 1% 증가시 소비자물가는 각각 0.014%,

용하여 시산한 것으로서, 온라인 매출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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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출 등과 같은 경제내 여타 주요 거

Ⅲ. 온라인거래 현황 및 확대 배경

시변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시스템을
이루는 경제내에서 한 거시변수의 변화는 여타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판매 총액은 80.0

거시변수의 변동을 내생적으로 유발한다는 점

조원으로 전체 소매판매 규모(440.1조원) 대

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시산결과

비 약 18.2%에 달하였다8).(〈그림 3〉) 우리나

는 온라인거래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라의 온라인거래는 지난 2013년 이후 빠르게

포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가하면서 소매판매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 방

지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 증가에 대한 온라

법론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거래와 관련

인판매 기여율은 2014∼17년 평균 83.9%

한 구조적 충격을 식별한 후, 이에 따른 충격

로, 장기평균(2002∼13년) 19.6%에 비해 4

변화가 내생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배 정도 증가하였다.(〈그림 4〉)

추정하는 구조VAR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그림 3〉 온라인판매 규모

주: 1) 총 소매판매액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그림 4〉 소매판매 증가 기여도

자료: 자체 시산

8)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공식 통계로는 통계청 “서비스동향조사”의 무점포 소매판매금액과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온라인쇼핑금액이 발표되고 있다. 본절
에서는 온라인판매의 현황 분석을 위하여 무점포 소매판매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여행·교통 서비스, 문화·레저 서비스, e쿠폰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를 활용하였다. 다만 온라인쇼핑동향조사는 표본개편 등으로 2017년 이후 통계상 시계열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 변화
파악을 위하여 보다 긴 시계열이 확보 가능한 표본개편 이전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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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이 크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모바일쇼핑 비중이 전체

이다. 지난해 총 소매판매 대비 온라인판매 비

온라인판매의 절반(49.7%) 수준까지 상승하

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영국 등과 함께

였다.(〈그림 5〉)

온라인거래를 이용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면, 의류, 가전과 함께 생활·식
품 관련 상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비스 판매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등

중국
온라인
판매

영국

한국

미국

독일

일본

23.1 19.1 18.2

9.0

7.9

7.4

주: 1) 총 소매판매 대비 비중(%)
자료: Statista(2017년 기준)

온라인거래 품목이 다양화되는 모습이다.(〈그
림 6〉)
한편 온라인거래를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도
빠르게 증가11)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주체

사업형태별로는 2014년을 전후9)로 스마트

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미국, EU,

폰 보급률 상승, 온라인판매 업체 프로모션 강

중국 및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입하

화10) 등으로 모바일쇼핑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그림 5〉 최근 사업형태1)별 온라인판매 비중

주: 1) 인터넷쇼핑, 카달로그, TV홈쇼핑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6〉 온라인쇼핑1) 상품별 판매 기여도2)

주: 1)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는 제외
2) 경상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9) 추세 전환시점 분석 결과 온라인거래액 추세 증가세는 2014.3/4~15.1/4분기중 큰 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10) 위메프,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 커머스 업체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무료배송, 최저가격 보장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 해외 직접구매는 2016.2/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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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 국가별 해외 직접구매 비중

자료: 통계청

온라인거래의 확대는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

〈그림 8〉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9> 연령대별 온라인쇼핑 이용 비율

자의 구매비용 감소 및 거래편의 증가와 상품
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시장확대 유인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ICT기술의 진보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12)하면
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
로 상승하였으며 ‘간편결제서비스’ 개발13) 등으
로 온라인결제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활

주: 1) 10대는 12~19세 기준
자료: 통계청

발한 모바일 거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림 8〉) 이에 따라 ICT기술에 익숙한 청년
층 및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이 활성
화되는 모습이다.(〈그림 9〉)

12) 미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2018.6월) 우리나라는 높은 소득 및 ICT 기술력 등에 힘입어 스마트폰 보급률이 주요 37개국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3) 간편결제서비스란

공인인증서 대신에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 서비스로, 동 서비스 이용실적은 지난 2016.1/4분기 일평
균 135억원 → 2018.2/4분기 1,174억원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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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급효과 분석

있다.(〈그림 10〉) (〈그림 11〉) 서비스의 경우
에는 온라인거래가 빠르게 확대14)되고 있으나

1. 물가에 대한 영향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형태(O2O, Online
to Offline)가 많은 데다, 지리적인 제약도

(온라인거래와 물가의 관계)

있어 경쟁경로를 통한 물가하방압력이 상품

온라인거래 확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효과(전환경로)와 가

와 같은 온라인거래 증가 추세 및 물가에 미치

격투명성 확대,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오

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도 2015년 소

프라인 유통업체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경쟁

비자물가 기준년도 개편시 온라인가격을 반

경로)를 통해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영하는 조사품목을 확대(10년 7.7% → 15년

(Charbonneau 외(2017))

15.5%, 공업제품 기준)한 바 있다.15)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이후 모바일거
래를 중심으로 온라인판매 비중이 빠르게 증

(모형 설정 및 추정결과 분석)

가하고 있어 상품물가를 중심으로 근원인플

온라인거래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레이션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을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개별 상품군의

〈그림 10〉 온라인 상품판매 비중 및 상품 근원인플레이션1)

〈그림 11〉 근원인플레이션1) 품목별 기여도

주: 1)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015년은 담배세 인상효과 제외
자료: 통계청, 자체계산

주: 1)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015년은 담배세 인상효과 제외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14)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여행·교통·문화·레저·음식서비스 등)거래 증가율은 2018.1~9월중 29%로 온라인 상품판매 증가율(19%)을 상회하였으
며, 전체 온라인거래 중 비중은 2018.1~9월중 24%를 기록하였다.
15) 주요국

중 미국, 영국, 일본의 통계기관은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시 온라인가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온라인가격의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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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패널 회귀모형 설정
∆CPIi,t = α ∆Onlinei,t + β ∆CPIi,t-1 + γGapt + δ∆EXRt-1 + θi + εi,t
단, ∆CPIi,t = 상품군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Onlinei,t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판매액 비중 증감(전년동기비)
Gapt = GDP갭률
∆EXRt = 원/달러환율 변동률(전년동기비)
θi = 횡단면효과(Individual Effect)

고유한 속성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참고 1〉

온라인판매 비중 증감, GDP갭률, 환율변동

과 같이 패널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

률(전년동기비)을 이용하였다.

다.16) 분석자료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5개

추정 결과, 온라인 상품판매 비중이 1%p

상품군17)의 2007.1/4∼2017.4/4분기중18)

상승시 당해년도 상품물가 상승률은 0.08%∼

물가상승률 및 온라인판매 비중19)을 대상으로

0.1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설

하였고, 상품군별 물가상승률 수준 차이(횡단

명변수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은 상품물가

면 효과)를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20)으로 추

의 유의한 상승요인이었으나 GDP갭률의 영향

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각 상품군별 소비자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을, 설명변수는 전분

동 탄성치를 적용하여 근원인플레이션에

기의 상품군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상품군별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보면, 온라인 상품판매

16) 구체적인

패널모형 설정은 河田皓史 외(2018), Goldman Sachs(2017)의 분석 방법을 참고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설명하는 변수중 GDP갭률 계
수가 품목별로 동일한 모형과 상이한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17)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상 22개 품목(2017년 표본개편전 기준)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5개 상품군(서적·문구, 화장품, 의류·신발·가방, 가
전·IT기기, 레저·취미용품 등)으로 재분류하였고, 서비스품목의 경우 품목분류가 2개로 별도의 패널모형 설정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8)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가 표본개편으로 2017년 전후로 시계열의 단절이 발생하여 표본개편 이전 시계열인 2017년까지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19) 소비자물가, 소매판매액, 온라인쇼핑 통계의 분류가 서로 상이하여 각 통계의 세부 품목 자료를 5개 상품군 기준으로 합산 또는 가중평균하였다.
20)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횡단면 효과(Individual effect)를 나타내는 변수(θi )와 여타 설명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
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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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1%p 상승시 당해연도 근원인플레이션율

2. 고용에 대한 영향

은 0.02∼0.03%p(상품물가 하락률 0.08%p
∼0.10%p×근원물가중 상품비중 28%) 하락

(온라인거래와 고용의 관계)

한다. 또한 그간의 온라인 상품판매 비중 확대

본고에서는 온라인거래가 도소매업 매출을

로 인한 최근(2014∼17년중) 근원인플레이션

매개로 도소매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율 하락효과는 연평균 0.2%p 내외로 시산되

로 보았다. 즉, 「온라인거래 확대 → 도소매업

었다.21) 다만 이러한 시산 결과는 분석에 사용

매출 → 도소매업 부문 고용 감소」의 경로가

된 상품군별 자료의 제약

22)

등으로 추정의 불

작동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점포 판매, 오프라인

확실성이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매 및 도소매업 취업자수의 관계를 중심으
〈표 1〉 추정결과
변수명(계수)
온라인판매 비중(α)

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무점포판매 및 슈

모형 1

모형 2

퍼·잡화 판매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0.08*

-0.10**

12〉과 같다.23) 분석대상 기간중 무점포 판매

자기시차(β)

0.84***

GDP갭률(γ)

0.01

0.73***
–

는 높은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기준)을 지속한
반면 오프라인 판매는 증가세가 정체된 모습을

(가전·IT기기)

–

-0.17

(서적·문구)

–

0.15

(의류·신발·가방)

–

0.14

(레저·취미용품)

–

-0.23

–

0.07

(화장품 등)
환율(δ)
상수
2

R

0.04***

0.04***

0.44***

0.50***

0.85

0.87

주: 1) 모형2는 GDP갭률 계수(γ)을 상품군별로 다르게 설정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지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 업
체 매출 증가는 오프라인 업체 매출을 대체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업 취업자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24)가 나타나는

21) 동
 모형에서는 설명변수로 전기(t-1)의 물가상승률이 들어가므로 온라인판매 확대로 인한 특정시점에서의 물가하락효과를 시산하기 위해서는 당기(t)
의 온라인판매 비중 증가 효과 뿐 아니라 과거 발생했던 온라인판매 비중 증가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과거 발생했던 온라인비중 증가 효과는 매
기간 경과시마다 자기시차계수(α=0.7~0.8)만큼 약화되며, 최근 4년내 온라인비중 증가의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모형의

설명변수중 품목별 온라인판매 비중 대신에 품목별 온라인판매액 증가율을 이용하고 분석기간을 최근 기간인 2015년 이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좀 더 세분화된 품목(19개 품목, 식료품 및 서비스 포함)을 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까지 포함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
인판매 증가로 인해 2014∼17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6%p 하락한 것으로 추산되어 본문의 결과(동 기간중 근원인플레이션 0.2%p 하락)와 비
슷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Ⅲ장에서

살펴본 온라인쇼핑동향 조사 통계는 계열 단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라인판매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무점포판매(인터넷, 홈쇼핑
및 방문판매 포함) 통계를 이용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소매판매 자료는 업태별 소매판매 통계중 백화점, 마트, 전문소매점 및 슈퍼·잡화점의 판매액을
합하여 구하였다.
24) 2014.1/4~18.2/4분기중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업 취업자수 증가율간 상관계수는 -0.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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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무점포 및 오프라인 판매

〈그림 13〉 무점포 판매 및 도소매업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순차적 관계를 종합하

이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

면 온라인판매 증가는 도소매업 매출 감소를

과를 3변수 부호제약 구조VAR 모형을 이용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도소매업 고용여건을

하여 추정하였다.25) 26)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악화시키는 대체효과가 작용하고 있을 소지가

GDP성장률, 무점포판매 증가율, 오프라인

큰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 증가율27) 등 3개 자료이며 분석대상 기간
은 분석시점 현재 통계청의 업태별 자료를 이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

용할 수 있는 기간인 2011.1/4∼18.2/4로

고용효과는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다

설정하였다. 아울러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은

음의 순차적 단계를 거쳐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BOKX13을 이용하여 계절성을 제거하였으

우선, 온라인판매 확대로 오프라인 매출액

며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경상가격을 기준

25)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산함에 있어 앞절의 물가에 대한 효과분석에서 이용한 바와 같이 패널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부문간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할
수 있어 추정에 정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시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도소매업
에 종사하는 각 업체별 온-오프라인 판매, 피고용자수 등의 패널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 패널분석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
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Ⅲ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상품에서 온라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 상품군의 고유
속성을 감안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라는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도소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26) 구조VAR

모형의 변수로는 고용변수(취업자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의 매출액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본
문에서 밝혔듯이 본 절의 목적은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구분하여 이러한 대체효과로 인해 유발되는 도소매업 부문의 고용
효과를 추산하는 데 있다. 그런데, 모형에 바로 취업자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충격에 의한 대체효과 이외에도 여타 효과가 결합하여 대체효
과만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 즉, 본문에 후술하는 것처럼 온라인 판매는 도소매업 부문의 ICT, 및 물류관련 업무 분야에서 신규 인력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대체효과와 결합되어 대체효과만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부호제약(sign restriction) 구조VAR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27) 업태별 소매판매액 자료중 백화점, 마트, 전문소매점 및 슈퍼·잡화점의 판매액을 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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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였다.28)

시산결과, 2014년 이후 온라인거래 확대에

추정결과, 온라인판매 증가율을 1%p 증가

따른 오프라인 판매 대체효과로 도소매업 부문

시키는 충격은 당분기에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

의 취업자수가 연평균 약 1.6만명 정도 감소한

을 약 0.7%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림 14〉).

다만,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매출이 고용 전

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온라

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

인 거래액 증가 추세가 확대된 2014년말 이후

프라인 매출이 줄어들면서 초래한 도소매업의

오프라인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약 1.6%p

고용감소 효과만을 시산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진행된 관

한편 이와 같은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 감소

련 산업부문의 구조 변화29) 등으로 도소매업

폭을 경상금액으로 환산한 후, 투입-산출표

부문의 취업유발계수가 변화했을 가능성 등을

(2014년 기준)에서 유도되는 도소매업 취업유

감안할 때 고용감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

발계수(십억원당 21명)를 적용하여 취업자수

재한다.

감소 효과를 시산하였다.

<그림 14> 온라인판매 충격에 대한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의 반응곡선

주: 1) 점선은 ±95%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그림 15>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 요인별 분해

자료: 자체 추정

28) 투입-산출표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판매 증가에 의한 오프라인 판매 감소 효과도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될
필요가 있다.
29) 종전의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이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리테일테크(쇼핑, 결제 및 물류 등의 판매활동 전 과정에 고객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
용한 ICT 기술)를 활용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Weekly KDB report, 2018.7월). 이와 같은 오프라인 판매 업체의 경영전략은 단위 매출액당 신
규 고용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도소매업 부문의 취업 유발계수 약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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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다만, 패널분석을 이용한 물가에 대한 효
과 추정은 자료 제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

본 연구는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한 경제적

로 추후 보다 방대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정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교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효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량적

과 분석은 미시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여 추정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과의 정합성이 제약될 여지가 있으며, 아울러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온라인 거래 확대가 고용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술 발전에 따

ICT, 물류 부문 등에서 창출되는 신규 고용을

른 거래 편의성 증대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빠

모두 감안하여 추정될 필요가 있어 동 분석을

르게 늘어나며 물가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통해 고용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예단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거래 확대는 물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측면에서는 가격 투명성 및 기업간 경쟁 확대

향후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온라인 중심

등을 통해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

의 가계소비 행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는 한편, 고용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도소매업

기업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이용한 성장전략30)

의 매출을 대체함으로써 도소매업 부문 고용에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

부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

났다.

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면밀

실증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4∼

한 모니터링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

17년중 근원인플레이션에 연평균 0.2%p 내

다. 예컨대, Billion Prices Project31)와 같

외의 하방압력이 발생하였으며, 동 기간중 온

이 가계 및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지표를 발굴

라인거래의 대체효과로 도소매업 부문 취업자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축적함으로써

수는 연평균 약 1.6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경기 모니터링을 보다 정교화하는 노력을 기울

추정되었다.

일 수 있을 것이다.

30) 온라인거래

비중 확대 전략 등으로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의 온라인 매출은 ‘12년 1.0조원 → ’17년 1.9조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7.6).
31) MIT와

Harvard는 미시적 수준에서 온라인판매 가격변화 행태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60여개국 1,000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업체의 일별 가격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Billion Prices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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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온라인거래 추세 분석*
*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erbesselt et al.(2010) 및 김철현, 박광수(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온라인거래의 추세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격탐사(Remote sensing) 분야에서 활
용되는 BFAST(Break For Additive Seasonality and Trend) 기법을 활용하여 추
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계열 Yt는 다음과 같이 추세 Tt, 계절요인 St, 불규칙요인 et 로 분해 가능하다.
Yt = Tt + St + et
시계열의 추세 Tt는 시점

에서 분절이 나타나고, 각 기간
내에는 다음과 같은 선형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Tt = αj + βjt

마찬가지로 시계열의 계절요인 St는 시점

에서 분절이 나타나고, 각 기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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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추세 및 계절요인의 구조변화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시계열에
서 구조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OLS-MOSUM(MOving SUM) 검정을 통해 확인
한 후, AIC(Bai and Perron, 2003) 또는 BIC(Zeileis and Kleiber, 2005) 기준
을 바탕으로 최적 구조변화의 시점 및 횟수를 결정한다. 이후 계절요인의 초기값

을

STL(Seasonal-Trend decomposition using LOESS)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뒤, 다음과 같은 반복과정을 통해 추세변화의 빈도, 시점, 순환요인, 추세 등을 추정할
수 있다.

① OLS-MOSUM 검정결과 추세에 구조변화가 존재한다면 계절조정된 시계열
로부터 변화시점 (
② 추세의 계수

)이 추정된다.
는 M-추정 기반 로버스트 선형회귀를 통해

함으로써 추정 가능하고, 추세의 추정치

식을 추정

가 계산 가능하다.

③ OLS-MOSUM 검정결과 계절요인에 구조변화가 존재한다면 추세가 제거된 시계열
로부터 구조변화 시점 (
④ 계절요인 계수

)이 추정된다.

는 M-추정 기반 로버스트 선형회귀를 통해

식을 추정함으로써 추정가능하고, 새로운 계절요인 추정치
계산 가능하다.
⑤ 위 과정을 추세의 변화시점과 빈도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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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분석 결과 우리나라 온라인 거래는 95% 신뢰구간에서 ‘14.3/4∼’15.1/4분기중
급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표적인 오프라인 소매업체인 슈퍼 및 잡화점 판매는 ‘10
년 이후 추세의 변화없이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거래액 추세 분석

슈퍼 및 잡화점 판매액 추세 분석

주: [ ] 는 추세변화 시점에 대한 95% 신뢰구간
자료: 통계청,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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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용효과 분석 모형
온라인거래의 확대가 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
호제약32) 구조VAR(2) 모형을 설정하였다. (GDP, 오프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로 구성
된 3변수 구조VAR 모형33)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매판매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여
다음 (1)식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논의의 편의상 상수항 벡터는 제외하였다). 식 (1)
은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고 있는데,

는 소득충격,

는 오프라인 판매 충격,

는 온라인 판매 충격을 각각 나타낸다.

<구조식>

………… (1)
,

단,

: GDP 증가율(YoY),

,
: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YoY),

: 온라인 판매 증가율(YoY), Ω : 대각행렬

한편, 식 (1)은 다음과 같은 축약식(reduced form) (2)로 표현할 수 있다.

<축약식>
단,

………… (2)
,
: 축약식 계수행렬(

,

,
), Σ : 분산-공분산 행렬

32) Kilian

& Lütkepohl(2016)은 이론적·실증적으로 충격에 대한 내생변수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을 때 부호제약을 이용하면 구조적충격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식별 가능한 충격의 개수가 내생변수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도 부분식별(partial identification)을 통해 관심대상인 구조적 충격
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본고의 관심대상은 온라인거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의 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구조적 충격은 본고의 분석대상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구조VAR 충격에 대한 부분식별의 필요성이 높다.
33) (소득, 소비)로 구성된 단순한 2변수 VAR모형에서 소비를 오프라인 소비 및 온라인 소비로 나누면 본문의 3변수 VAR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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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식 (2)의 innovation 벡터로부터 구조식 (1)의 구조적 충격 벡터를 식별해내
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축약식의 분산-공분산 행렬(Σ)을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하면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
단,

: upper-triangular 행렬

그런데, 식 (3)은 QR 분해를 이용하면 다시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4)
단,

이고

: non-triangular 행렬

식 (3)과 (4)를 종합하면 구조식 계수행렬(

)은 다음 식 (5)와 같이 식별될 수 있는

데, 이는 구조적 충격에 대한 내생변수의 충격반응 크기 및 부호를 나타내는 승수행렬
(Multiplier Matrix)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 (5)

단, M : 승수행렬(Multipliermatrix)

Bank of Korea 221

2018 BOK 이슈노트

본 모형에서는 식 (5)의 관계를 이용하여 승수행렬의 부호를 식 (6)과 같이 제약하였다.
동 제약은 온라인 판매를 늘리는 구조적 충격이 오프라인 판매는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34) 따라서, 본고의 분석 관심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반응이 모
호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식별을 하지 않았다(agnostic identification).
따라서, 동 모형은 부분 식별(partially identified) 모형에 해당한다.

………… (6)

단, + : 양의 충격반응, - : 음의 충격반응, ? : 무제약을 각각 나타냄

제약의 주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변수는 소득충격에 대하여 양(+)의 반응을 보인다.(승수행렬 1열)
② 온라인판매 충격에 대하여 오프라인 판매는 감소하는 반면 GDP는 증가한다.(승수
행렬 3열)

한편 부호제약 구조VAR 모형의 추정을 위한 알고리듬은 Rubio-Ramirez,
Waggoner and Zha(2010) 방식35)을 사용하였다.

34) 충격반응 제약의 시점은 모든 내생변수에 대해 당기 충격반응을 기준으로 부여하였다.
35) 동
 알고리듬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TEP1: 축약식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추정한다. STEP2: ∑를 촐레스키 분해하여 ∑=PP ′를 구한
다. STEP3: QR 분해를 이용하여 ΛΛ′=I 를 구한다. STEP4: A-1
0 =PΛ를 이용하여 충격반응을 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ubio-Ramirez 외
(201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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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패널회귀모형을 활용한 물가효과 강건성 검정
온라인거래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본문과 별도의 패널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건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횡단면(cross-section)은 상품군별로 나뉘며 시계열 자료는 2015.2/4
∼18.2/4분기중 기간으로 구성된 균형패널(Strongly Balanced Panel)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각 품목군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였고, 설명변수로는 온라인판매 증
가율, GDP갭률, 각 품목군별 온라인판매 순환요인, 종속변수의 자기시차를 이용하였다.

단,

= 상품군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 상품군별 온라인판매액 증가율,

=

갭률

= 상품군별

온라인판매액의 순환요인
= 횡단면 효과(Individual Effect)
= 고유오차(Idiosyncratic Errors)

주요 설명변수의 사전적 부호를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증가율이 물가하방 압력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정계수( )는 음(-)의 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 GDP갭률은 경제내 공통으로 작용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포착하는 변수로서 추정계수
( )는 양(+)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품목군별 순환요인은 개별 상품군의 수
급여건을 반영한 해당 품목군의 고유한 물가상승 압력을 포착하는 변수로서 추정계수
( )는 양(+)의 값이 예상된다. 끝으로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높은 지속성(persistence)을
나타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종속변수의 자기시차 추정계수( )도 양(+)의 부호를 보일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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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횡단면 자료는 통계청에서 온라인 통계가 제공되는 19개 품목군(서비스포함)으로
선정하였으며, 19개 품목군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별도로 편제되지 않아 개별 품목 소비
자물가상승률중 19개 품목군에 포함되는 개별 품목을 선정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자체
추산하였다.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횡단면 효과(Individual effect)를 나타내는
“변수

와 여타 설명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

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비교가능성 등을 위하여 동 모형
에 대한 추정뿐만 아니라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를 포함하는 모형 및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아래 표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증가율은 “모형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의 부호도 경제적 직관에 의한 선험적 추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패널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온라인판매 증가율이 1%p 증가
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에는 해당 분기에 약 0.04%p 정도 하방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 패널 회귀모형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로 온라인 판매 증가율 변화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미친 효과를 시산해 보았는데, 온라인 판매 확대는 2014∼17년중 물가상
승률을 0.16%p 하락시킨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본문의 추산결과인 연간 0.2%p와
비슷한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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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Dependent
Variable:
∆CPI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CPI (-1)

0.6162***
(0.000)

0.6108***
(0.000)

0.5503***
(0.000)

0.5558***
(0.000)

0.5447***
(0.000)

0.6980***
(0.000)

∆CPI (-2)

-

-

0.1213**
(0.023)

0.1203**
(0.024)

0.1135*
(0.050)

-

∆Online

-0.0420***
(0.003)

-

-

-0.0222
(0.211)

-0.0202
(0.295)

-0.0287***
(0.008)

∆Online (-1)

-

-0.03312*
(0.051)

-0.0309
(0.117)

-

∆Online (-2)

-

-

-

-

-0.0089
(0.577)

-

Gap

-

-

-

-

0.0007
(0.892)

-

Gap (-1)

-0.0019
(0.668)

-0.0013
(0.770)

-0.0013
(0.775)

-0.0011
(0.801)

-0.0023
(0.621)

-0.0027
(0.559)

Dpress

-

-

-

-

0.0075
(0.578)

-

Dpress (-1)

0.0098
(0.407)

0.0216*
(0.095)

0.0235*
(0.067)

0.0214*
(0.098)

0.0231*
(0.090)

0.0032
(0.792)

Constant

0.0134***
(0.000)

0.0135***
(0.000)

0.0134***
(0.000)

0.0152***
(0.000)

0.0165***
(0.000)

0.0097***
(0.000)

0.4461
0.8587
0.5663

0.4496
0.8705
0.5729

0.4623
0.8615
0.5854

0.4661
0.8343
0.5808

0.4328
0.7889
0.5371

0.4423
0.8959
0.5718

R2

Within
Between
Overall

-0.0429*** -0.0461***
(0.002)
(0.001)

주: 1) ( ) 내의 숫자는 각 계수의 p값.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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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활용한
고용효과 강건성 검정
부호제약 VAR를 통해 추정된 고용효과에 대한 강건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동태요인모형을
구성하여 온라인 판매의 대체효과 및 그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동태요인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증가율
의 변동을 추동하는 공통요인은 단일 요인으로서 경기요인(business cycle)만 존재한다. 둘
째 장기평균 증가율을 추세증가율로 간주한다. 셋째 오프라인 증가율 변동 중 추세요인 및 경
기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즉, 고유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에
온라인 판매에 의한 오프라인 판매 감소의 대체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 동태요인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Factor 모형)
………(Factor AR 모형)
단,

,
,

: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

: 온라인 판매 증가율

: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 고유오차,

: 공통요인(factor),

: (1×2) 적재벡터(loading vector),

: Factor AR 모형의 계수,

추정결과,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

,
오프라인판매 증가율 요인별 분해

온라인 판매는 2014년 이후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을 연평균 2.0%p 하락시켰으며, 연
간 약 2.0만명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문에서 제시된 온라인
판매 증가에 의한 취업자수 감소 효과(연간
–1.6만명)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나 본문의 추산 결과에 강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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