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부채 현황
1)
＊

＊＊

이현진 , 이혜민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 자본이동은 잔액 측면에서 국제투자대조표(IIP)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대외금융자산·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
승세를 보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상승세를 멈춘 모습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자본의
이동성이 낮은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국가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 부채는 총액 측면에서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GDP 대
비로는 신흥국 평균 수준이다. 자산의 구성면에서는 증권투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의 구성면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증권투자 비중이 글로
벌 평균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자국통화표시 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에서 증권투자 비중 상승은 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중 외국인의 지분증권투자와 원화표시 비중 상승은 유동성리스
크를 감소시키지만 제한적 상황하에서는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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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세계경제는 과거 수십년간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뿐만 아니라 자본이동의 확대로 점차
금융연계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각국의 경제개방과 금융자유화
로, 2000년대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유로지역의 금융통합으로 국가간 자본의 이
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국제적인 자본이동 확대는 투자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긍
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국 금융의 상호
연계성 확대가 오히려 경제의 변동성과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의 전이를 가속화할 수 있
다는 우려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여건에서 우리나라도 금융자유화, 외환자유화와 IT기술의 발달로
점차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국제자본 이동은 일반적
으로 유량(flow) 통계인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잔액(stock)
은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부채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2000년 이후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과 부채의 잔액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과 우리나라의 변화
를 비교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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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대외금융자산 ․ 부채 현황

글로벌 대외금융자산 ․ 부채1)2)는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정체 상태
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금융자산 ․ 부채가 정체를 보이는 것
은 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등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선진국과 신흥국3)의 공통된 현상이다. 선진국은 2000년 명목 GDP
와 비슷한 수준에서 2007년 명목 GDP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외금융자산 ․ 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신흥국도 2000년 명목
GDP대비 20% 내외에서 2007년 50%대로 상승한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선
진국4)이 글로벌 대외금융자산 ․ 부채 중 약 88%5)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흐름은 선진국이
좌우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GDP대비 대외금융자산 ․ 부채

자료: IMF BOP, WEO databas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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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 그룹별 GDP대비 대외금융자산 ․ 부채

자료: IMF BOP, WEO database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GDP대비 대외금융자산·부채를 의미한다.
글로벌 수준에서 자산과 부채는 규모가 동일하게 된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구분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4월)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글로벌 GDP(2016년 기준)에서 선진국, 신흥국 비중은 각각 61.2%, 38.8%이다.(IMF WEO database, 2018.4월)
글로벌 대외금융자산 ․ 부채에서 선진국 비중(2016년 기준)은 각각 88.1%, 87.6%이다.(IMF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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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외금융자산의 구성6) 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타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다.
직접투자는 2007년에는 세계GDP 대비 45.3%로 기타투자(57.1%)에 비해 작은 규모였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6년말에는 세계GDP 대비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투자(부채)와 준비자산은 위기 완화 지표로 평가7)되고 있어 직접투자의 꾸준한
증가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리스크 완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세계GDP 대비 57.1%로 대외금융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6년말에는 40.4%로 하락하였다. 은행대출 중심의 기타투
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크게 감소한 이후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태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유럽계 은행이 해외자산을 축소8)한 영
향이 크게 나타났다9).
이처럼 글로벌 대외금융자산 ․ 부채에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직접투자가 증가
하고 단기자금 성격이 강한 기타투자가 감소한 것은 국가간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

글로벌 GDP대비 대외금융자산

자료: IMF BOP, WEO database

<그림 4>

글로벌 자금흐름(부채, flow)

자료: IMF BOP database

6) 글로벌 대외금융자산과 부채는 거래의 상호성으로 인해 항상 일치하여야 하나 통계작성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실제는 어느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7) Catão and Milesi-Ferretti(2014)
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대형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출자 등 자
기자본 규모를 직접 확대하기 보다는 해외대출 축소 등 총자산 감소로 대응하였다(BIS, 2017)
9) McKinsey 2013, BIS 2017, and McQuad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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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 부채 현황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는(2016년 기준) GDP대비 각각 88.0%, 68.3%로 선진국
(각각 258.6%, 263.6%)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각각 55.1%, 58.6%)과 비슷
한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과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나타낸다. 금융위기 이후 대외금융부채는 신흥국과 비슷하게 정체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대외금융자산은 증가세가 멈춘 신흥국과 달리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해외투자 여력이
신흥국에 비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그림 6>

대외금융자산 국제비교

자료: IMF BOP database, 한국은행

대외금융부채 국제비교

자료: IMF BOP database, 한국은행

대외금융자산과 부채를 투자형태별로 보면 자산에서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증가하고
부채에서는 지분증권이 주로 증가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자산 측면에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준비자산과 기타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직접투자, 지분증권 및 부채성증권의 GDP 대비 비율은 2007년에 각
각 6.7%, 9.3%, 4.8%에서 2017년에 각각 23.2%, 16.4%, 11.1%로 상승하였다. 대외금융자산에
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2016년 기준)을 보면 지분증권은 글로벌 평균과 거의 비슷하며, 직
접투자는 다소 낮은 편이나 준비자산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10). 우리나라의 대
10) 부채성증권의 비중은 글로벌 평균을 소폭 하회하고 있지만 자산의 성격이 비슷한 준비자산과의 합으로 보
면 글로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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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산 구성은 과거 준비자산 중심에서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증가로 점차 다양해지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산구성이 다양해지고 증권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유사시
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구성

주: 1) 파생금융상품 제외
자료: 한국은행

<그림 8>
1)

대외금융자산 구성 비교(2016년)

자료: IMF BOP database, 한국은행

다음으로 부채 측면에서는 지분증권만 빠르게 증가했고 나머지는 대체로 정체하는 모습
을 보였다. 지분증권의 GDP 대비 비율은 2007년 28.5%에서 2017년 36.9%로 상승하였다. 대외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2016년 기준)을 보면 지분증권은 39.8%로 글로벌 평균(17.7%)
의 2배를 상회11)하는 한편 다른 항목은 글로벌 평균을 하회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의 대외금융부채에서 지분증권의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에 따른 주가상승, 원화절상 추세 등으로 평가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1) 명목 GDP 대비 지분증권(부채)의 비율은 2016년말 기준 27.3%로 G20의 중위값(24.0%)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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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림 10>

대외금융부채 구성

1)

주: 1) 파생금융상품 제외
자료: 한국은행

대외금융부채 구성 비교(2016년)

자료: IMF BOP database

통화 측면에서는 대외금융자산12)중 달러화표시 자산의 비중이 약 60%로 높은데 반해 대
외금융부채에서는 원화표시 부채의 비중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높다.
대외금융자산을 통화별로 보면 증권투자에서는 달러화표시 자산의 비중이 2007년 49.7%
에서 2017년 67.1%로 상승하였다. 기타투자에서는 달러화표시 자산의 비중이 2007년 77.1%
이었는데 2017년에도 77.1%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

통화별 대외금융자산 ․ 부채 1)

주: 1) 2017년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준비자산 제외,
( )안은 대외금융자산․부채 내에서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증권 ․ 기타투자 중 미달러화 비중

자료: 한국은행

12) 준비자산의 통화구성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준비자산을 제외하고 통화구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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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금융부채를 통화별로 보면 지분증권과 부채성증권을 중심으로 원화표시 부채 비중
이 2007년 58.4%에서 2017년 72.5%로 상승하였다. 지분증권과 부채성증권중 원화표시 비중
은 2007년에 각각 87.7%, 31.5%에서 2017년에 각각 95.4%, 44.4%로 상승하였다. 원화표시 부
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위기 발생시 유동성부족 및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13)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3>

대외금융부채중 자국통화 비중

<그림 14>
1)2)

주: 1) 파생금융상품 제외,
2) 9개국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자료: Bénétrix et al.(2015), 한국은행

우리나라 증권투자 부채

자료: 한국은행

13) 자국통화 약세시 자국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이 손실을 분담(Forbes et al., 2017)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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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GDP 대비 대외금융자산 ․ 부채는 늘지 않고 있어 총액측면
에서는 글로벌 금융연계성의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본의 이동성이 낮은
직접투자가 다른 항목에 비해 증가하고 단기자금 성격이 강한 기타투자가 감소한 것은 국
가간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부채는 총액 측면에서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신흥국 평균 수준이다. 자산의 구성면에서는 증권투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으며 부채의 구성면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증권투자 비중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높
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자국통화표시 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자산에서 증권투자 비중 상승은 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부채중 외국인의 지분증권투자와 원화표시 비중 상승은 유동성리스크를 감소시
키지만 제한적 상황하에서는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14)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4) 외국인의 원화표시 증권투자는 자금유출입시 외환시장을 거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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