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중
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이에 대응하여 수행해야 할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흐름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
는 일은 언론과 정책당국의 본분일 것입니다.
이에 서울신문과 한국은행은 2013년 10월∼2014년 10월중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라는 경제칼럼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자 서울신문의 한 면을 할애하여 50회에 달하는 연재물을 싣는 방식으로
국내외 경제일반에 관한 여러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원고의 집필은 풍부한 실
무경험과 관련 지식을 갖춘 한국은행 직원들이 담당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한국은행이 평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경제지식과 정책
이슈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한국은행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서울신문과 한국은행은 게재되었던 원고를 한 데 모아 책으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민여러분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경제생
활을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신문 관계자 여러분들과 집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은행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2월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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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은행의 달라진 위상과 소통

서울신문은 오늘부터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를 매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은행으로서 거시·통화·신용·외환
등 부문별 최고의 두뇌들이 포진한 한국은행의 전문가들이 매주 하나씩
주제를 잡아 독자 여러분에게 알찬 경제지식과 시사정보를 1년여 동안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회는 한국은행이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직접 만나게 된 데 의미를 담아 조홍균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팀장이 과거보다 한층 중요해진 각국 중앙은행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과거엔 ‘쉬쉬’하더니 …
미디어 노출 왜 잦아졌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
르(Jean Baudrillard)는 ‘이미지’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여러 현상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실재보다는 각종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현대 사회를 지
배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는 21세기 미디어 사회를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되
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이론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통
찰력 있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현대전(戰)에서 세계는 미디어를 통해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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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은둔에서 벗어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게 되면서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중앙은행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왼쪽부터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참상이 아닌 미사일 발사 장면만을 목격하며 이에 따라 전쟁을 일으킨 죄책감도
느낄 수 없게 된다. 이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실재인 것처럼 작용한 예
이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소비할 때 제품 자체보다는 TV 광고에서 보았던 유명
모델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도 실재보다는 미디어 등을 통해 표출된 이미
지가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지가 실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상정도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외부인에게는 장시간 심사숙고한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이 아니라 TV 화면에 비친 중앙은행 총재의 모습과 발언이 정책에 대
한 평가에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주요 중앙은행 현황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뉴스매체에 나타나는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기자회견 모습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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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린다.
오늘날의 통화정책은 상당부분 그 ‘실재’(내부적 측면)보다는 ‘이미지’(대외적
측면)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중앙은행 내부의 정책 결정자와 외부의 경
제주체 간에는 이른바 정보의 격차 및 경제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
한 이미지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소통)에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의 통화정책은 시장 메커니즘 및 시장과의 피드백에 그 운영기반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더욱 중시된다. 과거에는 정책 수행과정
을 외부에서 잘 모르도록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1920∼44년 영국 중앙은
행인 영란은행 총재를 역임한 몬태규 노먼(Montaqu Norman)의 모토는 “설
명하지도 사과하지도 말라”였고 1980년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심
층 분석하였던 언론인 윌리엄 그라이더(William Greider)의 책 이름이 ‘사원
(Temple)의 비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1987년
9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 말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밝힌 것은 당시의 통화정책이 투명성과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자신을 밖에
드러내지 않은 채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이 선도자
와 추종자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와 혁신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이 비약적
으로 발전하게 되자 중앙은행은 일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가 아닌 시장
과의 동반자 관계라는 구도에서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
기 어렵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중앙은행의 의도를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반자 간의 신뢰 형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서로
에 대한 신뢰는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굳건해질 것이므로 중앙은행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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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중앙은행과 시장 간 정보 비대칭이 축소
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수행되는 통화정책은 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 유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범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매우 커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중과 매스 미
디어의 강렬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성과 필수 불가결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중앙은행의 새로운 정
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강화하는 각국
의 입법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의 측면에서 보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흐
름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가 책임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처럼 중
앙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여건은 마치 진화하는 생물체와도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어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가는 각
국의 중앙은행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

조홍균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팀장
미 워싱턴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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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중앙은행
한 나라의 통화시스템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
행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연방준비은행, 영국은 영란은행 등이 각국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있
다. 부분적으로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발권은행’, ‘은행의 은행’, ‘정부
의 은행’으로서 기본 공통점을 갖고 있다.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등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통화
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통화정책은 공개
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수행된
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유가증
권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수단이다.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공급능력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
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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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 전망 어떻게 볼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미래의 거시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경제 전망도 그렇다. 경제 전망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노사 간 임금 협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매매나
생산시설 투자 등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기관들은 전문인력 양성, 방대한 데이터망 구축 등을 통해 전망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미래의 예측이 다 그렇듯이 전망은 틀리기
마련이다. 경제현상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끊임없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일기예보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5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후의 거시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경제 전망은 사정이 더 어렵다.

경제 전망은 과학과 예술의 경계선 …
전문가의 미래 통찰력 필수
경제 전망은 왜 틀리나?
최상의 경제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망 오차는 발생한다. 가장 큰 이
유는 경제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의 기
초를 제공하는 경제이론은 경제현상을 단순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경제이론은 경제주체들이 모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합리적
으로 경제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간의 경제 선택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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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기분에 좌우되거나 주도적 판단보다 남의 행동이나 의견에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경제 선택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으
며 경제 선택에 필요한 정보 취득이 상황 인식능력의 제약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이유로 쉽지만은 않음을 의미한다. 단순화에 따른 이론과 현실 간 괴리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경제 불안이 높거나 경기국면이 전환되
는 시기에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제 전망은 경제이론과 계량분석 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과학화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는 한 과학화만으로
경제 전망의 정도(精度)를 높일 수 없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 전망은 과학
과 예술의 경계선에 서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전망에는 경제모형도 필요하
지만 훈련 받은 전문인력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수 요소로 남을 것이다.

경제 전망 성과, 어떻게 평가할까?
전망의 오차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망기관의 역량이 높을수록 오차는 작을 것
으로 기대된다. 전망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반적 방법은 전망 오차가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정부의 예
산 편성과 같이 경제성장률의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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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경우 전망 오차의 크기를 줄이는 것 못
지않게 경기 흐름의 방향과 경기 변동의 일시성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낮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 흐름의 방향을 잘못 예측
할 경우, 금리를 내려야 할 때 올리거나 올려야 할 때 내려 경기 변동이 심화되
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경기 변동의 일시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경기 변동의 원인이 일시
적 요인에 있다면 정책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경
기 변동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통해
굳이 불필요한 경기 변동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전망 오차가 기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 무엇을 볼 것인가?
경제 전망이라고 하면 흔히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치를 떠올린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미래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망기관의 불확실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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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망기관들은 경제 예측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제공한
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예측모형에 설
명변수로 들어가는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가정은 한 가지일 수도, 여
러 가지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 전망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부각시키기 위
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본적 상황 외에 낙관적 상황과 비관적 상황을 반
영하는 가정들을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복수의 예측치를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 설명변수의 확률분포를 추정한 뒤
모형을 통해 전망 대상 변수의 예측치 확률분포를 구하고 이를 팬차트(fanchart·그림)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의 가정만 상정할 경우
에도 경제 전망과 관련된 위험을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으로 나누어 수치 대신 정
성적(定性的) 설명을 첨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런 형태의 정보 제공은 수요자, 특히 확률 분포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인
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외부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의뢰할 때 간결하
고 확신에 찬 자문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전망
의 목적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화를 통해 수요자에게
그릇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경제불안이 가시지
않았거나 경기국면이 전환기에 있어 경기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일수
록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하나?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수단이다. 통화정책
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소비지출이나 투자행위로 파급되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다. 통화정책을 자동차 운전에 비교한다면, 기준금리를 올리
는 것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이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이 자동차 운전과 다른 것은 실물경제에 파급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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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차 때문에 중앙은행은 현재의 경제 상황보다 미래의 경제 상황을 기준
으로 통화정책을 세운다. 즉,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은 통화정책의 나침반이다.
또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간 긴밀한 연계성을 대외에 알림으로써 향후 통화정책
의 방향을 경제주체들이 예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경제 전망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에 대한 또 다른 평가기준, 즉 통화정책이 일관되게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왜 중
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을까? 어떤 불확실성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하도록 하였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
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식하였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을 바라본다면 경제 전망의 오차 그 자체
보다는 전망에 내포된 경기의 기조적 흐름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관심
이 더욱 커질 것이다.
[ 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

박진수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
미 UC 샌타바버라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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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1월, 4월, 7월, 10월 등 매년 4차례 발표된다. 경제성장률, 물가상
승률, 실업률·고용률,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해 최대
2년 후까지의 예측치들을 담고 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의도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금융기관과
공개시장조작이나 예금·대출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 회의를 열어 결정, 공
표한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통화정책 체계에 대
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화정책의 목표, 기준금리 결정 내용 및 배경 등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이룬다. 주요 수단은 정책 결정 내용 공표, 총재의 기자간담
회, 강연 및 연설, 경제 전망,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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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제 전망 어떻게 하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거나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경우 몇 개월에서 몇 분기가 지나야 생산과 물가에 본격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금리와 재정을 통한 거시 안정화 정책은 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중앙은행 등 정책 당국자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제 전망이 성공적인 정책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다.

향후 5년간 GDP 예측 어떻게 하냐고요?
고향길 찾는 내비 경로 안내와 비슷해요
정책 당국이나 경제예측 전문기관이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도출하고 발표하
는 과정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작동 원리와 비슷하다. 명절에 고향에 갈 때 실
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업데이트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생각
해 보자. 우선 현 거주지와 고향 집 주소를 입력하면 최단 주행시간을 목표로
고속도로를 탐색한다. 고속도로가 정체된다는 교통 정보가 있으면 주변의 국도
를 찾아 권한다. 국도 주행을 추천하더라도 고향집에 갈 때까지 국도로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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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가능하면 고속도로를 다시 타게 유도한다. 아무래도 국도보다 고속
도로에서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5년간의 국내총생산(GDP)을 예측하는 상황에 대입해 보자. 우선 별다
른 정보 없이 향후 5년간 GDP 경로를 예측한다면 잠재 GDP 모형을 통해 도출
된 최근 잠재성장률에 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자
본, 노동력 및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잠재 GDP의 증감률인 잠재성장률은
평균적 성장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연평균 실제 경제성장률과 비
슷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5년간 경제에 특별한 구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
는 경우 매년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 즉 잠
재 GDP 모형에서 도출된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고향 집에 가는 고속도로 위치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기는 순환하는 특성이 있어 5년 내에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기순환을 포착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서는 분기 거시계량모형인 ‘BOK12’나 ‘BOKDPM’ 등을 활용한다. 이런 모형
은 세계경제 성장률이나 국제유가와 같이 우리나라 밖에서 결정되는 변수에 대
한 예상치만 부여하면 향후 몇 년간의 경제성장 경로를 도출해 주는 특징이 있
다. 말하자면 고속도로에 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보
를 경제 전망에서는 계량모형이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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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순환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자연재해, 파업, 영업일수 등에 영향
을 받는다.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산업생산, 서비스업활동 등 월별 지표들
은 이런 불규칙 요인의 영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는 항상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규칙 요인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런 요인을 제외할 경우 월
별 지표의 경기순환 정보가 분기 거시계량모형에서 도출된 순환 전망과 비슷한
지를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월별 지표에 의한 전망과 계량모형의 경기순환
전망을 결합시킨다. 내비게이션이 국도를 타다 혼잡지역 정보가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작은 우회로로 유도했다 국도로 복귀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실 경제 전망의 과정은 정보처리 방식에서 내비게이션 작동 원리와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내비게이션은 도로별 교통량 정보만을 이용해 디지털 방식으
로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최적의 도로조합을 선택한다. 그러나 최종 경제 전
망치는 잠재성장률, 모형 예측치 및 모니터링 정보를 전문가가 직관을 통해 종
합적으로 결합해 결정한다. 최종 전망치 결정이 이론 지식과 오랜 경험에서 나
오는 직관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변수가 워낙 복잡하고 이 관계
를 설명하는 모형 자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 경로를 도출한 뒤 GDP와 인플레이션
이 잠재 GDP와 목표 인플레이션에 근접하도록 정책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정하
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중앙은행이 미리 정책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때 독자적 전
망이 불가능한 상당수 시장 참가자나 민간 경제주체들은 인플레이션에 전혀 문
제가 없는데 금리를 올렸다고 중앙은행을 비판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내비게
이션이 우회로로 유도할 때 운전자가 교통정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오작동을
의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경제 전망 과정에서 보면 전망의 오차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예측치
또한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교통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새
경로를 재계산해 알려주듯이 세계경제 성장률이나 국제유가에 대한 예상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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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면 경제 전망은 수정돼야 한다. 최근 몇 개월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월별 지표
들이 당초 예상했던 모형의 경기순환 정보와 기조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면 전망
치를 바꿔야 한다. 자주 틀리는 경제 전망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
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내비게이션이 고향 가는 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우리는 알고 있다.
내비게이션도 오류가 있다. 도로를 따라 잘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 위치를
들판이나 강물 위에 표시하기도 한다. 내비게이션에 내장된 지도에 새로 생긴
도로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다. 경제 전
망 과정에서도 경제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변했는
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금융과 실물 경제 활동의 연계 관계가 강화됐음에도
이를 소홀히 다룬 과거의 모형을 계속 쓰면 예측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책 당국의 전망오차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경제 전망 과정에 대한 민
간의 이해를 높이려는 정책당국의 노력 부족을, 좀 더 정확한 경제 전망을 해
달라는 민간의 요청을 함께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중앙은행 연구의 최고 권위
자인 앨런 블라인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앙은행이 뛰어난 실력을 바탕
으로 통화정책 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기록이 쌓
여야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당국이 민간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가운데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전망 수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경제 전망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자 경제정책 성공의 열쇠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

박양수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미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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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잠재 GDP와 잠재성장률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 경제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뜻한다. ‘추세 GDP’라
고도 한다.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상당히 크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것으로, 그 반대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잠재 GDP의 증감률이 ‘잠재성장률’이며 우리나라
는 현재 3.3~3.8%로 추정된다.

경기순환과 순환주기
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을 ‘경기’라고 부른다. ‘경기순환’은 경제 활동
이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
다. 경기가 상승하다가 하강으로 전환하는 지점을 ‘경기 정점(頂點)’,
하강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지점을 ‘경기 저점(底點)’이라고 한다.
경기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부른다. 우리
경제의 순환주기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53개월이었으나 외환위기 이
후에는 42개월 정도로 단축됐다.

분기 거시계량모형
소비, 투자, GDP, 물가 등의 관계식을 동시에 모아 놓은 연립방정식
체계로,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해 모수값을 추정한 모형이다. 한국은
행의 ‘BOK12’는 전통적으로 소득지출 이론을 중시하는 케인지안 체
계에 바탕을 둔 모형이고 ‘BOKDPM’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 기대와
동태적 최적화 행위를 반영한 뉴케인지언 체계의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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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과 GDP갭의 관계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언급했다. 최근에는
여러 경제 전망기관이 ‘2014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나 정부가 추가
부양조치를 취하리라는 기대가 크게 줄고 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과 ‘GDP갭’은
통화나 재정정책 수행 과정에서 핵심 정보로 쓰이고 있지만 이들의 개념과
상호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마라톤주자 평균속도’
4~5년정도 경제성장률 평균과 같아
잠재성장률 및 GDP갭에 관한 정보가 거시정책 수행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성장률을 이해해야 한다. GDP는 ‘한 나라의 국
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말한다. 국가 경제규모를 나타내
는 척도다. GDP 증가율은 직전 분기 또는 전년 동기에 비해 GDP가 얼마나 늘
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라고도 한다. 한편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GDP가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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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만 5년 정도를 평균해 보면 그 나라의 잠재성장
률과 비슷하게 된다.
잠재성장률은 42.195㎞를 달리는 마라톤 주자의 평균 속도에 비유될 수 있
다. 마라톤 주자는 코스 공략이나 다른 주자와의 경쟁을 위해 속도를 빨리하기
도 하고 다소 늦추기도 하지만 전 구간의 평균 속도는 자신의 기초체력을 반영
한 평상시 기록과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한은의 추정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 3.3∼3.8%다. 이를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바꿔보면 0.8∼
0.9%다. 경제성장률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경기 순환주기가 4∼5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5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대 중후반, 그 가운데 2년가량은
전분기 대비 1% 미만의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률이 3%대로 하락했다면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분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잠재성장률로 대표되는 한 나라의 기초체력, 즉 성장 잠재력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 경제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지 ▲투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했는지 ▲정치·경제·사회제도의 효율성, 연구
개발 및 인적자본투자 등에 의해 좌우되는 총요소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
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논리에 근거하
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
이뿐만 아니라 실제 GDP가 적정 수준에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벗어나 있
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 경제에 적정한 생산수준이 있고 실제 GDP가
적정 수준에서 오랫동안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 물가 상승이나 실업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자는 실제 생산이 적정 수준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여 경제 안정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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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뉴스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두에서 선적을기다리고 있는 수출용 차량들. 수출이 늘어날수록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국내 생산분이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정 생산수준은 개념적이며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
들은 잠재 GDP를 추정하고 이를 적정 생산수준의 대용(代用)변수로 활용한다.
잠재 GDP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 가능한 최대 생산수준’으로 정의
된다. 그래서 실제 GDP와 잠재GDP의 차이인 GDP갭(gap)이 플러스(+)이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GDP갭이 마이너스(-)
이면 초과수요 압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GDP갭이 플러스이면 긴
축적으로,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완화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게 된다. 지
난해 7월 한은이 GDP갭의 마이너스 전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이
런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잠재 GDP는 생산함수모형, 은닉인자모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정한다.
따라서 실제 GDP와 잠재GDP의 차이인 GDP갭은 추정 방법에 따라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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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잠재 GDP와 GDP
갭을 추정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아울러
GDP갭 자체가 추정치로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GDP갭
이 ‘0’(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금리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기도 한다.
잠재성장률도 잠재 GDP처럼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된 잠재 GDP
의 기간 중 평균 증가율을 통해 파악한다. 물론 잠재 GDP는 분기별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GDP의 증가율도 분기별로 계산될 수 있다. 그래서 분기
별로 잠재 GDP의 증가율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마라톤 주자
의 평균속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것이 개념상 적절치
않다. 따라서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잠재 GDP 평균 증가율을 잠재성장률
로 간주한다. 일부 연구기관에서 잠재 GDP 추정치에 대해 1년 정도만 증가율
을 계산한 뒤 잠재성장률이 크게 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실제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갭 등은 경기순환과 어떤 관계가 있
을까. 경기순환에서 경기 정점(頂點)은 GDP갭의 플러스 폭이 가장 큰 점을, 경
기 저점(底點)은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 구간, 즉 ‘경기 상승기’에는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거나 플러스 폭이 확대된다. 반면 경기 정점에
서 저점까지인 ‘경기 수축기’에는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GDP갭의 플러스 폭이 축소되거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다. 지난 10월 한은의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13년 이후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완만하게 축소된
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이나마 상회할 것으
로 보고 있다고 민간에 밝힌 셈이다. 금융시장에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줄어
드는 것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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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수준 자체도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물가가 안
정되었으나 자산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경험에 비춰 볼 때 적
정 생산수준, 즉 잠재 GDP에 대한 개념도 새로 정립돼야 할 상황이다. 향후 인
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금재정이나 조세부담률
변화 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정확히 예
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잠재성장률, 잠재 GDP, GDP갭 등에 대해 정책
당국자와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민간의 이해가 높아질 때 동 정보 변
수들이 정책판단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

박양수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미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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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생산성에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된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
율인 ‘노동생산성’, 투입된 자본량과 생산량 간의 비율인 ‘자본생산성’
등이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과 자
본 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을 전체 생산 증가분에서 뺀 생산 증
가분을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은 제도, 법,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투
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

GDP갭과 GDP갭률
실제 GDP과 잠재 GDP의 차이가 ‘GDP갭’이다. ‘GDP갭률’은 GDP
갭을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이다. 실제 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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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세계 물가상승률은 왜 낮을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돈, 즉
본원통화 공급을 크게 늘렸는데도 왜 물가상승률이 낮을까? 선진국 경제가 크게
위축돼 국내총생산(GDP)갭이 크게 마이너스인데 왜 디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대로 하락한 후 최근 몇 개월간 1% 미만까지 낮아진 현상은 일시적일까
아니면 구조적일까? 이런 질문과 향후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대해 답을
찾아보려면 물가 결정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빚더미 가계’ 대출 줄이고 …
풀린 돈은 금융권에서만 ‘맴맴’
인플레이션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통화의
양이 거래되는 상품 양보다 많을 경우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
난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연간 물가 상
승률이 50%를 넘는 초(超)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당시 물가 상승률과 통화
량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학자들은 통화가 상품 공급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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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경우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통화량보다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살
펴보자. 우선 초과수요압력이다.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기업이 정
상 가동률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정하자. 기업가는 근로자에
게 비싼 초과근무수당을 주며 공장 가동률을 높여 생산을 늘리게 된다. 초과수
당 지급으로 생산비용이 높아지니 기업은 가격을 올려 받으려 할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모여 국가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총수요가 정상적 공급능력을 초과할
경우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정책당국자들은 이 같은 초과수요압력을
GDP갭(실제GDP-잠재GDP)을 통해 파악한다.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수시로 바꿀 수 있을까? 기업이 제품 가격을 조정하려
면 가격표를 바꿔야 하고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지 눈치도 봐야 한다. 그
래서 기업들은 통상 1∼2년에 한 번 정도 가격을 조정한다. 기업이 가격을 빈
번하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격 결정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즉 기업은 앞으로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감안해 가격을 미리 조정한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향후 생
활비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와 경영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 상승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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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어떻게 결정될까?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면 사
람들은 앞으로 얼마 동안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
를 과거지향적 기대 경향이라고 한다. 반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간이 이를 믿는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의 물가와
상관없이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안착될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임금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이 제 역할을 다하면서 곧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갈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과
거 지향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목표 수준에서 안착될 것인지는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의 신뢰 정도와 관련돼 있다.
통화량, 초과수요압력,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긴밀
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이들 외에 수입물가, 농산물가격 등 공급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선진국의 저물가 현상에 대해 해석해 보자. 글로
벌 금융위기 직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본원통화를
급격히 늘렸음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
까? 이는 본원통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
이 늘지 않고 돈이 금융권에만 맴돌며 실물 부문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앞으로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마무리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
복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들의 GDP갭률이 마이너스 3∼4%에 이르고 있는데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물가가 중앙은행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 수
준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 많은 경제
학자들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말한다.
즉 기대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잘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대(大)불황’ 상황인 데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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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물가상황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까? 우선 세계 경제 회복
지연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현재 마이너스 1% 정도인 GDP 갭률도 내년까지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지난
수년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산물가격이 안정됐고 국제유가 및 국제곡
물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무상보육·급식
의 확대 실시 등 제도적 요인도 가세했다. 이같이 수요·공급 및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1% 내외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
다. 그러나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이 3% 부근에 계속 머물고 있고 농산물가격
하락 등은 일시적 요인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자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숙제
를 안고 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 본원통화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빨
리 회수해야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과연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
어도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목표수준 부근에 안착될 것
인가? 행태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기업이나 근
로자가 가격 및 임금 결정 과정에서 물가를 별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하는데 그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은 어디에 수렴할 것인가? 경기가 회복되지 않
는다고 지금처럼 대폭적인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중앙은행의 신뢰성은 확
보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정책 당국자들이 밤새 불을 밝혀 고민하고 연구하
는 질문들의 목록이다.
[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

박양수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미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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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지폐 발행 등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여 공급한 통화를 말
한다.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
준비금의 합계로 측정된다. 본원통화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예금과 대
출 증가 형태로 총통화 공급을 증가시킨다.

디플레이션
물가의 지속적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되는 용어로 물가
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생
산물 과잉공급, 자산거품 붕괴, 과도한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에서 채권자 등으로 비
자발적인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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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울고 웃는 지구촌

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가 또는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할 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 또는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완화’ 등의 표현이 자주 나온다.
과연 ‘양적 완화’(量的緩和·Quantitative Easing)란 무엇이며 미국은 왜
이것을 줄이려 할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주가 하락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아보자.

美 성장률 높아졌다는 소식에
왜 주가 하락을 걱정할까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경제성장률
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실물경제 활동이 빠르게
위축됐다.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
준)는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큰 폭으로 내리는 한편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
기관에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위기에 적극 대응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실물경기도 계속 침체되자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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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해 11월 장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을 시장에서 사들여 금융시
장에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책금리가 제로(0) 수준까지 낮아져서 금리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금
융 완화가 곤란해졌을 때,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
통화정책 기조를 더욱 완화하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한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01~2006년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극
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미 연준은 현재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와 45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
채를 매입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일본은행도 2010
년 10월부터 장기국채 및 금융기관 보유주식을 매입하는 본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부활시켰다. 영란은행(영국의 중앙은행)도 국채와 회사채를 직접 사들
이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역내 은행에 대규모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
는 등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실시해 온 양적 완화는 해당국의 금
융 불안 진정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 연준
이 양적 완화를 실시한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모두 금
융위기로 떨어졌던 주가가 빠르게 회복됐고, 급등하던 시장금리도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
그러나 양적 완화가 상당기간 지속된 이후까지도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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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축소 노력 지속, 미국과 유
럽 각국의 재정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
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노력도 양적 완화에 의한 경
기부양 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미 연준 등은 2012년 하반기 이후 기
존의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는 한편 양적 완화의 지속기간을 고용 및 물가 상황
(미 연준), 물가상승률(일본은행) 등에 직접 연계시켜 그 목적이 경기 부양에 있
음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미국에서는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치가 오르고 고용상황도 개선됐다. 일본에서는 엔화가치 하락이 가시화
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장기간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
어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 37

준이 조만간 국채 및 MBS의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로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갖게 됐다. 특히 미 연준
이 사들여온 MBS는 부도 위험 등을 이유로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하지 않
았던 자산으로 자칫 연준에 치명적인 신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에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
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된다.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상
황에서는 이를 수습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지난 5월을 전후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동
안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양
적 완화 축소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
다. 미국 금리가 오르자 그동안 미국에서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으
로 금리 수준이 높은 신흥시장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
했던 것이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기초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이 큰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
는 인식이 퍼지면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됐다. 이에 따라 통화가치가 급락
하는 등 금융 불안이 확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시장국에 비해 외환 및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상황이 다른 나라로 무
차별적으로 전염되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을 유지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
가 확대된 점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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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국의 예산 및 부채한도 증액 관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
고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이 다소 둔화되는 등 미국 경제의 회복 전망에 대한 불
확실성이 다소 높아졌다. 따라서 미 연준이 당장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를 결정
할 것이라는 우려는 몇 개월 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한 언젠가 양적 완화 규모가 줄어들고 종료될 것이며, 그 과
정에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기초 경제여건(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다른 신흥시장국에 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전개상황에 따라 그 충격이 커지고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이 한층 중요해지
고 있다.
[ 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

이경환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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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을 가리키며 1913년
에 설립됐다. 7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와 12개 지역별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이 연방준비제도를 이루고 있다.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
미국 예금기관들이 연준에 예치된 자신들의 예치금 잔액(federal
funds)을 서로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금융기관의 자금 과부
족(過不足)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연준은 특정 연방기금
금리 수준을 운용목표로 삼아 이 금리가 목표 수준에 수렴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시 적용되는 초
단기 금리인 콜금리와 유사하다.

주택저당증권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로 보유하게 된 주택저당채권을 일정한 조건
별로 모아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유동화)한 증권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
행의 위험 없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
공사가 보금자리론의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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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변경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 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물론 많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추는 등 통화정책을 매우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디고 많은 나라가 경기
부진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리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떤 파급 경로를 거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자.

기준금리 내리면 가계·기업 대출금리
인하 효과 나타난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하면 일차적으로 금융시장, 자산시장, 외환시장
및 대출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가계의 소비 및 기업의 투자 등으로 파급돼
성장과 물가의 변동을 가져온다. 통상 통화정책 파급 경로는 금리 경로, 자산가
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 기대 경로 등으로 구분된다.
금리 경로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면 단기 시장금리, 장기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가 차례로 내려가고 이런 금리 하락이 소비, 투자 등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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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과정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만기 하루의 초단기 시장금리
인 콜금리는 바로 금리 조정폭만큼 하락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기업
어음(CP) 금리 같은 단기시장 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하락한다. 그러
나 장기 시장금리는 반드시 기준금리 및 단기 시장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
지 않는다. 국고채, 회사채 등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 금리는 미래의 단기금
리에 대한 기대와 장기간의 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프리미엄
(기간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은 장기금리 결
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금융시장 참가자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와 기간프리미엄 요구 수준에 따라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와 얼마든지 다르게 움
직일 수 있다.
지난 5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뒤 CD 금리는 5월
8일 2.81%에서 11월 26일 2.65%로 떨어졌다. 반면 5년물 국고채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같은 기간에 2.62%
에서 3.29%로 올랐다. 정책금리 변경에 따른 장기 시장금리 및 은행 대출금리
의 변화는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소비나 투자는 금리
이외의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변화가 실물에 파급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자산가격 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가
격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금리가 내려 개인이 보
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개인들은 그만큼 부유해졌다고
느껴 소비를 늘린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높아져 은행으로부
터 대출받기도 쉬워진다.
환율 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이 환율의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금리 변화가 환율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이런 환율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금
리가 하락하면 원화표시 정기예금과 같은 국내 금융자산은 수익률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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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국내 금융
자산을 팔고 달러표시 금융자산을 살 것이다. 이는 원화
매도 및 달러 매수 수요를 늘려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
킨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제
고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수입품 가격 상승에
의한 국내 물가 상승 등을 통해 실물 부문에 영
향을 미친다.
신용 경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영향을 미
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이다. 중앙은행
이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정책을 완
화적으로 운영하면 보통 시중자금의 가용량
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
기업도 금리 하락 시 매출 증대, 현금흐름 개
선 등으로 순자산가치가 늘어나 재무 상황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
대 공급하면서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신용경로를 통한 정책효과는
직접금융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등에 대한 접
근성이 있는 대기업보다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가계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

그래픽 이완형 기자 whl@seoul.co.kr

타난다.
중앙은행은 경제 주체들의 미래 통화정책과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
대를 변화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를 기대 경로라고 한다. 예
를 들어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6.5%를 넘고, 1∼2년 후의 물가상
승률이 2.5% 이내에서 유지되며, 장기 인플레이션기대가 적정 수준에서 안착
돼 있는 한 현 정책금리(0∼0.25%)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전적 정책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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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이런 미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
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제로(0)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장기금리가 하락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대다수가 금리 중심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금리
경로를 통화정책의 주된 파급 경로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리
는 지역별로 다르다. 금융구조가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에서는 장기 시장금
리의 역할이, 은행 중심인 유로(EURO) 지역이나 신흥국에서는 은행 여수신금
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은 단기대출 비중이 높
아 단기금리가 은행 여수신금리 및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
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의 산업생산 변동에 대한 단기(3개월) 금
리의 설명력이 장기(10년) 금리의 설명력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파급 경로도 다르다. 자본시장 중심 국가에서
는 자산가격 경로가 중요하지만 은행 중심 금융구조 국가에서는 신용 경로가 중
요하다. 또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금리 변경이 내외금리차의 변화를 가져와 자본 유출입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
는 환율 경로를 중시한다. 다만 신흥국의 경우에는 외자유출입 및 환율이 내외
금리차보다 기초경제여건(펀더멘털), 글로벌 금융상황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
기 때문에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앙은행은 평상시에는 주로 정책금리를 조정해 위에서 언급한 정상적 파급
경로를 통한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금융 불안 시에는 주요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 조정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중앙은행
은 자국의 파급 경로상 특징을 고려하면서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은은 2008년 이른바 ‘리먼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리 및 신
용경로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활용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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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위험 회피 성향이 늘어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올라 금리 경로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국고채 매입, 증권사 CP 매입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
을 공급했다. 또 은행의 대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등 신용 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했다.
한은은 또 지난해 7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내려 올 5
월부터 2.5%로 운용하고 있다. 그간의 금리 인하는 금리 경로를 통해 은행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지난해 7월 각각 5.20%,
5.53%에서 올 10월 4.21%, 4.56%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 같은
금리 하락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비용을 낮
춰 내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와 고용 불안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세계적 경기 부진과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
도 움츠러들어 있어 금리 하락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

최요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장
미 퍼듀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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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기간프리미엄 (期間·term premium)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유동
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기간
프리미엄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정도, 채권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영
향을 받아 변동한다.

포워드 가이던스 (for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커
뮤니케이션 방식을 말한다. 경제 주체의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에 영
향을 미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금리의 전망 경로를 공표하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현 제로금리 정책을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지를 실업률 등 경
제지표의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포워드 가이던스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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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왜 가계부채·기업부채·부동산에
관심 갖나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도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등 3대 경제권의 중앙은행이 모두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징후는
뚜렷하지 않다. 금융 및 자본 거래가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새로 깨닫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금융 …
숲 안 보고 나무만 보면 큰 코 다쳐
<거시지표>

<미시지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히 금융 안정의 중요성만 일깨운 것이 아니
라 ‘금융 안정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일반의 인식에도 큰 변화
를 가져왔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개별 금융
기관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는 미시 건전성을 중시해 자국 소재 대형 금융기관
의 경영지표를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
어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 국제결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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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
적정성 지표, 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지표 등이 양호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이런 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전체 금융시스템 역
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간
주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의 경
우 도산하기 직전까지도 각종
경영 건전성 지표는 양호했
다. 위험으로 치닫고 있음이
경영 건전성 지표만으로는 설
명이 안 됐던 것이다. 이런 사
실은 ROA, BIS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미시 건전성을 중요
시하는 금융감독의 한계를 적
그래픽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리
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별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복잡하게 서로 얽혀(상호연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미시 건전성
금융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며, 금융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교훈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BIS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
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오래된 과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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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치열한 고민을 거쳐 ‘거시 건전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거
시 건전성이란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금융시스템 내의 취약 요인 또는
가계·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같은 거시경제 차원의 개념이다.
리먼브러더스의 도산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과도하게 이뤄진 ‘서
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부동산 담보대출)로부터 촉발됐다. 부동산 시장에 대
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경기순응적 대출(경기가 좋으면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쁘면 대출을 줄이는 것)이 대규모로 부실화하면서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 급
락과 함께 금융 안정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더욱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는 저소득 가계의 주택 매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 사실은 거
시경제의 주체인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주택시장을 경유해 결국에는 금융 안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리먼브러더
스 도산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서브프라임 모
기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각종 파생상품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대량으로 거
래되는 과정에서 세계 금융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
하였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경기순응적인 금융기관의
영업 행태, 그리고 파생상품 등을 매개로 한 금융기관 간 또는 국가 간의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
난 셈이다.
경기순응성과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거시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시간을 두고 금융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
통적으로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자금이 부족한 금
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최종 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의 역
할을 해 왔다. 금융 불안이 발생한 후에는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바탕으로 시
장에 개입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주된 역할로 인식되어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거시 건전성이 금융 안정의 필수요건으로 인식된 이후에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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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인 역할 이외에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포착해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사전적
인 역할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런 새로운 역할, 즉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조기 경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안정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함께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등 금융시스템을 구
성하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경영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특정 시점
에 있어서의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분석·보고한다. 한국은행
도 2003년부터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은법에서는 한은의 목적으로 기존의 ‘물가 안정’ 외에 ‘금융 안정’을 추가했다.
또 한은이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
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

최병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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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국제결제은행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중앙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30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국
제기구다. 통화정책, 금융감독, 지급결제 등에 관해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규제를 협의한다.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는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BIS 자기자
본비율 등 규제를 제정했다.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개별 금융기관들이 경기 동향에 편승해 대출 등을 할 때 한쪽 방향으
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경기순응성은 경기의 변동폭을 확대시
키고 심한 경우 주택가격 급등락 등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경기 상승기에는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경
기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경기 하락기에는 은행
대출이 감소해 경기가 더욱 위축된다.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부동산시
장 거품이나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입이 발생할 경우 거시경제의 잠재
적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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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국내 가계부채 1000조원 눈앞 … 괜찮을까

가계(家計)는 기업과 함께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건전한 가계는 그 나라의 금융 안정을 뒷받침한다.
재무적으로 건전한 가계는 경제활동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계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가계는 소득 증가에 맞춰 소비를
늘릴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인 민간소비를 떠받쳐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상위 40%>

가계빚 70% 이상 고소득층에 몰려 …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가
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말 465조원 수준에서 올 9월 말 현재 992조원으로 늘어나 연
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수준은 경제협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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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에는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새로운 가계부채 관련 현안으
로 부각되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부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가계가 부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총량에다 부채 보
유 가구 분포와 이 가구들의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부채 규모라는 총량 지표와 부채 분포 및 자산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선 가계부채가 고소득·고신용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대출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화될 위험이 크지 않은 이유다. 2005~2007년 주택담보대
출이 크게 늘어날 당시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가계의 가계대출(전체 금융기관
기준) 증가율은 연 평균 2.7%였다. 반면 연 소득 3000만원 이상 가계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13%를 넘었다. 2013년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채의
70% 이상이 소득 상위인 4~5분위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가구의 40% 정도가
금융 부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 연체율은 최
근까지도 1%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실물·금융자산도 함께 늘어났다. 2005년
부터 올 6월까지 가계부채가 2배 늘어나는 동안 금융자산은 2004년 말 1246
조원에서 올 6월 말 2550조원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가
집중된 고소득 계층일수록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부채와 자산이 소
득 분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이다. 가계가 대출을 받으면서 각자
의 소득 수준과 재무 건전성을 감안해 온 것이다.
다만 향후 경기회복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영향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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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일부 저소득
계층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시장
금리 상승을 가정해 소득분위별 금융
부채 및 금융자산 분포를 바탕으로 시
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소득 하위 계
층인 1~2분위(하위 40%) 부채가구
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1~2분위 가구들
은 이자수입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이
자수지 적자 가구다.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이
자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저리 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등 미시적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당
분간 필요해 보인다.
그래픽 김송원 기자 nuvo@seoul.co.kr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게을리할 수 없다. 저소득자 이외에 다중채무자, 고령
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 6월 말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동시에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320
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다중채무
자는 9만명 정도 줄어든 대신 대출액이 많은 중신용·고신용 다중채무자는 37
만명 정도 늘어났다. 다중채무자는 일반 대출자보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채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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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층의 부채도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고령층이 많
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도 450조원 내외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생활자
금뿐만 아니라 사업자금도 필요하므로 임금근로자보다 빚이 많다.
또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50% 이상을 은퇴를 앞두
고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이
들 중 상당수는 그간의 주택시장 부진에도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은퇴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런
부담을 계속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들 계층의 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빚을 조금씩 갚
아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 부진과 함께 가계의 소득 기반이
저하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 저하를 초래해 다시 가계부
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
용 확대, 금융 거래비용 축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

임광규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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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이자수지 (利子收支)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입에서 금융부채의 이자비용
을 뺀 금액이다. 수익률 또는 금리가 연 몇 %와 같은 형태로 산출된다
는 점에서 직전 1년 단위 기준으로 산출된다.

소득분위 (所得分位)
가구를 소득금액 순으로 하위 가구부터 상위 가구까지 나열한 뒤 5개
그룹(1~5분위) 또는 10개 그룹(1~10분위)으로 등분한 소득계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분위 분류의 경우 구간별 가구 수
는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게 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1분
위이고 가장 높은 계층이 5분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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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경영을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은행은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모든 나라에서 금융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도산하면 전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금융 안정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된다. 국내외 많은 금융기관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기관 간 자금
중개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 및 기업과도 연결돼 있어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은행은 저축·투자 연결하는 ‘중추’ …
한 곳만 도산해도 실물경제 타격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올 6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의 60%가량, 기
업 대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등 자금 중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은행의 보유 자산 규모도 증권사, 보험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전체 금융 시스템 안
정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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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과 조치를 취한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한
보철강, 기아자동차 등의 부
도로 경영 건전성이 크게 악
화된 제일·서울은행 등에 정
부가 신속히 공적 자금을 투
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
시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합병, 증자 등의 조치를 취했
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경색돼 실물경제가 더 위축되
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반
면 2008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이 상대
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 자금
중개가 외환위기 때보다는 원
활하게 이뤄졌다.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첫
째는 은행을 둘러싼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다. 이는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은행 경영 건전성을 결정하는 사안들이다. 가계, 기업 등 은행과 거래하는 경제
주체의 재무 건전성이 대표적이다. 가계, 기업 등의 재무 건전성이 좋지 못하
면 이는 은행 대출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수출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 금융시장 동향 역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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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유동성 사정을 중심으로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별 은행
들이 대출을 할 때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중요한 점검 요소다.
은행 대출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릴 경우 경기 변동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은행의 경
영지표다. 경영지표들은 지금까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예상 범위 내
또는 예상 범위 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예
를 들어 자본 적정성은 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판단한
다. 자본 적정성이 충분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건전성은 예상되는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
가하는 지표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연관된다. 즉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돼 있다면 일부 대출이 부
실화되더라도 은행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 수익성은 총자
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의 지표로 나타난다. 이 밖에 단
기간 내 갚아야 할 부채나 예금에 대한 은행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
율(만기 3개월 이내인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인 부채로 나눈 비율)을 통해 갑
작스러운 자금 부족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두 기준에 맞춰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경영 건전성은 단기적인 관점에
서는 양호하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올 6월 말 현재 14.7%로 BIS의 최소 요
구 비율인 8%를 크게 웃돈다. 자본 적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
산 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고, 무수익여신비율도 주요국 은행들에 비해 매우 낮다. 부실
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6월 말 현재
114.8%로 100%를 넘는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양한 외부 충격에 대
응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일정 수준 부실화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실시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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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충격 대응 능력은 충분한 것으
로 검증된 바 있다. 또 원화의 유동성비율은 올 6월 말 현재 127.2%, 외화의
유동성비율은 106.9%로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원화 100%, 외
화 85%)을 상당폭 웃돌고 있어 유동성 상황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의 경영 건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수익성 악화는 시장금리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우
리나라 은행의 이익 구조는 이자이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익 중 이
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 상반기 현재 90%를 넘는다. 이 같은 구조는 우리
나라 은행의 수익성이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의 경기 부진이 장기간 지속된 까닭에 기업의 채산
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왔다. 또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베이비부머
(1953~1965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도 단기간
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
다.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 은행의 경영지표가 점차 악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상품 및 지역 다변화 등으로 수
익 기반을 다양화하고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확충 등을 통해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

김낙현
한국은행 거시건정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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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부실채권과 대손충당금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부실채권’으로
간주된다. 은행은 이런 부실채권 발생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아두고 실제 부실채권이 발생할 때 이를 사
용한다.

무수익여신비율 (Non Performing Loan Ratio)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무수익여신액을 총대출
(총여신)로 나눠 계산한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대출과 채무 상환 능력 악화, 부도, 채권 재조정 등에 따라 이자
를 못 받거나 받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ROA는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이다. 자본과 부채의 합이 총
자산이므로 자기 돈과 빌린 돈을 합쳐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의미한
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이 ROE다.
둘 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좋다. 금융회사의 경우처럼
차입(예금)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ROA를 주요 수익 지표로 쓴다.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외부 충격에 대한 은행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경제지표의 급변동 같
은 외부 충격 정도를 가정하고 그 충격이 은행의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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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과 경제상황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주택시장의 안정은 주거복지 등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가계 입장에서 매우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된다. 더욱이
가계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필요한 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의 안정은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日 장기침체·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주택가격 급락서 시작됐다
주택 가격의 급등락으로 금융 불안이 초래된 사례는 상당히 많다.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상당수 저축대부조합이 도산하면서 금
융위기가 발생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도 주
택 가격 급락으로 은행들의 경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촉발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미국의 주택 가격 급락에 따른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모기지)의 부실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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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
락하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거주형태별 주택시장(매매, 전세 및 월세시
장)의 수급 균형이 일시적으로 무너져서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매매시장에서는 공급 초과 현상이, 전세시장에서는 수요 초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간 임대시장이 전세 위주로 형성돼 주택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낮았던 월세 임대시장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중이 빠르게 커
지고 있다. 여기에는 전세 형태로 임대보증금을 유지하되 임대료 추가 상승분
은 월세로 전환하는 ‘반(半)전세’ 형태의 임대시장도 포함된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전세 임대수익률이 낮은 것도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을 유
발한 요인 중 하나다.
이런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로 매매, 전세, 월세 등 각각의 주택시장이 잠재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먼저 매매시장에서는 거래가 부진한 대형 주택을 가진
가계의 재무위험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6억원 이상 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68%다. 이
는 189%(수도권 6억원 미만), 173%(지방) 등 다른 주택 보유 가계에 비해 상
당히 높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형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소득
수준이 다른 주택 보유 가계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지만, 향후 은퇴 등으로 소득
수준이 하락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그
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전세자
금을 대출받은 가계는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100%를 밑돌고 있지만 금리 수
준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계는 이 비율이
200%를 넘는다. 즉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또 주택 매매가격이 계
속 하락하지만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이 끝날
때 집 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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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 6월 말 현재 전세금을 포함한 실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넘으며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넘는 전세 주택이 전체 전세주
택 중 9.7%로 추산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1%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
고 있어 주택 보유 또는 전세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
만 주거비가 올라 채무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약되
면서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월세시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나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영업자의 주된 임대사업 대상
인 상업용 부동산의 월세가격이 공급 확대, 경기 부진 등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
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은 상당 부분 임대
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이들 부동산 임대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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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또한 주로 도소
매·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다. 따라서 이들의 영업활동 성과가
부진할 경우 이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의존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와 관련한 잠재 위험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해 금
융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주형태별 주택시장 수
급불균형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
라는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락 기대감이 지나치
면 전세가격이 더 올라 현재의 거주형태별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이 장기간 지속
될 수 있다.
앞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2000
년대 중반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LTV 및 DTI 규제 등으로 인해 주
요국에 비해 그 폭이 크지 않았다. 2009년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서 전체적인 누적 하락 폭도 적지 않다. 또 전세가격이 빠르게 올라 매매가
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평균 60% 내외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70~80%에 이른다. 더욱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취득세 인하,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정책이 주택
매매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나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대형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매매시장이 차
별화될 수도 있다.
한편 월세 수익률이 전세 수익률에 비해 여전히 높아 임대시장 내부의 불균
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세시장은 위축되고 월
세 또는 반전세 형태의 임대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적
지 않다. 따라서 임대시장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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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
면서 월세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임대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월세 형태의 임대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월세가격과 전세가격이 점차 균형점을 수렴하면서 임대
시장 내부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특히 민간 임대시장의 확대는 임대사업
자에 의한 주택 매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매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

임광규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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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모기지)
미국에서 저소득 가계가 주택을 살 때 주로 이용하는 대출 자금을
말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프라임
(Prime), 알트에이(Alt-A), 서브프라임(Subprime)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다. 2000년대 초·중반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이런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가 이후 주택가격 급락으로 대규모 부실화
되면서 금융기관 도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 (DTI)
LTV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가치 중 대출을 담보할
수 있는 부채 금액을 말한다. 2002년 9월 도입됐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주택에 전세가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만, 대출
을 받은 뒤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이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후순위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한 LTV를 실질 LTV라고 한다.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나타
내는 지표로 2005년 8월 도입됐다. 따라서 LTV는 해당 주택의 담보
여력을, DTI는 해당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낸다. LTV는 (대
출금액+선순위 채권 또는 임차보증금)/담보가액, DTI는 (주택담보대
출 원리금상환액+기타 부채 이자상환액)/소득으로 각각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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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은퇴로 더 위험해진 자영업자 부채

각종 통계에서 자영업자는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고용된 비(非) 법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고용이나
가계소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 말 현재
57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하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은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 재무건전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영업자의 영업소득 기반이 튼실할 경우 가계의 평균적
소득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평균 1억 2000만원 대출 …
영세업종 편중돼 가계 ‘적신호’
자영업자는 가계와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자
보다 빚이 많다. 이는 자영업자가 생계 필요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의 가계대출
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영업과 관련된 대출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 1명당 대출액은 1억 2000만원이다. 임금
근로자 대출자 1명당 가계대출(4000만원)의 세 배다. 전체 금융권에서 자영업
자 부채는 451조원이다. 이 중 은행 대출은 285조원,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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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조원이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245조원, 기업대출이 206조원
이다. 자영업자 부채가 기업대출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를 가계부채
와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3월 말 현재 115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그 규모만으로도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를 밑돌고 전체 자영업자 부채의 90% 이
상이 소득 3분위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돼 있다. 특히 소득 상위 40%인
4~5분위의 비중이 75%다. 따라서 자영업자 부채가 부실화되는 등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채가 빠
르게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상당수 관련 잠재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2010년 말 367조원이던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월 말 451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 은퇴와 맞물려 앞으로도 당분
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일본도 고령화사회(1970년 진입)에서 고령사회(1994
년 진입)로 옮겨가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
은퇴계층의 소득은 은퇴 이전 소득의 67%로 OECD 평균 82%에 비해 매우 낮
다. 베이비부머의 자영업자로의 전환 및 그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 증가가 예상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한 잠재위험 요인으로는, 우선 자영업자 영위 업종이
대체적으로 영세해 소득창출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소규
모(1~4인)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 2003년 말
90%에서 지난해 6월 말 93%까지 올라갔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 대출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
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업종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부
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의 순으로 높다. 이들은 건설업과 함
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대표 업종들로 평균 생존율도 매우 낮다. 음식숙박
업의 생존율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최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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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동
산임대업의 경우 수익률 하
락 등 임대시장 부진으로 인
해 소득창출 여건이 악화되
고 있다. 부동산임대업 자영
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
은 470%로 업종 중 가장 높
고 평균 담보인정비율(LTV)
은 76%다. 앞으로 경기 부
진이 지속될 경우 재무건전
성이 저하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영업자의 채
무상환능력이 부동산가격 하
락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지
난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80%, 기업대출
의 51%가 부동산담보대출이
다. 일반 가계대출(76%) 및
중소기업 대출(29%)에 비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
그래픽 강미란 기자 mrkang@seoul.co.kr

다. 또 자영업자 주택담보대
출의 LTV도 비자영업자 주

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당히 높다. 최근 4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
하면,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규제 한도인 60%를 넘는 비중이 40%
이고 평균 LTV는 53%다. 비자영업자(각각 18% 및 45%)보다 훨씬 높다. 부
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제약될 수 있다.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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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비해 경락률이 낮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
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크다.
네 번째로 자영업자 대출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지난해 3월 말 현재 39.3%
다. 임금근로자(21.3%)보다 매우 높고 만기도 대부분 새해에 집중돼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점도
추가 위험 요인이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들어 감소세나 50세 이상 자
영업자는 월 평균 3만명씩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자영업자 대출
도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3월
말 현재 50대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37.3%로 가장 높다. 2011~2013년 3
월 말까지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 다른 연령대는 낮은 반면 50대 및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9.8%, 66.5%다.
베이비부머의 자영업도 앞서 언급한 위험에 처해 있다. 대부분 영세하고 음
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편중돼 있어 소득 대비 이자 부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40대 이하 자영업 대출자의 이자부담비율은 8%이지만 50대 및 60
세 이상 자영업 대출자의 이자부담 비율은 각각 10%, 13%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요인을 통제하려면 우선 단기적으
로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을 배
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부실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
자영업자 영업 활동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간 자발적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해 영
업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유망 중소형 프랜차이즈사업 활성화 등 자영업자 영
업 활동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대기업의 무분
별한 영업 확장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상생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 진출 유인이 줄어들도록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정비하는 정책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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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은퇴자들이 스스로의 경력을 활용해 효과
적으로 재취업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인력이 많은 만큼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쉽게 재취업 통로를 발견하
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들이 창업을 통해 자영업에 진출하
더라도 은퇴자 스스로의 경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춤형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2014년 1월 6일 월요일 ]

박장호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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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
회(aging society)라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
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후
기고령 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유
엔이 정한 기준이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994년 고령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
입했으며 현재 고령 사회로 이동 중이다.

경락률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기 때문에 경락률은 100% 미만이다. 주택은 거래 빈도가 높아 상
가보다 경락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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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융위기와 규제강화 반복되는 역사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그의 저서 ‘불황의
경제학’에서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현대의학에 의해 박멸된 줄
알았던 치명적인 병원균이 기존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형태로 재출현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금융 위기의 희생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 전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금융 위기를 경험했다.
그동안의 금융 위기를 거치며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국가의 금융불안이 글로벌 위기로 …
국제공조 없으면 공멸
학자들은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주로 경기순환론
이나 통화론으로 접근하여 설명한다. 경기순환론적 접근은 금융 불안을 경기순
환 과정의 일부로 파악한다. 즉 호황기에는 경제 주체들의 낙관적 기대로 금융
자산의 가격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데,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거나
외부 충격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금융자산의 가격 폭락과 투
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금융 불안이 초래된다. 경기순환적 금융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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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1920년대 주식시장
의 투기적 열풍에서 촉발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대표적인 예다.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들은 금융 부문이 침체될 때 통화 공급이 현저
히 줄어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즉 통화론적 접근에
따르면 통화정책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미
미한 시장 불안이 통화신용정책 파급 경로를 통해 금융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통화정책의 긴축 선회 또는 일관성 없는 통화정책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금융 위기를 야기 또는 확산시키는 핵심 요
인으로 지적하는 주장이 있다. 금융 부문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주로 도덕적 해
이 및 역선택과 관계된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투자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
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정보가 많다. 따라서 투자 방안에 내재된 리스크를
실제보다 낮다고 속여 돈을 빌리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또한 금융시
장의 이자율은 평균적인 리스크를 반영해 결정되므로 리스크가 낮은 좋은 투자
방안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대출 받기를 포기한
다. 반면 리스크가 평균보다 높은 투자 방안을 가진 사람들만 대출을 받는 역선
택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해 실행된 대출은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 금융 시스템 전반이 불안정하게 된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은 금융 불안을 증폭하고 금융 위기를 주변으로 급속히 확
산시킨다. 이는 금융 불안이 발생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건전성
을 파악할 수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단기간에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금
융 위기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정보 비
대칭이 한 국가의 금융 불안을 역내 다른 국가로 전염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
적됐다.
각 국가는 이런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금
융 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장치가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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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과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금융이 충분히 발
전하지 못했던 19세기에 은행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은행의 투자실패 소문은 예금자들의 자금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유
발해 은행들의 파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863년 연방정부
의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에 위기가 발생하면 조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국가은행법을 실시해 뱅크런을 막고자했다. 하지만 국가은행법을 통한 금
융시장의 안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상업은행의 안전성이 높아지자 국민들
은 신탁은행도 비슷하게 안전한 것으로 오인했고 이들 신탁은행들은 상업은행
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면서 많은 예금을 유치하였다. 1907년 대형 신탁은행
인 니커보커 신탁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신탁은행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많은
신탁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금융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13년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고 모
든 예금은행에 지급준비금 보유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으
로 은행의 지급 능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다시 연쇄적인 뱅크런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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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을 통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중앙은행 설립 및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각국은 금융 위기 발생위험을 낮
출 수 있었지만 금융 위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최
근 주요20개국(G20)에 의해 금융 위기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그림자
금융은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융 위기 이전까지 그림자금융
관련 상품들은 시장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인식됐다. 하
지만 그림자금융의 전문가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토비어스 아드리안(Tobias
Adrian)은 그림자금융이 중앙은행과 예금보험제도가 창설되기 전의 금융기관
들과 유사한 리스크, 즉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과 예금보험 등과 같은 공적 지원
을 받을 수 없다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 기관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는 금융부문 간 상호 연계성과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확대함
으로써 글로벌 금융 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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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 위기는 기존의 금융규제 체계로는 더 이상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
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의 총괄 책임이 G20 국가들이 주도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맡겨진 것은 눈
여겨 볼만하다. 기존에는 대부분 위기 당사국이나 선진국이 중심이 돼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국가 간 금융부문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져 국제적인 협력
과 공조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
국들의 역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이 다수 포함된
G20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금융 위기 직후에는 규제 강화 주장에 모두가 공감하였지만 최근 들어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힘을 얻
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정반합의 변증법처럼 금융시스템 안정과 시장기능 복원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황금률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금융위기
의 씨앗이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전 금융 위기와 그 해결과정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지켜본다면 마냥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 논의가 훨씬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

김정호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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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뱅크런 (bank-run)
금융 위기 또는 해당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단기간에 많은 예금주들
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먼저 인출하는
사람일수록 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때 뱅크런이 강하게 나타난다.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펀드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펀드런
(fund-run)이라고 한다.

역선택 (adverse selection)
거래자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 상황에서 정보가 보다 부족
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고차 구매
자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사거나, 보험사가 자신의 질병 내
역을 숨긴 가입자를 받아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레버리지 (leverage·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에 빌린 돈을 합해 투자할 때 수익률이나 손실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 자본만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
이 높아지지만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자기 자본만 투자했을 때보다 손
실률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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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바젤위원회와 바젤규제의 역사

바젤은 약 20만명의 인구를 가진 스위스 제2의 도시이면서 유명한 제약사의
본점 소재지, 시계 및 예술품 박람회의 개최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젤’을 들을 때 도시 이름보다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
자기자본비율’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바젤 규제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막상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의 역사, 바젤Ⅰ·Ⅱ·Ⅲ의 내용 등은
쉽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젤위원회와 바젤 규제가 무엇이기에 은행 등
금융권에서 그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은행들 무분별 해외영업에 도산 위기 …
‘글로벌 금융헌법’이 필요했다
바젤위원회의 시작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레턴우즈 체
제 붕괴로 인한 자본 흐름의 자유화, 본격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국제금
융 환경이 변하면서 각국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익이 되는 기
회를 찾아 매우 활발히 활동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국제적 연계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자국 소재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기울인 기존
의 감독 체계로는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국제영업영위은행)을 규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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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1974년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의 도산이
이 은행과 거래하던 은행들 및 국제외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영
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 힘을 얻었다. 그 결과 1974년 말 주요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로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을 둔 바젤위원회가 설립됐다.
설립 초기 바젤위원회는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한 감독 공백 최소화 및 적정
감독수준 유지를 목표로 최소한의 금융감독 절차 및 원칙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바젤위원회의 첫 번째 성과는 1975년 발표된 ‘은행 국외점포 감독에 관
한 일반 원칙’으로서 국외점포 형태 및 감독 고려사항별로 진출국과 본국의 감
독당국 간 책임을 구분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후 경제 및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바젤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점차 넓어졌
다. 특히 1980년대 초 외채 과다국들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
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제 수준이 글로벌 공정 경쟁 여건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바젤위원회 작업의 초점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본적정성 규제 원칙을 마련하는 데로 옮겨졌다. 1988년 7월
발표된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바젤Ⅰ)은 일반인
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8%의 자본비율을 국제영업영위은행
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 자본건전성 수준으로 제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젤Ⅰ은 바젤위원회 회원국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
서 국제은행감독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계된 바젤Ⅰ이 도
리어 은행들의 효율적 위험관리기법의 발전을 저해하고 규제회피 행위를 유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공통으로 준수되는 은행 리스
크 관리의 최적 관행 수립을 목표로 바젤Ⅰ개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약 6년이
라는 장기간의 작업을 거쳐 2004년 6월 ‘신(新)바젤자기자본협약’(바젤Ⅱ)이 발
표됐다. 바젤Ⅱ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차등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
는 한편 개별 은행에 위험측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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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비율 산정방식의 개선을 도모하였
다. 또한 최저자기자본비율(필라 1)
규제 외에 각국 정책당국의 감독기능
(필라 2) 및 시장규율(필라 3) 강화라
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은행감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바
젤Ⅱ의 큰 특징 중 하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
서 바젤Ⅱ로도 위기를 예방하지 못
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바젤위원
회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위기 극
복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을 아우르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G10 위주의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
BIS 홈페이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이 위치한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 전경.

외연을 확대했다. 2009년 3월 우리
나라를 비롯한 7개국에 이어 6월에
는 주요20개국(G20) 전체 및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문호가 개방되면서 현재 27개 회원국 체제가 이루어졌다.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바젤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바젤위원회
는 2010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12월 16일 ‘은행 부문의 복
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 체계’ 및 ‘유동성 리스크 측정, 기준 및 모니터링
을 위한 글로벌 규제 체계’ 등 두 개의 문서로 구성된 바젤Ⅲ를 발표했다.
바젤Ⅲ에서는 손실흡수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4.5%)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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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의 자기자본 인정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위기로 인해 자본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은
행들에 최저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추가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을 적립하
도록 하는 한편 국가별로 당국이 경제 성장 추세에 비해 은행의 신용공급이 지
나치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5% 한도 내에서 추가자본(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익스포
저(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액) 대비 3% 이상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
지 비율 규제를 신설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서 유동성 규제 체계가 도입됐다. 이 외에도 바젤
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해, 이른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
가 자본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완전한 규제란 있을 수 없으며, 바젤 규제 역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변해 왔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으로 하여 바젤Ⅲ가 설계됐지만,
거래기법과 금융상품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피해 수
익을 올리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한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그에
대응해 앞으로 바젤Ⅳ,Ⅴ가 출현할지도 모를 일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막
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제 정비는 불
가피하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
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

박정필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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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중 44개 연합국이 체결한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1944년 구축된 국제 통화협정 체제다. 미 달러화와 금 및 다른 국가
통화 간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체제는 베
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재정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면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달러를 금(금 1온스=35달러)으로 바꿔주던 ‘달러의
금태환’의 정지를 선언함에 따라 붕괴됐다.

위험가중자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은행의 자산에 내재된 위험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위험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다 더한 자산규모를 뜻한다. 은행의
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는 이 위험가중자산, 분자는 은행의 자기
자본이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경우 각각의 금액에 신
용등급에 따라 0~150%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한다. 현재 바젤 규제에서는 신용위험(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운영위험(은행 내부 절차의 부적절성,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시장위험(보유자산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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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규제 논의 왜 활발할까

파생상품은 곡물, 원자재, 귀금속 등의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 위험을 회피(hedge)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이다. 상품이나 금융자산 등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派生)이라는 말이 붙었다. 개인, 기업 등의 경제
주체는 파생상품을 이용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총생산의 9배>

세계 장외파생상품 규모 693조 달러 …
사고 땐 글로벌 경제 ‘흔들’
파생상품은 총계약금액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
부 시장 참가자들이 적은 자기자본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기도 한다. 파생상품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위험을 관리
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받아주는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투기 거래자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초 자산의 가
격이 투기 거래자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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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미국 뉴욕의 마천루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고딕 양식 첨탑 모양의 AIG 본사 건물. AIG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은 민간 회사다.

입고 심한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거래에 참
여했다가 파산하면 그 충격이 개별 기관을 넘어서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다. 파생상품 계약 불이행으로 거래 상대방인 많은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
을 입으면 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 보험그룹인 AIG의 부
실화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 AIG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인 신
용부도스와프(CDS) 거래를 대규모로 체결했다. AIG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그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기초 자산)의 가치가 하락
하거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이었다. 당시 AIG가 CDS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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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한 증권의 금액이 5270억 달러였고 여기에는 상당한 규
모의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이 증권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부도가 발생해 AIG는 사실상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형 금융기관인 AIG가 파산할 경
우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총 1820억 달러의 구제금
융을 지원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한 민간 회사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
이다.
AIG 사태는 파생상품, 그중에서도 CD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시스템적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장외파생상품은 대부분의 거래가 정규 시
장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조건이 맞는 당사자 간 거래, 즉 장외시장을
통해 이뤄진다.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상품만 거래하는 장내
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은 거래 당사자끼리 필요한 수요를 계약 내용에 탄력적으
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 간 맞춤형 거래의 특성상 가격,
규모, 거래 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다른 시장 참가자 및 감독당국이 이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예컨대 2008년 9월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가 파
산했을 때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은 리먼 브러더스가 맺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거래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관련 정
보가 부족해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시장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는 요인
이 됐다. 전 세계 장외파생상품의 규모는 2013년 6월 말 현재 693조 달러(명
목 잔액 기준)로 전 세계 총생산(2012년 기준)의 9배를 넘는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불안이 금융 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
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2009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 파
생상품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
융안정위원회(FSB)는 2010년 10월 ①장외파생상품 표준화, ②중앙청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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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를 통한 청산 유도, ③거래정보저장소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했고 이 권고안은 그해 11월 G20 서울 정상
회의에서 채택됐다.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는 파생상품 거래 비용을 줄이고 가치평가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표준
화는 파생상품이 조직화된 거래 채널(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
래되고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CCP를 통한 청산은 장외파생거래의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
다. CCP가 장외파생 거래의 당사자가 돼 원(原)거래의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매도자에게는 매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제의 이행이 보장된다. 또
CCP가 개입하면 다자간 결제 규모가 상계를 통해 감소돼 결제 리스크가 줄어
든다. 감독당국은 CCP의 장외파생상품 정보를 이용해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
는 것이 쉬워진다. 하지만 이 경우 리스크가 CCP에 집중되기 때문에 CCP 자
체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이를 감독당국 및 시장 참가
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도입되면 모든 장외파생상품
의 거래 관련 정보가 집중적으로 보고, 관리돼 장외파생시장의 투명성과 감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FSB는 이 같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3년 9월 발표된 이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가운데 과
반수가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법제화 작업을 끝냈다. 거래정보저장소 관
련 작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큰 국가
를 중심으로 CCP 설립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의무화 근거를 마련했고 그해 9월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청산업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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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개혁이 당초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될
경우 장외파생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도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비롯한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 관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또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과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 능력이 높아져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
정성도 높아질 것이다.
[ 2014년 1월 27일 월요일 ]

정연수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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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시스템적 리스크 (systemic risk)
금융 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금융 기능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신용파생상품 (credit derivatives)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기업, 증권 등이 기초 자산이고 이들의 부도나 신
용등급 하락 등 신용의 변화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용부도스와프
(CDS)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거래상대방 리스크 (counterparty risk)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
하지 못할 위험을 뜻한다. 빚을 갚아야 할 시점에 빚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상계 (netting)
종류가 같은 채권과 채무를 동일한 액수만큼 소멸시켜 채권 및 채무
금액을 동시에 줄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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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뱅킹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나

섀도뱅킹(shadow banking)은 은행과 비슷하게 신용을 중개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 상품을 말한다.
즉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신용보증기관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과 머니마켓펀드(MMF)를 비롯한 각종 펀드, 신탁
계정, 자산유동화·환매조건부매매(RP) 등 금융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섀도뱅킹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부문에 잠재돼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낮은 투명성·높은 경기순응성 등 잠복 …
규제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 필요
섀도뱅킹이란 용어는 2007년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핌코의 폴 매컬리
이사가 미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섀도뱅킹이 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주
목되면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섀도뱅킹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신용을
중개한다는 점과 보유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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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기 예금을 장기로 빌
려주고 수익을 얻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다. 반면 섀도뱅킹은 길고 복잡한 과
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이 자금은 ‘자
금 투자-펀드 판매-채권 매매 등의 펀드 운용-채권 매매 중개-펀드자금 최종
수요’로 이어지는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자금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아
울러 자산 운용사는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 이외에 자산유동화증
권, 파생금융 상품 등 대체 상품에 투자하는 한편 RP 및 증권 대여 등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고 여러 기관이 더 참여한다. 이와 같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신용 중개를 통칭하는 섀도뱅킹은 포괄 범위가 매우 넓
다.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기법 발달 등으로 수시로 새 상품 및 거래 방식이 등
장해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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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뱅킹은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중개
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금융의 활용도를 높여 왔다. 또 금융산업 내 경
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금융 산업 발
전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섀도뱅킹에 지나치게 의존
했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채널로 작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섀도뱅킹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잠재돼 있을까? 우선 섀도뱅킹은 상품 구성
과 금융 중개 방식이 갈수록 복잡해져 상품 및 거래의 투명성이 낮아질 가능성
이 크다.
둘째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예금)하는 은행과 달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수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신용 중개 규모가 크게 변한다. 즉 섀도뱅
킹의 신용 증가율은 경기 회복 및 상승기에는 은행을 상회하나 경기 둔화 및 하
강기에는 은행을 밑도는 등 큰 폭의 경기 순응성을 보일 수 있다. 그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고 금융 불안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수익 추구 성향,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 조달의 용이함 등
으로 섀도뱅킹 기관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부
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파생 상품 활용, 자
산유동화·증권 대여 등을 통해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충격이 발생했
을 때 전체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
기 이전 리먼브러더스의 레버리지가 30배를 넘었고 유럽계 은행들은 이보다도
높았다.
넷째 자금 조달에서 운용까지의 경로가 길고 다양해 섀도뱅킹 증가는 금융기
관 간 또는 금융시장 간 상호 연계성을 높여 특정 부문의 작은 위기가 전체 금
융 시스템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또한 예금자
보호,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의 법적 보호나 공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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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또는 펀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권 전체의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로 이어져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잠재 리스크들을 감안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0년 11월부터 태
스크포스를 구성해 섀도뱅킹 중 규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문들을 선정하
고 글로벌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보다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금융
기관들이 규제 차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섀도뱅킹 업무를 하거나 여기에 자금
을 공급하는 은행에 대해 금융회사 간 연결 기준 강화 등의 간접 규제를 도입했
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사 등의 섀도뱅킹 기관과 자산유동화·증권 대여 등의
섀도뱅킹 활동에 대해 유동성, 레버리지, 자본적정성 등과 관련한 규제 강화 방
안을 모색해 왔다. FSB는 2013년 8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최종 규제안 확정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비은행금융기관을 선정
해 관련 규제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섀도뱅킹의 신용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
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해 섀도뱅
킹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섀도뱅킹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1411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4%다. 미국(26조 달
러·165.9%), 유로 지역(22조 4000억 달러·183.7%), 영국(8조 9000억
달러·354.4%) 등의 주요국에 비해 규모 및 경제적 비중이 아직까지 크지 않
다. 이는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법·자산유동화법 등 섀도뱅킹
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서다. 섀도뱅킹의 대표적인 기관인 증권사와 여신
전문사의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은 대체로 양호해 레버리지 비율(각각 11.4배,
6.7배)도 은행(14.2배)보다 낮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섀도뱅킹이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우
리나라는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섀도뱅킹이
발달했던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관련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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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뱅킹이 위축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수익 창출 기반 악화 등으로 수익률을 높
이기 위한 위험 추구 유인이 커지면서 증권사, 여신전문사 등이 더 활발히 활동
하고 자산유동화, RP 등의 상품시장도 커지는 등 섀도뱅킹이 계속 확대되고 있
다. 앞으로도 고수익 금융자산 수요가 늘고 금융권 간 수익률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면서 국내 섀도뱅킹 규모와 관련 리스크가 계속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섀도뱅킹 기관의 낮은 투명성, 높은 경기 순응성, 레버리지 확대, 상
호 연계성 증가 등 주요 위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 논의에 맞춰 국내 섀
도뱅킹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되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014년 2월 3일 월요일 ]

정원경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비은행연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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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머니마켓펀드 (MMF)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1년 이하 채권 등 단기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수료 부담없이 중간에 환매할
수 있다. 유동성, 수익성 및 안정성을 겸비한 투자수단으로 인식됐으
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MMF도 위
험한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RP (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매매)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에 되사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
매하는 것이다. 증권 매매지만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쓰이
고 있다. RP거래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함으로써 금융시
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나 금융기
관이 반복적인 R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할 경우 시스템적 리
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국가간 또는 금융 부문 간 규제 강도 및 형태가 다른 것을 이용해 이익
을 추구하는 투자 행위를 뜻한다. 즉 같은 기능을 하는 금융 상품과 서
비스 중에서 규제 비용이 가장 적은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해 이익을
얻는 경우다.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세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
가 및 금융부문에 진출하거나 규제를 우회 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개
발해 거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자산유동화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출 채권, 유가증권,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일부를 기초로 해 증권
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발행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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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의 신용등급 어떻게 결정되나

신용등급은 대출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거래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만약 채무자의 신용등급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고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면밀한 신용평가를 통해 산출된 차주의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대출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및 정보 획득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또 차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신용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주의 신용활동에 영향을 주는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고 구분될까.

부채 규모·연체 이력·신용 형태·세금 체납 등
종합 고려 후 산출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CB)가 개인의 금융기관 거래 정보와 세금 체납 등
공공기관 보유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평가하여 산정한 등급으로, 개인의 신용활
동과 관련한 신뢰도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분류한 상대적 지표를 말한다. 신용
등급은 신용평가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상환
이력 정보,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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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력 정보는 빚을 제때 갚았는지. 과거 채무상환을 미룬 적이 있는지 등
의 연체 정보를 말한다. 부채 수준은 대출규모 및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현재
의 채무보유 수준이다. 신용거래 기간은 신용카드 및 대출 등의 거래기간을 말
하며 신용형태 정보는 고금리 대출 이용 여부, 대출 거래기관 수 등 신용거래의
종류 및 행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종합하여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거래실적, 부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10등급으로 구분된다.
통상 1~4등급 고신용, 5~6등급 중신용, 7~10등급은 저신용으로 통칭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고신용은 전체 가계신용활동인구(4100만명·NICE 기
준)의 57.8%인 2400만명, 중신용은 1200만명(28.9%), 저신용은 600만명
(13.3%)이다. 금융기관은 이런 신용등급과 개인의 소득 및 재산 등을 합산해 대
출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연체 등으로 저신용 차주가 되면 가계신용대출 시장에
서 적용받는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면서(금리단층 현상) 은행 대출시장 이용이 어
려워지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
환부담이 늘어나고, 다중채무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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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은 이처럼 개인 채무의 질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
라 국가 전체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판단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평가
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 가계 차주의 신용 수준이 전
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청년층 및 소득창출이 어려운 취약 차
주를 중심으로 신용저하 현상이 다시 심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신용자 가계 차주 문제가 심화되면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는 물론 정부의 재
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등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등급을 높이
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즉, 신용등급을 낮추는 요인들을 개선하면 된다.
첫째,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금
리 대출상품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
므로 대출상품은 가급적 금리가 낮은 유형부터 높은 유형으로 차례로 활용해야
한다. 또 매달 청구되는 카드사용액이 카드 한도에 육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 카드 한도의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
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차주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수의 대출(다중채무)을 보유하는 것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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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질적 저하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신용 평점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급
적 보유한 채무를 통합하여 이용 금융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출 및 카드 개설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주의하고 필요한
신용거래만 골라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위의 권유에 의해 카드발급
을 6개월 이내에 3~4장까지 늘린다면 신용평점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의 핵심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10만원 이상의 대출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평가 시 부정적인 요소로 반
영되기 시작하므로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연체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받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한 번에 3~4단계씩
떨어질 수도 있다.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
상 세금을 미납할 경우와 10만원 이상의 통신회사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할
시에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 건의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오래된 연체부터 갚는 것이 좋다. 만약 연체
기간이 같다면 연체규모가 큰 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 정
보는 5년간,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3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연체를 상
환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신용관리의 한 방법이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
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므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활용하여 소액이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

이장연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시스템연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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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금리단층 중신용 (5~6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가
계신용대출시장이 제
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고신용 중 가장 낮은 단
계인 신용등급 4등급과
저신용 중 가장 높은 단
계인 신용등급 7등급
차주에 적용되는 신용
대출금리 격차가 급격
히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융권 전체의 평균 가계신
용대출 금리를 보면 신용등급 4등급은 8.8%인데 신용등급 7등급은
21.7%로 3배에 가깝다. (그래픽 참조)

가계신용활동인구
전체 인구 가운데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하거나 거래 신청 등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4100만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계비신용활
동인구는 15세 미만의 인구와 15세 이상이면서도 신용거래를 안하는
사람이다. 15세 기준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나누는 기
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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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신용정책은 민간 부문의 자금 흐름이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금리
결정 등의 통화정책과 함께 중앙은행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나 금융위기 시 시장기능 저하
등으로 자금 배분이 왜곡되는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해 신용정책을 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져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과거 신용정책은 경제 발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영란은행의
은행대출자금 지원제도, 일본은행의 대출지원기금제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적격담보 범위 확대 등이 좋은 사례다.

은행의 中企대출 확대 유도에 초점 …
경제회복 뒷받침 역할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기간 동안 경제 발전을 위
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형태로 시행됐다.
즉, 은행이 전략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은 그중 일부를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줬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금리 자유화와 금융
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간접 조절 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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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고 유동성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총 한도를 미리
정해 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상황에 맞
춰 총액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지원 부문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미국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
내외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
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기능이 떨어지고 경기 부진이 심
화되자 통화정책기조를 완화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책을 적극 활
용했다. 지난해 4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
는 등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앙은행의 신
용정책 기능의 재정립,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성격 변화 등에 맞춰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이름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꿨다.
총액한도대출이란 이름은 과거 통화량목표제하에서 통화량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은행의 차입한도를 미리 정하겠다는 성격
이 강조돼 있다. 그러나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가 되면서 이런 취지는
크게 약화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금
융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2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12조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0.5~1.0%로 기준금리(2.5%)보다 낮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지원 대상에 따라 5개 프로그램으로 나뉜
다. 지원 대상은 무역금융, 신용대출,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
방중소기업 및 기술형창업기업 등이다.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한도 1조 5000억원)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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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신
용대출지원프로그램(2
조원)은 은행의 담보 위
주 대출 관행을 개선하
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
용대출 실적이 기준이
다.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5000억원)은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9월 신설됐다.
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에 연계
된다. 지방중소기업지
원프로그램(4조 9000
억원)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서 지방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3조원)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의 중소기
업을 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
다. 기업이 창업 초기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기 어려워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
술형창업지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6283억원의 대출자금이 지원됐다. 평
균금리는 연 3.96%로 전체 중소기업대출금리(4.84%)보다 낮다. 주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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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기업이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31.5%),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
를 초과하는 기업(18.1%) 등이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
원 대상은 종전 총액한도대출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고 경기 둔화나 금융위기
시 그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중앙은행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신용공급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의 자금가용성을 높이는 데 보다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한국
은행의 저리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면서 자체 조달자금을 더
해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개별
프로그램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통화정책을 보완하면서 금융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 2014년 2월 17일 월요일 ]

박준홍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과장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 105

쏙쏙

경제용어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금리가 연 20% 이상인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10% 수준인 시중은행 대출로 바꿔 주는 제도다. 자산
관리공사(캠코)와 시중은행 16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
은 시중은행의 지원 실적과 연계해 지원한다.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
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한은은 146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전
환 전 연평균 30% 중반 수준이었던 대출금리는 10%대 수준으로 낮
아졌다.

정보비대칭성
경제 주체 간에 갖고 있는 정보가 같지 않아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현
상이다. 시장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면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한 사
람의 도덕적 해이 문제 혹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의 역선택 문제가 발
생해 시장에서 최적의 가격결정 및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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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무엇이고 누가 이용하나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신용과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돈을 쓸
일은 더 많아졌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리스크 관리
강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 대부업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과다한 고금리 이자 부과,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자들이 주로 이용 …
과다한 고금리 사회문제화
대부업이란 주로 소액 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이자와 기한을 정해
빌려주거나(대부·貸付) 이런 금전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은 기업 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시작됐다.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했
고 특히 2000년대 일본계 대부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업체가 출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부업자가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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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6개월마다 발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
년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 223개, 전체 대출 잔액은 9조 2000억
원이다. 등록 대부업체 대부분은 영세 소형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
아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127개(회사 수 기준 1.2%) 대형사가 전체 대출
잔액의 87.7%(8조 1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개사가 50% 정
도를 차지한다. 등록 대부업체 외에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까지 고려할 경우 대부업 대출 잔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 말 대부업 대출 규모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 9월 말과 비교했
을 때 2.2배 성장했다. 이는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상호금융조합(1.9
배)보다도 빠른 속도다. 이런 고속성장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 외에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대부업체들이 전국적인 영
업망을 구축하고 TV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대부업의 대출 규모는 금융권 가계 대출 규모(926조 3000억원)와
비교하면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의 특
성(1건당 평균 대출 금액 369만원)상 이용자는 248만 7000명에 이른다. 또
대부업 대출의 85.3%(7조 8000억원)가 무담보 신용대출이고 신용대출의 대
부분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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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 신용대출 시장의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대
부업은 22%로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 지원 정책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26%)
다음으로 높다. 대부업이 취약계층 자금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 이용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신용자가 전체의 80.8%다. 이는
상호금융조합(19.8%), 여신전문금융회사(24.5%) 등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비
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용 목적은 주로 생활비(49.8%), 사업 자금(22.0%)
등이며 전체 이용자 중 회사원(63.6%) 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데 2002년 제정 당시 연 66%에서 2009
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최근 대부
업법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터는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로 낮아질 예정이
다. 대부업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 금리를 보면 대부분 35~39% 사이에서 결
정되는데 이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가 20~30%대인 여신전문금융회사,
25~35%대인 저축은행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감독 당국은 대부업의 불법 영업 및 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신용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대부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의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되고 레버
리지(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
려워 대부업을 이용한다.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보면 대부업에 대출을 신청하고
도 거절당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목적
이 의료비, 주거비 등의 생활 자금인 경우가 많아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
우 생활 안정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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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을 통한 고금리 대
출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 소외’ 현상은 이들 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화될 경우 이들의 생활 안정
약화는 물론 재정 부담 증가, 내수 기반 약화, 사회적 갈등 야기 등의 경제·사
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금
융 소외 현상을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금융포용’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금융포용 펀드’를 마련해 금융 소외자에 대한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역재투자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는 정도를 등급을 매겨 공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포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기구인 ‘금융포용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PFI)을 G20 산하기구로 출범
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금융 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제도들은 저신용·저소득자
에 대해 채무 조정(장기 연체 채무의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전환대출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
관의 역할을 높여 민간 차원의 신용대출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취약계
층의 원활한 신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

강정미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시스템연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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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외환위기 이후 초고금리를 취급하는 사금융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크
게 증가하자 정부는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66%의 금리 상한을 설
정했다. 이 법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한 설립 요건 없
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대부업의
관리, 감독은 영역별로 나뉘어 있다. 대부업의 등록·검사·행정 제
재 등의 역할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대부업 관련 정책 수립이
나 법령 제·개정, 유권해석 등은 금융위원회가, 대형 대부업체에 대
한 직권검사 등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영업 및 등록
대부업의 불법 행위 단속,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 폭리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2년 법 제정 당시 최고
이율은 연 4할(40%)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법정최고이율을
연 40%로 제한해 오다 1983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가 연 25%로 낮아졌다가 1997년 말 다시 40%로 올라갔다. 외환위
기 이후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
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 폐지
법률에 따라 폐지됐으나 고금리에 의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2007
년 3월 ‘신(新)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부활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해 금리 상한이 연 30%이며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 금리 상한이 연 39%다.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 111

20

기업 구조조정과 채권단의 역할

최근 STX조선해양, 쌍용건설, 한진해운 등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소식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에 대출해 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 방식 등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들린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금리도 오를 경우 취약 기업의 부실위험은
더욱 커진다. 그만큼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부실기업 회생 가능성 판단 …
사업개편·재무개선 주도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수술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회생 가능
성이 없는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해 구조조정을 하면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강화
시킬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구조 개편, 재
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기
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제한된 자원이 부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경제의 비효
율성이 증가한다. 또 기업 전반의 신용 위험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돼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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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 기업
에 대해 구조조정 없이 자금이 지원된다면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명토록 하는 역할만 해 채권금융기관 내부에 잠재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축적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이 악
화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 구조조정 지연 땐 경제의 비효율성 증가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외부의 힘을 빌
리기도 한다. 법적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와 법원의 판단 이전에 이해 관계
자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에 따른 구조조정에서는 채권금융기관과 일반 상거래의 채권을 포함한 기
업의 모든 채무가 동결된 뒤 채권자,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면서 진
행된다. 기업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므로 파산법원 등 전문
화된 법 시스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관련 법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
법 등으로 다원화돼 있었는데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로 일원화돼 시행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
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되므로 구조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해관계자의 사전 합의를 통한 방식은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대표
적이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해 외부로부터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부실징후 기업과 서로 협의하면
서 시장 기능에 의해 상시적·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총대
출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해, 대출
금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통해 워크아웃
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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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합의 통한 워크아웃이 대표적
채권은행은 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평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 기업을 A~D등급의 4
단계로 분류한다. 대기업에 대
한 정기평가는 매년 4~6월, 중
소기업에 대한 정기평가는 매년
7~10월에 실시된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
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용위험등급이 C등
급일 경우 그 기업에 자금을 가
장 많이 빌려 준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채권
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해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의 도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 총
대출금의 75% 이상 찬성으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다. 채
권금융기관협의회는 워크아웃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
정을 체결하고 보유 채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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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신규 대출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간 이해상
충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게 된다. 반면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통합도
산법상 기업회생절차 또는 정리절차 등을 밟게 된다. 기업의 신용위험등급이 D
등급인 경우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은 기업의 회생·파산 가능성 여부를 빨리 파악
해 회생가능 기업에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가치를 극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 기업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이
해상충을 미리 조정하는 역할이 채권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책임 분담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특히 대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많고 채권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간 도덕적 해이로 해당 기업에 대한 책임 분담, 신규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이견 조정이 실패할 수 있다. 또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 재조정을 받기 위
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 없이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이 늦어져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기업 가치
를 훼손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
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 기존 이해조정제도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책임을 적절히 분담시켜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구조조정을 신
속히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가 계속돼 채권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떨
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금융기관 간 원활한 이견 조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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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경
우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의 손실 부담을 피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 충격 흡수 능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 2014년 3월 3일 월요일 ]

전현우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거시건전성총괄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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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파산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
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통합도산
법상 채무자인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으면
채권자나 기업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
를 결정하면서 파산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
등을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 가치를 평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
고 채무자는 기존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손충당금
은행 등 금융기관이 미래에 대출 등 보유자산에서 발생할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적립금을 뜻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채
무자의 채무상환 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연체기간 등을 감안해 대출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
고,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고정 이하 대출(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부실 대출로 간주한
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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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대비 경제 방어막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8년에 고령사회(노령인구 비중 14% 이상), 2026년에
초(超)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게 되는 것으로 길게는 150여년(프랑스),
짧게는 35년(일본) 정도가 걸렸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편이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만큼 길어진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기반 마련일 것이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중 방어막 가장 이상적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인 55세 성인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은퇴 후 여생이 28.7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제 막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장년·노령층에게 시급한 당
면과제다.
지금의 노령 인구들은 평생직장 개념과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당
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터라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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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어느 정도 소득 기반이 있어 공적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현재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수령액이 39만원
(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4.8%만 받고
있다. 현재 노령 인구의 자산구성을 보면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의 비중이 85%
를 넘어 당장 생계 자금으로 쓸 저축성 자산이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령 인구들이 은퇴 후에도 다시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하거나 퇴직금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해 자영업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47.2%인 노인 빈곤
율과 더불어 10만명당 69.8명에 달하는 노인 자살률 등의 지표 등을 통해 여실
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

● 2018년 노령인구 비중 14% 이상
이같이 많은 노령 인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 설계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나라의 대응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일례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소득, 건강, 고용,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의 영역에서 고령화와 관
련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 산정한 고령화대응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화 대응 현황은 자료가 상호 비교 가능한 OECD 2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
준이다. 특히 2009년의 고령화대응지수(28.9)는 1990년(30.2)에 비해 오히
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적정 소득 수준이 연금 가입기
간 평균 소득의 70~80%인 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인이 책임져야 할 노후 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
다. 그런데 201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가구의 68% 정도가 노후 준비를 위한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
답하고 있다. 가계의 고령화 대비 상황 역시 매우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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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완형 기자 whl@seoul.co.kr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는 길게는 30년 후를 대비한 장기 투자이자 소득이 없
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소득의 일정
부문은 연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대비책이다. 한편 연
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공적 연금의 특성상 공적 연금의 지급
액을 늘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적 연금의 보
장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던 많은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
정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꾸준히 연금제도를 바꾸어 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
면 우리나라의 향후 고령화 대비책 역시 민간 영역에서의 사적 연금 활성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다층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먼저 가입 기
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40%
정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담당하고, 사적 연금인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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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20%, 개인연금이 나머지 10~20%를 각각 구성토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70~8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 ‘연금 사각지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05년 기존 퇴직금제도를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적
연금 분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자들의 소
득대체율이 21% 수준으로 아직 미흡한데다 사적연금 미가입자가 많아 노후준
비를 위한 사적연금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
태이며 사업장 기준으로는 13.4%의 기업만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개인
연금 가입률은 더욱 낮아 15.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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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연금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연금제도의 안전성에 대해 일반 국민
들의 갖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힘들게 오랜 기간 불입
한 연금을 안전하게 약속한 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 부족이 연금
가입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다른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
로복지공단이 기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퇴직연금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의 지나
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금 가입과 중도 해지 없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들
의 부단한 노력 또한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OECD 등 국제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생계 유지에 급급한 저소득층들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소득층 노령인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
한 사회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

이정연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거시건전성연구팀 과장
영국 엑스터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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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퇴직연금
기업이 매월 퇴직급여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
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
시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확정되는 대신 회사가 매달
내야 하는 기여액이 위탁금융회사의 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하는 제
도다. 이에 반해 DC형은 회사의 부담분이 확정되는 대신 가입자의 급
여 수령액이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IRP는 근로자가 중도에 직
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빈곤율
소득수준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빈곤선
은 전체 인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위소
득자 소득의 50%가 기준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이 47.2%라는 것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47.2%의 소득이 중위소득
(177만원)의 50%인 월 88만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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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환보유액 운용의 과거·현재·미래

1997년 11월 16일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극비리에 방한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 당국자들과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보유액
부족이었다.

국가 지급능력 신뢰도 가늠자 …
유동성·안전성 확보가 관건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즉 금융위기
와 같은 비상시에 외화가 부족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수입대금을 결제하거
나 외채를 갚지 못할 경우 최후의 외화자금 공급원 역할을 한다. 또 평상시 환
율이 크게 변동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쓰인다. 따라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게 많아지면 국가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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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제 주체들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부수
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규모에 맞
게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11월 말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73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
로 빠르게 늘어 2001년 1000억 달러, 2005년 2000억 달러, 2011년 3000
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4년 2월 현재 3518억 달러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한 외환보유액 확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들의 정책 과제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외환보유액도 1997년 말 2조 달러에
서 2013년 말 13조 4000억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당시부터 외환보유액 운용을 맡아 왔으며, 1976
년 운용 전담조직인 외화자금과가 신설됐다.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급속
히 증가하면서 운용 조직이 직원 20여명의 과에서 90여명의 부서 조직으로 확
대됐다. 현재 외환보유액 운용을 맡고 있는 외자운용원은 자산운용을 담당하
는 투자운용부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외자기획부, 자
금 결제와 운용 관련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운용지원부 등 3개 부로 구성돼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국제금융 중심지인 뉴욕 및 런던에 운용 데스크를
설치해 24시간 글로벌 운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한 가운데 수익성을 높이
는 것을 운용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화자산을
자금 용도에 따라 유동성 자산, 수익성 자산 및 위탁 자산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유동성 자산은 일상적인 외화자금의 유출입과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
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자산이다. 일반 가정에 비유하면 생활비 용도로 쓰는
수시 입출금 통장과 비슷하다. 유동성 자산은 이런 목적에 맞게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미 달러화 예금이나 단기 국채 등에 투자된다. 수익성 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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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들이 저축을 위
해 안전하면서도 만기가 긴 정
기예금에 투자하듯이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획
득이 가능한 주요 선진국 국채
나 회사채 그리고 자산유동화
채 등에 투자한다. 위탁 자산은
펀드 투자와 같이 투자 전략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
력이 검증된 자산운용사에 맡
겨 운용하는 자산이다. 투자 대
상에 채권과 함께 주식도 포함
돼 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운용
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분산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
리오 구성이다. 분산투자란 수
익이나 위험의 특성이 서로 다
른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
이다. 이 경우 일부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자산에
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를 상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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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통화 및 상품에 대한 투자를 다변화해 왔다.
통화의 경우 1970~80년대부터 미 달러화 외에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
운드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에 투자했고 2012년 중국 위안화 투자도 시작했
다.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비중을 결정할 때에는 비상시 외화 수요와 관련이 높
은 외채 및 무역거래에서의 통화비중을 반영하며, 투자의 용이성과 다른 나라
의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서 미 달러화 비중은 57.3%로 다른 통화들에 비해 높다. 이는 미
달러화 표시 외채의 비중이 크고 무역 거래에서 주로 미 달러화가 쓰이기 때문
이다.
투자 상품은 1990년대까지는 선진국 정부채와 정부기관채에 한정돼 있었으
나, 2000년대 들어 회사채, 자산유동화채, 물가연동채 등 우량 채권 중심으로
다양화됐다. 2007년에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을 계기로 투자 대상이
주식으로까지 확대됐다.
외환보유액의 통화 및 상품 구성은 다양해졌지만 속도는 점진적으로 이뤄져
왔다. 주식의 경우 2007년 KIC에 대한 위탁을 통해 처음으로 외환보유액의
1%를 투자한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 현재 6% 수준을 투자하고 있
다. 이는 대규모 외화자산을 급격하게 변동시킬 경우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
는 데다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
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아서 수시로 방향을 틀기보다는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방향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미 국
채에만 투자해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유동성과 안전성은 물론 수익성까
지 한꺼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저금리 정책으
로 앞으로 당분간 외환보유액의 기대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극단적인 시장상황
이 발생할 ‘꼬리위험’(tail risk)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익성은 고사하
고 유동성이나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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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려면 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력과 운용 역량을 높
여야 한다. 다양한 투자전략을 발굴하고 운용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외환보유액 운용의 가장 큰 과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유동
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이 다시는 되풀
이되지 않도록 국가 재산인 외환보유액을 안전하게 운용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외화
자산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분산투자를 통해 전체 외화자산의 위험
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

정희섭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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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꼬리위험 (tail risk)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자산의 배분과 구성)가 대규모 손
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즉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했
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꼬리위험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포로 볼 때 꼬리 모양의 끝 부
분에 해당돼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자산유동화채 (ABS·Asset-Backed Securities)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
로 발행되는 채권을 뜻한다. 자산 보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에 묶
인 돈이 현금화되는 장점이 있다. 보통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특수목
적회사(SPC)에 자산을 팔고,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 매각대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보증보험, 추가 담보 제공
등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뤄지기도 한다. 자산유동화채의 이
자와 원금은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자산의 처분 대금으로 충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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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의 보전 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이다.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석유수출 대금 등으로 축적된 국가의 부(富)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를 말하며 때로는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는 2005년 런던 소재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앤드루 로자노브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유가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산유국이나 국제수지 흑자가 급증한 일부 아시아 국가의 외화자산을
국부펀드라고 불렀다. 1970년대부터 석유 수출로 부를 축적한 중동 및 북유럽의
산유국들은 미래에 석유가 고갈될 경우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국가펀드를 설립,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국부펀드는 원래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펀드로 인식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처럼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설립된 펀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시장안정·수지 불균형 보전

국부펀드

미래세대 장기적 富 증대

2000년대 중반 국부펀드 설립이 유행하면서 일부 국부펀드가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부동산은 물론 항만·공항 등 국가기간산업까지 사들이
려 하자 해당 국가들이 제동을 건 사례가 있다. 이는 외국의 국부펀드가 자국에
중요한 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경우 해당 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국부펀드가 각국의 보호주의나 민족주의를 자극해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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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08년 주요국 국부펀드들은 국제통화기금
(IMF)과 함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밝힌 국부펀드 운용 원칙을 채택하면
서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부펀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SWF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국부펀드는 급
속한 증가 추세로 지난 2월 말 현재 6조 321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말(3조 2590억 달러)에 비해 불과 6년 사이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부펀드 중 약 60%는 석유나 가스 등 천연자원의 수출과 관련
돼 있는데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의
국부펀드가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기존 산유국 외에도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에
서 석유 등의 수출에 기반을 둔 소규모 국부펀드의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국부펀드는 경상수지 흑자
에 의한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2007년 9월 중국 정부가 특별국채
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국인민은행의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를 매입해
설립한 CIC가 대표적이다.
개별 국부펀드를 규모면에서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석유기금
이 지난 2월 말 현재 8380억 달러로 국부펀드 중 1위다. 다음으로 UAE(7730
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6759억 달러), 중국(5752억 달러·CIC 기준) 등이
5000억 달러 클럽에 있다. 그 아래로 쿠웨이트(4100억 달러), 홍콩(3267억
달러), 싱가포르(2850억 달러·GIC기준) 등이 있다.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는 외화자산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금의 보유목적 및 조성 방법, 운용 방식, 운용 주체 측면에서 다음
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보유 목적의 차이다. 외환보유액은 평상시 외환시장에서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이를 제때 공급하고, 위기 때에는 외채상환 등 긴급한 대외지급 용
도로 바로 쓸 수 있다. 국부펀드는 석유 등 원자재 관련 수익, 경상수지 흑자 등
을 통해 축적한 외화자산을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부를 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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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 시계로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둘째, 자금의 조성 방법이다. 외환보유액은 주로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부채
증가가 뒤따른다. 국부펀드는 원자재 관련 수익이나 재정잉여금, 연기금 또는
장기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국가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운용 방식에서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사용하는 국가 비상금이므로 안
전성과 유동성을 수익성보다 우선한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선진국 우량채
권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다. 국부펀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운용수익률 극대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채권이나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 외에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에도 투자하고 있다. 대체자산은 유사시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IMF는 외환보유액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넷째, 운용 주체 면에서 외환보유액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용한다. 국부펀
드는 중동, 중국, 싱가포르, 한국의 사례처럼 국가가 따로 세운 기관이 주로 운
용한다. 노르웨이와 홍콩처럼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를 함께 운용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부펀드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다. KIC는 원자재와 관
련된 전통적 국부펀드는 아니지만, 정부(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위탁받아 대체자산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한다.
한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때에는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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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명시적인 투자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위탁
성과는 한은의 손익이 되며 한은은 위탁 운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KIC에 지급하
고 있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세계
적으로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 등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위스, 홍콩 및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우량 채권 외에 상장 주식까지 투자를
다변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가 운용 면에서 과거에 비
해 차이가 줄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는 투자자산의 위험·수익 구조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외환보유액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체투자는 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해 볼 때 한은의 외환보유액 운용과 KIC의 외화자산 운용은
국가의 외화자산이라는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국부펀드는 지속적인 성장세로 전통적 자산시장(주식·채권)에서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에 이어 네 번째 대형 투자자로 부상했다. 국제금융계에서는
2017년에는 15조 달러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부펀드의 자산증가 및 투자대상 다변화로 신흥국 및 대체투자에 대한 영향
력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

도용호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위탁관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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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s)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수익과 위험 특성이 다른
부동산, 주식, 원자재, 헤지펀드 등 여러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
한다. 일반적으로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비해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환금성이 낮고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1967년 설치된 특
별기금이다. 1년 단위의 기금조달 및 운용계획은 국회에서 확정한다.
정부의 출연금이나 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 자
금을 이용해 유사시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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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금

19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한말 일제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갚기 위해 남자들은 금주·금연, 여자들은 금가락지 등을
팔아 모금을 했다. 당시의 ‘국채보상운동’은 친일단체를 앞세운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했지만 국가 위기시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국민의 희생 정신을 보여준
사례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1997년 12월,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던 TV 화면이 전 세계로 타전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 9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금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金 보유하면 보험 역할·분산투자·달러가치
하락분 상쇄 ‘일석삼조’
금은 기원전 4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금 장식품이 등장할 정도로 인류 문
명과 역사를 같이하면서 사랑을 받아 왔다. 금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희소
가치와 물리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캐낸 금은 모두
17여만t이다. 이는 20㎡ 크기의 작은 정육면체에 모두 집어넣을 수 있는 분량
이다. 또 금은 4500년 전 이집트인의 금니가 지금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변색되
거나 녹슬지 않는다. 금의 녹는 점은 섭씨 1000도가 넘고 1g의 금으로 3km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 135

의 실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런 희소성과 물리적 강점
에 휴대나 운반 저장이 쉬워 금은 옛날부터 부와 권력의 상징인 동시에 화폐로
도 기능해 왔다. 특히 세계에서 금 수요가 가장 많은 인도인과 중국인들은 금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 인도의 결혼 시즌인 10월에는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
다. 인도 정부는 2013년 경상적자의 주범이 금 수입으로 나타나자 금 수입 관
세를 2%에서 10%로 대폭 올리기까지 했다. 작년 금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세
계 최대 금 생산국이자 수요국인 중국에서는 금괴(골드바) 매입 열풍으로 금이
품귀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화폐로서 금이 쓰인 것은 기원전 2600여년 전부터다.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
화는 기원전 550년쯤 리디아(터키)에서 주조됐다. 근대 들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량과 금 보유량을 비례시키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
가 급속도로 팽창한 현대가 되면서 금은 공급량이 제한되고 채굴 과정에서 지나
치게 많은 자원이 소모되며, 가격 변동이 심한 점 등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 금본위제는 폐지되고 1990년대 후반 중앙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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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을 경쟁적으로 파는 등 금은 한동안 ‘잊혀진’ 투자 자산의 수모를 겪기도 했
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9.11 사태와 세계적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금은 최
고의 안전 자산으로 화려하게 귀환하게 된다.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상당량
의 금을 갖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과 국제기구가 보유한 금
은 약 3만 2000t이다. 미국이 8133t으로 가장 많고 독일이 3387t, 국제통
화기금(IMF) 2814t, 이탈리아 2452t, 프랑스 2435t 순이다. 한국은행은
104t을 보유해 34위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금 보유 비중이 높은 것은 과거
금본위제 시절 대량으로 보유하던 금을 금본위제가 폐지된 지금도 상당량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멕시코, 우
리나라 등 신흥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으로 금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금
은 채권이나 주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과 다르게 보유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이
없다. 다시 말하면 금값이 오르지 않으면 선진국 채권 등 일반적 외환보유액의
투자 상품에 비해 이득이 없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것은 금 보
유에 따른 유·무형의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위기 시에 보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세
계적 경제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면
서 주식이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반면 대표적인 안전 상품인 금값은 가파르게
오른다.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을 드는 이유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이지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듯이,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
는 것도 금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금융위기 시에 안전판 역
할을 해주는 보험의 혜택을 누리려는 것이다. 또 외환보유액으로 금을 일정 부
분 보유하고 있으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외환보유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
는 부수적 효과도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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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투자 재테크의 기본 원
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은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외환보유액 일부를 떼어내 금에 투자할 경우 다른 금융상품과의 시너지 효
과가 발생해 투자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금값이 달러화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 때문이
다. 국제 금시장에서 금은 달러화로 거래된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통
화가치는 올라가고 다른 통화를 보유한 사람들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으므로 금 수요가 늘어나 금값이 올라간다. 중앙은행 대부분은 외환보
유액의 절반 이상을 위기 시 현금화가 쉬운 달러화로 갖고 있다. 따라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외환보유액 가치도 떨어지는데 외환보유액 일부를 금으로
보유할 경우 달러화 가치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1848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금맥이 발견된 이후 캘리포니아로 사람
들이 몰려드는 ‘골드 러시’가 일어났다. 그런데 당시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
보다는 이들을 이용해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광부들에게 질긴 천으로 만든
청바지를 팔아 갑부가 된 리바이 스트라우스, 역마차 운송서비스와 은행업을
한 헨리 웰스와 윌리엄 파고가 대표적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금 투자에도 적용
될 수 있다. 금 자체에 대한 투자 이익보다는 금 보유에 따른 약간의 기회비용
을 희생하여 위기 시 보험 기능 및 국제 신뢰도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포
트폴리오 분산투자의 이점도 향유할 수 있으며, 달러화 가치하락에 따른 외환
보유액 감소 위험에도 대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

이정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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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금본위제 (gold standard)
한 국가의 돈(통화) 가치를 금의 일정량으로 고정시키고, 통화 공급을
금 보유량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자
동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금본위제는 영국에서 19세기 초반 본격적
으로 실시된 이래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대공황 이후 전쟁 비용 조달 및 경기 부양을 위해
금 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야 할 필요가 생겨 폐지됐
다. 이에 따라 금본위제가 실시된 기간은 1816년부터 1933년이다.
금본위제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은을 통화와 연계시키는 은본
위제(silver standard)가 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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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참가자 및 투자자

2011년 9월 17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하라’고 외치며
국제금융시장의 중심가인 월가를 행진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서도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아 챙긴 소수 금융기관
임원이나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국제무역, 해외투자, 자금대차 등에 따르는 국제 금융거래를
통해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금융시장은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구분되지만 각 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투자은행>

IB·연기금 등 세계의 큰손
24시간 치열한 ‘쩐의 전쟁’
국제금융시장은 투자은행(IB), 연기금,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큰손’에 의해 24시간 쉬지 않고 굴러간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이해는 국제금
융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IB의 탄생은 경제 대공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
융기관들의 무리한 투자와 거대화는 증시에 거품을 만들었고 1929년 10월 24
일 미국 주가가 대폭락했다.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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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1933년 은행의 증권업 겸업을 금지하는 ‘글라스 스티걸법’을 제정했고
이후 상업은행과 IB는 분리돼 각자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 의회가 결국 이들의 로비
를 받아들여 1999년 IB와 상업은행의 겸업을 허용하는 법을 다시 제정해 오늘
날의 IB 모습을 갖췄다.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기본사업으로 한다. 반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IB는
인수(underwriting), 트레이딩 등의 사업을 주로 한다. 인수란 기업이 증권
을 발행할 때 발행가격을 정하는 것부터 발행증권의 일괄 인수 및 판매에 이르
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트레이딩은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거래다. 2012년 국
제금융시장의 핫이슈였던 ‘런던고래’ 사건은 바로 이 자기자본거래에서 발생했
다. ‘런던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JP모건 트레이더의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로 회
사가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기자본거
래는 은행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최근 미국 정부는 볼
커룰을 만들어 투자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IB와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양대 축은 각종 펀드다. 펀드는 주식
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전문 운용인력이 관리한
다. 투자 목적과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연기금, 뮤추얼 펀드, 헤지펀드, 사모펀
드 등으로 구분된다.
연기금은 국제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공룡’으로 통한다. 모든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 중 가장 규모가 큰 약 30조 달러를 운용하지만 뉴스에 등장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가장 큰 연기금은 일본의 공적연금펀드다. 운용자산은 약 1
조 4000억 달러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3000억 달러(세계 4위)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연기금은 일반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기 때문
에 보수적 자산운용을 중시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확대를 보전하기 위해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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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체투자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뮤추얼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한 뒤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연기금에 이
어 두 번째로 큰 투자자다. 전 세계적으로 29조 달러, 7만 5000여개 펀드가
운영 중이다. 뮤추얼펀드로는 마젤란 펀드가 유명하다. 운용자인 피터 린치는
13년간 운용하면서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기록, 전설적인 스타 펀드매니저
로 재테크 서적에 종종 등장한다. 뮤추얼펀드는 주요 투자자산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 하이브리드(혼합형)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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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비제도이사회의 채권 매입이 줄어들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선진국 주
식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헤지펀드(Hedge Fund)는 1949년 월가의 투자가 알프레드 존스가 가격 하
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시도한 것이 시초가
됐다. 헤지펀드는 금융위기나 시장 불안이 있을 때마다 늘 그 뒤에 있어 비난의
대상이었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 폭락,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모두 헤
지펀드와 관련된 금융위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특유의 민첩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다.
1980년대 말 금융시장이 어려웠는데도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줄리안 로버
트슨의 타이거 펀드 등이 연평균 5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헤지펀드가
중흥기를 맞이했다. 이후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앞다퉈 헤지펀드 업계에 뛰
어들어 지난해 기준 6000개가 넘는 헤지펀드들이 운용되고 있고 자산 규모는
2조 달러가 넘는다.
사모펀드(PEF)는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손
님이다.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3년에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원에 인수해 2012년에 팔면서 4조 6600억원의 차익을 남긴 론스
타도 사모펀드다. 여러 종류의 사모펀드가 있지만 크게 엔젤 투자, 벤처 캐피
털과 차입매수로 나눌 수 있다. 엔젤 투자는 초기 단계의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
회사가 성장하면 수익을 얻는 반면, 벤처 캐피털은 이미 확고한 사업계획과 상
업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까지 개발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전
략이다. 차입매수는 기업 인수시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소액
의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풍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IB와 각종 펀드들 외에도 중앙은행, 국부펀드, 보험사 등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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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중심지인 월가에서 재채기만 해도 한국 금융시장은 독감에 걸린
다는 말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한 이유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미미하다. 앞으로 서울이 뉴욕, 런던, 홍콩 같은 국제금융시
장의 중심지로,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
할 날을 기대해 본다.
[ 2014년 4월 7일 월요일 ]

남석원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글로벌정부채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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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공매도 (short selling)
증권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해당 증권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
을 얻는 거래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주
식시장이 안정되고 공매도 금지가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나타나 2013년 11월 14일부터 금융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지
난해 봄 제약업체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에 2년간 시달
렸다며 회사를 다국적 제약사에 팔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매도
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볼커 룰 (Volcker rule)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핵
심 사항이다.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 원자재 선물 옵션 등 위
험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PEF)
에 투자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폴 볼커의 제안으로 2011년 10월 초안이 공개됐으나 규제 강화에 대
해 금융기관들이 반대하고 정부 부처끼리 이견을 보이면서 승인이 지
연되다가 2013년 12월 최종안이 승인됐다. 볼커 룰을 시행하면 투자
은행의 수익성은 줄겠지만 자기자본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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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는 누가 평가하나

신용평가기관은 채무자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 능력, 파산 가능성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신용평가기관이
있지만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국제적인
기관투자자들이 이들 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채권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등급을
어떻게 받느냐는 수익률과도 직결된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과 무위험자산 간의 이자율 차이(스프레드)가 커져 손실을 볼 수
있다.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채와
같은 신용채권 투자자들에게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무디스·S&P·피치 3곳 막강 영향력 …
신용평가 공정성 ‘잡음’
투자자뿐 아니라 채권 발행자 등 차입자들은 더욱 신용평가기관의 눈치를 보
게 된다. 왜냐하면 발행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직접적으로 자금조달비용
(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채권 발행자가 국가일 때도 마찬가지
다. 신용등급이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신용도
나 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투기등급 수준인 Ba1(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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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기준)까지 강등됐던 국가신용등급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금은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3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오르고 차입금리가
떨어지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신용등급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신용등급의 신뢰
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
시장국과 남유럽국가들에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고조됐다. S&P가 미국, 프
랑스 등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AAA)에서 강등하자 미국 및 유럽연합의
주요 인사들이 S&P 신용평가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에 기반한 주택저당증
권(MBS)과 구조화채권(CDO) 등에 대한 관대한 신용평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무
디스가 2006년 최고등급(Aaa)을 부여했던 MBS 중 73%가 2010년 4월까지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고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믿
고 서브프라임 MBS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일부에서는 신용평가기관들의 관대한 신용등급 책정 관행이 신용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채권 발행기관)과의 밀착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
부분의 신용평가기관이 해당 채권 발행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등급
을 부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고객(발행기관)에게 관대한 신용등급
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3대 신용평가기관이 세계 신용평가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점적 구조에서는
신용평가기법 개선 등을 위한 기관 간 경쟁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신용평가 관행 자체가 경기의 진폭을 확
대시키는 경기 순응성을 내재한다는 것이다. 호황기에는 비교적 높은 신용등급
을 부여하다가도 2008년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뒤늦게 신용등급을 대거 강
등하는 행태가 급속한 거품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대부분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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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투자 대상 선정 시 신용등급에 크게 의존하는 관행도 경기 순응성을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위기 때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이 집중되면 대다수 투자자
가 동시에 해당 채권을 투매하는 벼랑 끝 효과와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불황
기에 채권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이 경우 시장 불안도 문제
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매 현상으로 인해 자신이 팔아야 되는 채권가격이 계
속 급락해 엄청난 매각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은 평가 인력 및 방법론을 보강
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신용평가기관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국제증권위원회기구
(IOSCO)는 주요20개국(G20)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 2008년 ‘신용평가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해 신용평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노력을
강화했다. 즉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신용평가정보의 수
요자인 투자자들이 각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방법 및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비교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평가 능력을 가졌으나 지금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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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지 못했던 중소형 신용평가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서 신용평가
시장의 왜곡된 과점 체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형 신용
평가기관의 시장 진입은 평가 대상자가 곧 고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용평가
의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중소형 신용평가기
관은 채권 발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신용정보가 필요한 투자자들
에게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시 벼랑 끝 효과 및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
의 신용평가기관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
안정위원회(FSB)가 2010년 제정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도 완화 원칙’이
대표적이다. 이 원칙의 기본 방향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내부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이를 활발히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와 금융감독당국이 신용 리스크 관리
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평가기관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구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신용평가기관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
여 신용등급을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균형 있고 슬기롭게 활용하려
는 정책기관 및 투자자들의 노력이 신용평가기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그 유효
성을 평가하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4년 4월 14일 월요일 ]

박관서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리스크관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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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벼랑 끝 효과 (cliff effect)
시장 참여자들이 특정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아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한 최저신용등급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보유 채권의 신용등급이 투자 기준 미
만으로 강등될 경우 해당 채권을 급히 매각하면서 시장을 더욱 위축시
킨다.

구조화채권 (CDO)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풀(pool)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채권이다.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순위가 정해
진다. 2007년 미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높
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인 CDO 가격이 급락, CDO에 대
규모로 투자하고 있던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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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국 금융시장의 특징과 한국은행의 투자

중국은 2010년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수출입을 합친 무역규모의 경우 작년에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부상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경제 지표 또는 전망의 변화가 주요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실물 경제의 성장세 및 영향력에 비해 중국 금융시장은 규모,
개방도 등의 측면에서 아직 발전이 더딘 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中 채권시장 규모 4조弗로 亞서 2위 …
한은, 국채 직접투자·주식 간접투자
중국은 과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시하면서 채권
및 주식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 규모
가 커지고 자금조달을 다변화할 필요가 커지면서 이들 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
다. 앞으로 금융 부문에서 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신용평가 선진화 등이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26
조 위안(4조 3000억 달러)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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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단
기금융시장 및 채권금리는 자유화됐으나 작년 중반까지 예금금리의 상한 및 대
출금리의 하한을 규제해 왔다. 이를 통해 은행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해 경제성장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는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를 전격 철폐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금금리 규제는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을 거쳐 향
후 2년 내에 자유화할 계획이다.
중국 자본시장은 개방도가 낮아 외국인이 중국의 위안화 채권 및 주식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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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한도승인(quota)을 받아야 한다. 한도승인을
통한 외국인의 투자경로는 크게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위안화 적격외국
기관투자자(RQFII) 및 은행 간 채권시장 투자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QFII는 2002년에 도입됐으며 한도를 부여받은 투자자는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의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작년에 QFII 총한도가 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이 중 실제 한도부여액도 계속 증가해 현
재 500억 달러를 넘었다. 투자가능 대상 증권도 당초 주식 및 거래소 채권으로
제한됐으나 작년에 은행 간 채권시장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위안화 국제화 계
획의 일환으로 2011년 도입된 RQFII는 홍콩 등 역외 위안화 자금이 직접 중국
내 주식 및 채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그 대상 지역이 홍콩 이외에
타이완, 싱가포르, 런던으로 확대됐다. 은행 간 채권시장 투자한도는 외국 중
앙은행과 위안화 무역결제은행 등이 중국 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중국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은 국채 및 정책금융채가 전체 채권의 3분
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채권시장 투자
자 중 외국인 투자자는 2% 내외에 불과하고 국내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외 금융여건 변화가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제한적이
다. 중국의 국내 투자자는 은행 및 보험사의 비중이 높다. 이들 기관은 잦은 매
매보다는 주로 장기 보유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채권의
유동성이 높지 않다.
한국은행은 2012년 중국 위안화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로부
터 QFII 및 은행 간 채권시장 투자한도를 부여받아 주식 및 채권에 투자했으며
2013년에 이들 한도가 증액됐다. QFII는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
으로 중국 주식에 간접투자하고 있다. 은행 간 채권시장 투자에서는 한은이 직
접 채권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국채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 투자는 투자 통화 및 자산 다변화, 중국과의 긴밀
한 실물 및 금융 부문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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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국채금리는 미국, 영국 및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2∼3% 포인
트 높고 단기금리의 경우 그 격차가 더 크다. 위안화 가치는 최근 수년간 지속
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
소에 따른 자금유출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통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지만 위안
화는 지난 한 해 동안 2.9% 강세를 보였다. 금년 들어서는 위안화 기준환율대
비 일일변동폭이 1%에서 2%로 확대되고 위안화 강세 기대가 약해지면서 가치
가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주요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경상수지 흑자 및 위안
화 국제화 노력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 있다.
최근 위안화 투자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전망, 높은 금리에 따른 수익성 제고, 주요
신흥국보다 높은 신용등급, 저금리 기조하의 통화 및 자산 다변화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은
행 및 국부펀드들이 위안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5% 수준까지 위안화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안화가 준비 통화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국제화가 긴요
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09년 위안화 무역결제제도를 도입했다. 이 규
모는 홍콩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중국 무역액의 18%까지 확대됐다.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로 위안화가 역외로 유출되면서 역외 위안화 금융시장 형성의 기
반이 마련됐으며 중국 본토 위안화(CNY) 시장과는 별도로 홍콩을 중심으로 역
외 위안화(CNH) 시장이 육성됐다. 현재 홍콩의 위안화 예금은 8600억 위안에
달하고 홍콩 내 딤섬본드는 5000억 위안을 넘는 등 그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중국인민은행은 20개 이상의 중앙은행과 약 2조 5000억 위안에 달하는 통
화스와프를 통해 안정적인 위안화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및 프
랑크푸르트와 위안화 결제은행 설립에 합의했으며, 세계결제통화 순위에서 위
안화는 작년 1월 13위에서 올 2월 스위스프랑에 이어 8위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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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투자 및 수출 위주에서 국내 소비 및 서비스산업 육성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고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과잉투자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금리자유화, 자본시장 개방확
대, 위안화 국제화 등의 금융개혁이 가속화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위안화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

김성욱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신흥시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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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은행간 채권시장
중국 채권시장은 크게 장외시장인 은행간 채권시장과 장내시장인 거
래소 채권시장으로 구분되며 대부분(94%)의 채권이 은행간 채권시장
에서 거래된다. 주요 시장 참가자들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
관들이며 국채, 정책금융채, 회사채 등이 거래된다. 우리나라도 80%
가량의 채권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딤섬본드 (Dim Sum Bond)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표시 채권으로 주로 홍
콩에서 발행된다. 홍콩의 대표적 음식인 딤섬에서 이름을 따왔다.
2007년 중국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했으며 초기에는 중국계 및 홍콩
은행만 딤섬본드를 발행했다. 2010년 이후 다른 국가의 은행 및 글로
벌 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

CNY·CNH
둘 다 중국 위안화(RMB)를 의미하나 CNY는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
는 위안화를, CNH는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주로 홍콩)에서 거래되
는 위안화를 지칭한다. CNY는 인민은행 고시환율 대비 일일변동폭에
제한이 있으나 CNH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
환율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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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총인구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보다 낮지만 10년 내에 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추세로라면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20%),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

3년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
금융·의료 고용↑ 교육·교통 일자리↓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서 인구구조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
게 빠르다는 데 있다.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평균
70년 이상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경제적으로 대비할 시
간이 부족한 만큼, 인구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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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는 성장, 고용, 금융 등 경제 전반
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먼저 고용의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젊은 인구의 비중이 줄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의 연령별 구성
도 변하고 있다. 취업자 중 40세 이상 비중이 1980년 39%에서 2012년 55%
로 상승했다. 근로자의 평균연령도 1990년 39세에서 2013년 44세로 5세나
높아졌다. 이는 향후 고령층 근로자들이 은퇴 등으로 노동시장을 떠나고 청년
층의 노동 유입이 둔화하면, 기업이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 숙련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고용의 장기 추세를 보면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런 고
용 증가세 둔화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체출산율에 못 미치는 낮은 인구증가
세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전체 인구의 약
15%(2013년 기준)인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
문이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노동공급의 절대 수준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노동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생산
가능인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경제활동 참여로 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렸고, 이를 통해 1980~90년대
고도 성장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하지 않으면 노동력 부족이 성장을 제약해 현재의 경제발전 패턴을 지속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산업별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고령화로 가계 구성
원들의 연령 구조가 바뀌면 그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구성도 변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금융, 식품, 의료기기, 요양, 여가, 의료서비스 등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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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늘리는 반면 교통, 교육, 오락, 의복 관련 소비는 상대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 고령층이 선호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버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
런 개인들의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구조도 변한다. 최근 보건 및 의료 서비
스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데서 이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의 이면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핵가족화,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관과 자녀관 등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인구대책을 세
워도 인구 고령화 추이를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의 인
구 고령화 추이와 그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2060년까지 평균 매년 1.2%씩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고용이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빠르게 잃을 수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용 감소가 직접적으로 생산과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축 여력의 감소 및 투자 위축으로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다시 고용 위
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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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가
용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 취업
자 비율)은 2012년 기준 64%로 주요 선진국 수준을 밑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층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성 고용률은 54%로 미국(62%), 일본(61%)
수준에 못 미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OECD 평균 6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인다면 약
120만명의 추가 노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24%로 이 역시 OECD 평균(40%)에 크게 못 미
친다. 우리나라 젊은세대의 경우 군복무와 학업 때문에 경제활동을 미루고 있
는 사람이 많지만 상당수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청년층 실업률이 9%로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소제조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10%에 달한다는 지난해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대 관리 등을 통
해 청년층의 일자리 수급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고용률을 높일 여지가 있다.
다만 청년층 고용 문제는 학업, 병역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어 여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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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 다른 계층보다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고용률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층의 고용이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을
세울 때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노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
후생적 관점도 포함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여년 후 우리
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국민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고령자다. 이들이 행
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연합
(EU)이 고령층의 고용, 지역사회 참여 및 건강한 노후를 모토로 추진하고 있는
‘활기찬 노후 정책’(active aging policy)이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EU
는 고령층 일자리 정책을 단순히 노동시장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사회·경
제·복지를 아우르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노력은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족한 노
동력을 보충할 수 있고,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으며, 사회보장 관련 재정부
담을 낮춰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두고 있
다. 이런 관점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
서울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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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대체출산율
이민 등 외부 여건의 변화 없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아야 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선
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보너스(demographic dividend) 효과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높아지고 부양비율
(생산가능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및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은 낮아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주
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경제
활동에 대거 진입해 1980~90년대 빠른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성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인구 고령화가 진
행되면 이런 인구보너스 효과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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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발전 통한 내수·수출 균형 성장 전략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그동안 서비스업 발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과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수출·내수 간 균형 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안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기만 하면 부문 간 불균형이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비스 부문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할 수 없다.

질적 성장 없는 서비스업 확대는 경제 악영향 …
생산성 제고 절실
지난 20여년간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2%에서 2012년에는 58%
로 올랐다.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47%에서 2013년
70%로 높아졌다. 그렇다고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30%,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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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제조업의 60%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부가가
치가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
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관 정도가 낮다. 특히 생산성 증대 효과가 높은 지
식기반서비스가 중간 투입재로 사용되는 비중도 낮은 편이다.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미국, 영국,
독일이 3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미국, 영국, 독일이
10%대지만 우리나라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으로만
성장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재화에 비해 소득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다. 즉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서비스 부문
의 생산성 증가가 더디면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서비스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큰 폭의 적자를 냈다. 이처럼 서비스 부문이 만성적
으로 적자를 보이고 수입 의존도 또한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서비스업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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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경상수지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실질환율을 하락시켜
상품의 대외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 실질환율이란 교역 상대국 간의 물가가 반
영된 환율로서,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상품이 외국의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른
다. 즉 자국 상품의 가격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 실질환
율을 하락시키고 이는 상품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 전략이 오히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성장 잠재
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는 경우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비스업 발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업
을 균형 성장의 토대 및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야 하는가? 무엇보다 서비스업 발전이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생산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 수요가 늘더라도 생산성 향상
이 뒤따르면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돼 실질환율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
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 간 연관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 컨설팅, 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 기존에 기업 내부에서 자체 생산하던 서비스를 외부의 전문화된 기업을 통해
조달하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우선 해당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
된다. 또 전문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여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
중간재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지식기반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고용 안정성 및 임금은 다른 서비스 부문은 물론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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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이므로 세계 경기에 민감한 제
조업에 비해 변동성이 낮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고 산업 간 파급 효과가 큰 업
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발전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도 개
선되고 이에 따른 경기의 급격한 변동도 완화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 내에서 서비스업 비중
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상승한다. 대체로 서비스업 비중은 소득이 낮은 구간
에서는 소득 수준과 함께 상승하다가 중간 소득 구간에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
고,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다시 소득 수준과 함께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비스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낮다. 또 소득 수준은 서비스업 비중이 소득 수준과 함께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고소득 구간의 초입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
할지, 재도약의 기회로 작용할지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
요컨대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 전략이 단순히 서비스
부문의 양적 확대만으로 이뤄질 경우 실질환율 하락,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성
장 잠재력 및 대외 취약성 면에서 위험 요인을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
라서 서비스업의 육성이 환율 및 경상수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 질적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서
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정자본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장비율 제
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

김승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차장
미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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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지식기반서비스 (knowledge-based services)
연구·개발, 디자인, 전문 지식·경험, 소프트웨어 등 인간의 지적 활
동이 서비스에 부가되는 산업을 말한다.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
해를 끼치는 경우를 뜻한다. 긍정적 사례로는 개별 경제주체의 녹지시
설 조성, 가로등 설치 등이 꼽힌다. 부정적 사례로는 수질오염이나 대
기오염, 공공재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자본장비율
노동자 1인당 자본설비 사용액을 나타내는 지표다. 주로 유형 고정자
산으로 나타나는 자본설비액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이다. 노동생산성
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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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극복 방안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7.2%였으나 2000년대엔
4.6%로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0년대
5.4%에 달하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4.5%로 낮아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이처럼
크게 하락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생산성 높여야 경제 성장 …
R&D·고정투자 활성화 시급
경제성장률 하락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2012년 연평균 1인당 GDP는 2만 7439달러로 1970년대(3750달러)
보다 7배 이상 높아졌으나 1인당 GDP 성장률은 3.5%로 1970년대(11.8%)
의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168 •The Bank of Korea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산업 전반에서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된 데 크게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
대 고도 성장기엔 후발 주자의 이점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빠른 속도
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
어서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선진 기술 도입만으로 높은 경제성
장률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
화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 노동자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인적자
본 축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노동생산
성 향상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숙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성장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자료에 따르면 시간
당 26.2달러다. OECD 국가 평균(39.7달러)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노동생산
성이 높은 노르웨이(62.7달러), 룩셈부르크(61.1달러), 미국(56.2달러)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가운데 28
위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OECD 국가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
가리, 터키, 칠레 및 멕시코 등 대부분 동유럽 및 중남미 신흥시장국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 간 노동생
산성 격차가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
동생산성은 2001년 일본을 추월했고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85% 수준이
다. 반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980년 이후 미국의 30% 내외 수준에서 크
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5년 기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비교 가능한
OECD 25개국 가운데 12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최하위다.
기술 수준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일수록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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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낮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섬유·가죽·신발, 음식료품·담배, 펄프·종
이·인쇄·출판 등의 산업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 서비
스업에서도 숙박업, 도소매업 등 기술 수준이 낮은 전통 서비스업에서 미국과
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줄었으나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줄지 않고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170 •The Bank of Korea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미국보다 여전히 높
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의 둔화가 미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동생
산성 증가율 둔화 현상은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산업
을 21개로 나눠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7개 산업에서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졌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21개 중
10개 산업에서만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미국과 같은 선진
국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에서 노
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연구·개발
(R&D)집약도 및 자본집약도가 미국, 일본에 비해 낮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계
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투자 및 고정투자의 활성화가 무엇보
다 중요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고정투자 가운데 노후화된 기존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대체 투자보다 신
규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후 신규 고정투자가 빠르게 증가해 2000년대 후반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한 반면, 서비스업은 2000년대 들어서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서
정체돼 산업별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어 선진 기술 도입
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이며,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수준이 크게 낮은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고정투자 활성
화와 그에 따른 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 이와 더
불어 의료, 법률, 금융서비스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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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한 선진 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
할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노동생산
성 증가율 둔화가 계속되며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 모습
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
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의 모습을 따르게 될 것인지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지
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투자 및 고정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도모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에 달려 있다.
[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
미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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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노동생산성
총생산 또는 부가가치를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비율로 노동투입의 효
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노동투입량에 취업자 수를 넣으면 1인당 노
동생산성이다. 노동투입량에 전체 취업자의 총근로시간을 넣으면 시
간당 노동생산성이 나온다. 국가 및 산업에 따라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산업 간 비교를 위해서는 시간당 노동생산
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본 집약도 (capital intensity)
생산요소인 자본투입과 노동투입 간의 비율이다. 자본량을 노동투입
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역시 노동투입량에 취업자 수를 넣느냐 총근로
시간을 넣느냐에 따라 두 가지 개념의 자본 집약도가 계산된다. 일반
적으로 자본 집약도가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 집약도 (R&D intensity)
생산량(부가가치) 대비 R&D 지출 금액을 뜻한다. 한 국가의 R&D 집
약도는 R&D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특정 산업의 R&D 집약도는 해당 산업의 R&D 지출이 그 산업의 총생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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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비자의 느낌으로 만드는 경기지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말 중 하나가 ‘경기’라는 단어다. 흔히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라고 인사말로 주고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기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경제적인 형편이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다. 가계는 월급이 오르거나 투자한 주식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살림 형편이 좋아지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것을 말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경제의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확장)과 하강(수축)을
반복한다.

<CSI>

소비자동향지수는 대표적 경기 체감지표 …
상황진단·예측에 유용
이처럼 변하는 경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경기 측정이 중요한 것은 의
사가 아픈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듯이 현재의 경
기상황을 올바로 판단해야만 그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장래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쓰
인다. 매일 발표되는 주가, 환율, 금리 등을 비롯해 국민소득 통계, 산업생산지
수 등과 같이 경기와 관련성이 높은 경제 지표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거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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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반영하는 경제지표들을 합성해 만든 경기종합지수를 참고하기도 한다.
이런 지표들은 통계를 만들어 공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
속한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런 지표들이 공표되기
전에 빠르게 변하는 경기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측정하고 예측하려는 필요에 의
해 탄생한 것이 경제심리지표다. 경제심리지표는 기업가나 소비자와 같은 경제
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계획 등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만드는 통계다.
대표적인 심리지표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가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있다. 이들 경제심리지표는 다
른 통계보다 속보성이 높고 자금 사정이나 경기판단 등의 질적 정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CSI는 1995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현재 매월 전국의 2200가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
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표본가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
사를 기초로 지역과 연령, 소득, 직업 등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
다. 특히 설문조사표는 응답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쉽게 응답할 수 있도
록 돼 있다. 조사 항목은 대부분 6개월 전후와 비교해 가계의 재정상황, 소비지
출, 경기인식 등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생활형편을 묻
는 설문은 ‘현재 귀댁의 생활형편은 6개월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많이 나아졌다, 약간 나아졌다, 보통이다, 약
간 나빠졌다, 많이 나빠졌다’와 같이 5점 척도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들은 본인
들의 직접적인 관찰이나 경험 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경기 인식에 기초
해 답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으로 답하기 때문에 CSI는
소비자들의 느낌으로 만드는 지표이며 BSI와 더불어 대표적인 경기 체감지표
다. CSI는 매월 15일을 전후한 1주일을 기준으로 전자설문, 우편 등의 방법으
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당 월의 25일을 전후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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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예원 기자 yean811@seoul.co.kr

CSI는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0 이상이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소비자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이하
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소비자동향조사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진단하고 경기를 예측하는 데 매우 유
용한 통계로 쓰인다. 예를 들어 생활형편전망 CSI는 민간 소비를 약 1분기 선
행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CSI 통계 활용도가 높은 미국은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CCI)와 미시
간대학교의 소비자심리지수(CSI)가 발표되고 있는데 매달 이 통계의 발표를 전
후해 세계의 주요 금융시장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민간소비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할 정도로 소비 비중이 높고 CSI와
GDP 통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CSI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다른 거시 지
표들보다 빠르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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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는 생활형편, 경제상황, 소비지출전망 등 24개 개별 지수가 있는데 개별
지수 간 결과가 상충되면 소비자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한 점이 있
다. 그리고 여러 개별 지수 가운데 소비자 심리를 대표하는 지수로 어떤 지수를
써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런 통계 이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비
상황, 경기인식 등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지
표들을 합성해 만든 것이 소비자심리지수(CCSI)다. CCSI는 경기변동과의 상
관성 및 선행성이 우수한 현재생활형편과 향후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 전망 등 6개 개별지수를 합성해 작성되고 있다. 현
재 CCSI는 개별 지수를 표준화해 평균을 100으로 조정한 후 이를 합성한 것이
다. 따라서 CCSI의 100은 장기시계열의 평균값이지 좋음과 나쁨의 비중이 같
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CCSI가 100보다 크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낙관적
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해야 한다.
심리 지표는 실물 지표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나 일부 시점에
서 다소 괴리를 보이기 때문에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괴리가 발생하는 요
인으로는 미래 정보 및 기대 수준의 반영 여부, 조사 척도의 차이, 경제의 불
확실성 증대 및 언론의 보도 태도 등이다. 예를 들어 경기 정점이나 저점 부근
에서 임금 상승 등 통계가 포착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심리지표에는
반영돼 대체로 선행성을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임금 상승이 이뤄지더라도 기
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심리지표는 회복되지 않고 다소 후행하는 모습을 보
이기도 한다.
지난 5월의 CCSI는 105로 전월보다 3포인트가 하락해 2013년 9월 이후 최
저 수준이다. 특히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경
기전망 CSI가 각각 15포인트와 7포인트씩 큰 폭으로 떨어져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처럼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소
비자의 기대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에서도
충격이 발생한 시기의 소비자 기대 심리는 즉각적이고도 강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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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기에는 CCSI가 11포인트 하락했
으며 일본 대지진과 부실 저축은행 퇴출 등이 겹쳤던 2011년 3월에는 9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6월의 소비자 동향조사에서는 어떤 기대심리가 반영돼 변동 폭
이 어느 정도를 나타낼지 지켜보면 경제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014년 6월 2일 월요일 ]

정문갑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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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경기종합지수
매월 통계청에서 소비, 고용, 금융, 무역, 투자 등 경제 부문별로 경
기를 잘 반영하는 경제 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해 만든
것이다.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속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를 측정하는 시차에 따라 후행지수, 동행지수,
선행지수로 나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가의 현재 경기 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경기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다. 소비자동향지수
(CSI)와 마찬가지로 0∼200의 값을 갖는다.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답한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
다. 100 이하이면 그 반대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전
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관에서 통계 작성 목적 등
에 따라 조사 대상을 달리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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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착시란 무엇이고 왜 생길까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통계, 특히 경제 통계에 근거해 경제 실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정부나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결정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도 경제 통계를 잘못 해석해 의사
결정을 내리면 간혹 예기치 못한 이득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근거로 쓰이는 경제 통계에 대한 해석이 경제 상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통계적 착시로 인해 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돼 이용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현실과 너무 다른 경제통계,
기저효과·이상기온 등이 원인
<base effect>

통계적 착시란 발표된 경제 통계가 경제 실상과 괴리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
다. 통계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릇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통계적 착시에 대한 논란은 발표된 통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실적치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지표 경기가 체감 경기와 괴리를 보이
는 경우에 주로 제기된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의 1인
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6205달러로 전년(2만 4696달러)에 비해 6.1%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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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즉 원화 강세의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즉 원
화 기준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870만원으로 전년(2783만원)에 비해
3.1%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처럼 미국 달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를 파악할 때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통계적 착시에 빠질 수 있다. 통계
적 착시는 기저효과, 통계 자체의 한계, 통계 작성 기준 변경, 새로운 제도의
시행, 환율의 움직임, 영업일수의 변동, 이상기온, 파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
생한다. 이 가운데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통계적 착시는 기저효과(base effect)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
다. 기저효과는 기준 시점의 통계가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 한번 불규칙한 움직
임을 보이면 비교 시점 통계의 변동성이 반사적으로 커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
래서 반사효과라고도 부른다.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음력
으로 지내는 명절 시기이다. 설과 추석 직전과 직후 월의 소매판매액이 전월 대
비 각각 큰 폭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명절
전에 소비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와 같이 지난해 2월에 있던 설이 1
월로 이동하면 올 1월과 2월 소매판매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역시 각각 큰
폭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금년 1월 전년 동월에 비해 5.6% 급증한 후 2월에는 0.4% 감소했다.
기저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를 피하려면 현재 비교 시점은 물론 과거 기준
시점에 특이 사항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몇 개월 평균치
를 이용해 분석하거나 명절 요인이 제거된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도 기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고 통계가
기저효과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 착시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
통계 자체의 한계가 통계적 착시를 일으킨다는 비판도 많다. 주요 경제 통계
는 장기간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검증을 거쳐 마련된 국제 지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방법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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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런데 경제 구조
등이 급격히 변해 통계가
경제 현실이나 특수성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적 착시 문제와 함께
기존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예를 들어 고용통계의 경
우 실제 고용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
표되는 취업자 수나 실업률
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나
오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해 임시일
용직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하거
나 은퇴한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에 적극 나서는 경우
취업자 수는 늘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 또한 취업
난으로 인해 구직을 단념하
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
히려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
한다. 이는 이들이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돼 아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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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그때그때 경제 현실에 딱 맞는 통
계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통계적 착시는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
뜨리고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통계를 만드는 기관들은 방법
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수요와 경제 실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통계 작성기준을 바꾸는 경우에도 통계적 착시 논란이 발생하곤 한다. 경제
통계의 본질은 경제 실상에 대한 설명력인데 경제 구조의 복잡화, 신기술의 개
발, 신상품의 등장과 구(舊)상품의 퇴장,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시간이 갈수
록 기존 통계의 현실 반영도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소득
통계와 같은 주요 경제 통계들은 통상 5년마다 기준년 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과
거 시계열을 수정한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유엔,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마련한 국제 지침을 기본
매뉴얼로 삼고 있는데, 국제 지침이 바뀌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에서는 이를 이
행하면서 기존 통계를 고쳐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예컨대 국민소득통계의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가 2008년 개정됐는데,
기존에 생산비용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R&D)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는 R&D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쓰인다는 측면에서 투자 자산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개정된 2008년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국민소득통계의 2010년 기준년 개편 작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R&D
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늘리고 경제성장률과 1인당 GNI를 높
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경제 실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작성기준 변경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년 개편이
나 국제기준 개정 등에 따른 통계 수정에 대해 통계적 착시라고 말하는 것은 적
절치 못하다. 통계 작성기법의 변경은 경제 현실과 경제 이론의 변화에 맞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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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근거와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새 기준
으로 통계가 계속 발표되기 때문에 익숙한 과거 방식이나 숫자를 고집하기보다
는 새 이론과 기준에 맞춰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경제 통계는 미리 정해진 기준과 다양한 기초 자료를 이용해 복잡한 경제 현
상을 단일 수치로 나타낸 것이므로 이해당사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
하며, 통계 자체에 착시를 일으킬 소지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 자체가 틀렸거나 오류가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용자들은 통
계적 착시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정 통
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관련된 다른 지표들의 움직임도 종합적으로 고
려해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2014년 6월 9일 월요일 ]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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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기준년 개편
기준년이란 통계 작성 대상이 되는 상품 구성이나 개별 상품에 가중치
를 제공하는 연도, 지수가 100인 연도 등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를수
록 통계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준년을 바
꾼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국민소득통계의 기준년을 바꾸고 있다.
국민소득통계의 현재 기준년은 20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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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어떻게 하나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6일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로 2870만원, 달러로는 2만 6205달러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에 가족 수를
곱해 나온 값과 본인 가족의 연소득을 비교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인당 GNI는 국민 개개인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런
계산은 적절치 않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소득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통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월평균소득, 국세청의
소득신고자료 등과 같은 미시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 나라 국민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1인당 GNI는 어떻게 산출되고 이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국민총소득>

1인당 GNI로 국민 생활수준 평가 …
실제 소득상황 파악엔 한계
생활 수준이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상태 정도, 개인의 실질 구매력, 물질
적인 복지 수준, 생활 관련 사회적·물리적 환경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
에 따라 생활 수준의 변화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교육, 의료, 보건, 안전, 문
화, 환경, 복지, 사회기반시설, 정보기술(IT) 제품 보급률 등과 관련된 지표들
이 종종 쓰인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은 생활 여건의 특정 단면만 보여 줄 뿐 국
민들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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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통계에서는 국민들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인당
GNI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추구하는 만족 혹은 효용은 소비를 통해 창
출되며 소비는 소득의 함수라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소득이
늘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국민
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국민들의 후생을 높
이는 데 기여한다는 논리이다. 경제 발전은 환경 오염, 자원 고갈과 같은 부작
용을 수반할 수 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주관적이므로 모든 사람이 이런 경제
적 논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다는 선진국들
은 대부분 1인당 GNI가 높은 반면 후진국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인구수로 나눠 구한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
달러화로도 환산해 발표된다. 여기에서 GNI란 일정 기간 동안 가계, 기업, 정
부 등 국민 경제가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이다. 국내
총생산(GDP)에 임금, 이자, 배당 등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가감해 계산한
다. 이렇게 구해진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개
인들의 실제 소득 상황이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계층 간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우선 GNI에는 개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 기업과 정부의 소득
도 포함돼 있다. 국민소득통계에서 ‘국민’이란 용어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국
민경제 전체를 포괄해 일반적인 의미의 국민 개개인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
라서 1인당 GNI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의미하
지 않는다. 국민경제가 소비나 저축 또는 투자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금
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이라고 하는데, 이는 GNI에다 국외와의 경
상이전 금액을 가감해 구한다. 경상이전이란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부담금과 그 수혜금, 기부금 등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소득의 이전거래 등을 말한다. 가계, 기업 및 정부 등 거주자 사이에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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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도 발생한다.
GNDI에서 피용자보수, 즉 임금 등을 통해 개인에게 배분된 몫을 개인총처
분가능소득(PGDI)이라고 한다. 이는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사회부담금 등을
내고 난 뒤 개인이 소비나 저축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인당 GNI보다는 1인당 PGDI가 국민 개인의 실제 구매력이나 소비
여력을 더 잘 보여 준다.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PGDI는 원화로는 1609만
원, 달러로는 1만 4690달러로 1인당 GNI의 56% 수준이다. 이는 기업 및 정
부의 몫과 개인의 비선택성 지출이 개인소득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1인당 GNI를 미국 달러로 환산해 쓸 때도 주의해야 한다. 2013년 우리나라
의 원화 표시 1인당 GNI는 전년보다 3.1% 늘었지만 달러화 표시 1인당 GNI
는 전년보다 6.1% 늘어났다. 이같이 원화와 달러화 표시 1인당 GNI의 증가율
이 다른 것은 2013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95.0원으로 전년(1126.9원)
보다 2.8% 하락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화 기준 1인당 GNI에 변화가 없더라
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달러 기준 1인당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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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늘어난다. 그런데 원화가 강세를 보인 만큼 원
화의 실질적인 대외구매력이 늘어난다면 큰 문제
가 없겠지만,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는 큰 관계가 없는 증권투자자금의 유출
입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
국가 간에 교역이 이뤄지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상대가격은 반영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시장환율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을 제
거하고 각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 수준을 실
질 구매력에 의해 정확하게 비교 평가하기 위해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들은 각국의 상대물가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지난 5월 8일 발표한 세계개발지표(WDI)를 보면 2012년 우리나
라의 PPP 기준 1인당 GNI는 3만 180달러(세계 49위)로 시장환율에 의한 1
인당 GNI(2만 2670달러, 세계 50위)보다 더 커진다. 지난 13일 개막된 브라
질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H조에 편성된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은 벨기에(11위), 러시아(19위), 알제리(22위), 한국(57위)
순이다. 하지만 PPP 기준 1인당 GNI는 벨기에(32위), 한국(49위), 러시아
(65위), 알제리(104위) 순이며 인구수는 러시아(9위), 한국(26위), 알제리(34
위), 벨기에(76위) 순이다. 우리는 1인당 GNI와 인구수에서 뒤지지 않는다.
1인당 GNI와 1인당 PGDI 같은 국민소득지표들은 GDP 총량지표를 기
반으로 작성되는 가공통계라 계층 간 소득분배 정도를 보여 주지 못한다. 계
층 간 소득분배 상태는 통계청에서 매분기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가계동
향조사의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소득분배지표를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과 공동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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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산, 부채, 소득 및 소비의 계층별 규모와
분포 등 가구의 생활 수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인당 GNI와 1인당 PGDI는 한 나라 국민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
거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거시지표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이나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 등을 보여 주지 못하
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베이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획득한 미시자료와 소득분배지표도 함께 활용해
야 한다.
[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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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구매력평가 (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 한 나라의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하에 구해지는 환율로 국가 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작성된
통화 환산 비율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5달러인 햄버거가 우리나라에
서는 5000원이라면 PPP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 된다.

소득분배지표
계층 간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
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완전 평등)에서 1(완전 불평등) 사이의 값을 가진
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
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니
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소득분배가 악화될 때 그
값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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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민소득통계의 진화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년마다 시행하는 기준연도 변경과 함께 ‘2008
국민계정체계’라는 새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민소득통계를 발표했다. 개편 결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종전 기준보다 매년 평균
6.7%씩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은 0.3% 포인트씩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연평균 6.4%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수치상의 변화를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일까?

국민소득통계는 모든 경제활동 나타내 …
R&D 등 지식재산 포함
국민소득통계는 나홀로 통계가 아니라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
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다른 국민경제 관련 통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
다. 이를 5대 국민계정이라고 한다. 국민계정이란 한 나라 모든 경제 주체들
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계
정’(account)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기업의 회계장부 또는 재무제표에 해당
한다. 즉 국민소득통계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산업연관표는 제조원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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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순환표는 재무상태변동표, 국민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에 해당된다. 5
대 국민계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권고안에 근거해 작성되는데, 그 매뉴
얼을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라고 한다. 국민
계정체계는 1953년 유엔이 처음 발표한 이후 1968년과 1993년에 크게 개정
됐으며, 가장 최신판은 2008년판이다. 한은도 국제 표준 권고안에 맞춰 국민
소득을 비롯한 5대 국민계정 통계를 개편 또는 개발해 왔다.
2008 국민계정체계의 핵심적인 변화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오락·문학
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 무형의 지식재산생산물 포괄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식
재산생산물은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기존 사양보다 속도가 향상된 메모리 반도체 생
산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종전에는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비용, 즉 중간투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새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신기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산으로 기록한다. 물론 R&D에는 생산 공정의 효율화처럼 향후 생산비용을 줄
이는 기술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의 증가 속도가 다른 국민소
득 부문에 비해 빠른 편이다. 따라서 R&D 투자의 자산 처리는 국민소득과 경
제성장률을 개편 전에 비해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술품 원본의 자산처리는 1993 국민계정체계에서 처음 등장한 뒤 2008년
판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예술품 원본에는 영화, TV 및 라디오의 스톡(stock)
프로그램, 문학 작품 및 음악 작품 원본이 포함된다. 스톡 프로그램이란 다큐
멘터리, 드라마, 음악, 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반복 방영에 적합한 콘텐츠를
의미하며, 뉴스나 게임 등 수명이 짧은 콘텐츠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1인
당 국민소득도 2000년 1만 1865달러에서 2013년 2만 6205달러로 두 배 이상
이 됐다. 또 기준년 개편이나 새 국제기준 도입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행복도 커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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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통계는 불평등,
환경오염, 사회보장, 여가,
건강 등 인간의 행복이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
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
를 들어 공장에서 대기나 수
질을 악화시키는 공해 물질
이 방출되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지만 국민
소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다. 독감의 유행으로 의료서
비스 지출이 늘어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후생 수
준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
낄 수 있다. 또 국민소득에
는 주부의 가사서비스나 봉
사활동과 같이 시장에서 거
래되지 않지만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활동이 제외된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인 리처드 이스털린은 부유
한 국가의 행복지수가 그렇
지 않은 국가에 비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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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득 증가가 인간의 행복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센세이션을 일
으켰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은 이후 40여년간 소득과 삶의 질, 성장과 분
배의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회자됐다. 정책 담당자와 학계, 국제기구도 이 문제
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2008년 당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
령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국민소득통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
지에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등이 주축이 된 ‘스티글
리츠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이 위원회는 이듬해 국민행복지수를 발표했다. 유
엔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지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등도 행복지수의 대표적 예이다. OECD에 따르
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
이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소득통계를 대체할 만한 지표가 없다.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1937년 미 의회에 사상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국민소득통계를 제
출한 목표는 대공황 시기의 미국의 종합적인 경제 상황 파악이었다. 말하자면
국민소득통계는 애당초 삶의 질이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
었다. 쿠즈네츠도 1941년 이미 이런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민소득의 개념을 확장한 행복지수는 삶의 만족도와 같이 주관적인 항목을 포
함하고 있어 통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기가 어렵다. 주관적이고 불안정
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스털린의 역설’
에 대한 반박으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소득이 행복도의 주요 결정계
수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최근에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당국자들은 국
민소득 분석 시 가계금융·복지조사, 고용통계 등 여타 미시통계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활용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거시통계와 미시통계를 연계해 국민경제의 가계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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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소득 분위별 소비,
저축, 자산, 부채의 상황이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방안이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쿠즈네츠가 1937년 미 의회에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국민소득통계를 제출한
이후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소득통계는 변화하는 경제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2014년 6월 23일 월요일 ]

이지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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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자금순환표
국가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경제주체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활동과 어떻게 연관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자금순환표는 경제주체를 크게 가
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국외, 금융법인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문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한 내역을 기
록한다.

국민대차대조표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등이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를 기록한 플로
(flow) 통계라면,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 경제 주체와 우리나라가 보유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가
액 및 그 증감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이다. 올해 5월 한국은행
과 통계청이 공동 작성해 처음 발표했다.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결과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 631조원이었으며,
1인당 국민순자산은 약 2억 1259만원이었다.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으로 우리나라는 5대 국민계정통계를 완성해 유엔 기준 국민계정체계
최상위 단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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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공부문 경제적 실상 측정은 어떻게 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 부실이 드러나고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연방 공기업이 도산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크고 일부는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공기업 부실화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경제적 실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새로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일반정부 재정수지, 공공부문 부채 통계, 국민소득
통계의 공공부문 계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공공부문 경제적 실상은
수지·부채 규모·경제활동 성과로 파악
공공부문이란 민간부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
는 개념이다. 국민소득 통계 작성의 국제 지침인 2008 국민계정체계(SNA)에
서는 독립된 제도 단위 및 정부 지배 여부를 감안해 경제 주체를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으로 양분하고, 공공부문 내에서는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과 정
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시장성이 없으면 일반정
부, 시장성이 있으면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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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공기업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나뉜다.
공공부문의 경제적 실상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수지, 부채 규모, 경제활동
의 성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수지 측면을 살펴보면 기
획재정부에서는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
일반정부 재정수지 등 세 종류의 재정수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통합재
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산출해 재정운용 목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
다.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는 장기적인 미래 지출에 대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국민소득 통계와 포괄 범위가 일치하는 일반정부(비영리 공공기관
포함) 재정수지가 올해 처음 발표됐는데, 2012년 일반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479조 7000억원과 463조 3000억원을 기록해 16조 5000억원의 흑자
를 보였다. 중앙정부가 17조 1000억원의 흑자를 보인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교
육재정을 중심으로 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재정수지 흑자 규
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로 대부분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
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건전한 편이다. 중앙 공공기
관과 지방 공기업의 인원, 급여,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등 주요 경영정보는
각각 ‘알리오’와 ‘클린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히 공개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등 세 종류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포괄 범위와 산출 기준, 활용 목적 등이
각기 다르다. 국가 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재
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된
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추가해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
돼 국가 간 비교에 주로 쓰인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
업을 추가해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공공부문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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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포괄 범위가 가장 넓은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2월 처음 발표됐는데, 2012년
말 기준으로 821조 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7조 8000억원 늘어났다. 부
문별로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 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 2000
억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 72조 8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채의
2012년 명목 GDP 대비 비중은 국가 채무 32.2%, 일반정부 부채 36.6%, 공
공부문 부채 59.6%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부채규모(36.6%)는 OECD 평
균(107.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금융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등 충당부채, 상계 처리된 내부거래 금액 등을 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
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부채는 국제 지침에서도 일반적인 부채
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충당부채는 별도 부기해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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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것은 부채가 중복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
법이다.
한은에서 지난 4월 처음 발표한 공공부문 계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제적 실
상을 경제활동의 성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공부문 계정이
란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국민소득 통계 작성 방
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다. 공공부문 계정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부
채 통계에서는 제외돼 있는 금융공기업도 포함돼 있다. 공공부문 계정을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 순저축 및 저축투자차액, 주요 통계의 GDP 대비 비중 등 여
러 가지 재정지표가 산출돼 공공부문 전체와 부문별 재정 지출의 성과 평가 및
건전성 분석 등에 활용된다.
한은에 따르면 2012년 중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 9000억원으로 글로
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비해 211조 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지출
은 2008~2012년 중 연평균 7.9% 증가해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7% 증가
한 명목 GDP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지출 비중
도 2007년에 비해 4.7% 포인트 늘어난 48.8%를 기록했다. 총지출과 총수입
의 차이인 저축투자차액은 2007~2012년 기간 중 2007년을 제외하고는 지출
초과 상황을 지속했다. 다만 지출 초과 규모는 2009년 58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12년에는 5조 9000억원을 나타냈다.
부문별 주요 특징을 보면 일반정부의 경우 2012년 저축투자차액이 13조
9000억원 수입 초과로 지출이 당해 연도의 수입 범위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도 OECD 회원국(42.7%)과 유로존 평균
(50.0%)을 밑도는 32.7%를 기록했다. 한편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총지출 규
모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집중된 2008~2010년 급증한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지출 초
과 규모가 2009년 48조 3000억원까지 늘어난 후 점차 개선돼 2012년 22조
1000억원으로 축소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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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일반정부의 경우 재정수지, GDP 대비 부채 규모, 총지출 및 저
축투자차액 등의 측면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정부를 대신해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거나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금융공기업
의 경우 2012년 현재 부채 규모가 일반정부 부채의 77.1%에 달하고 있고, 저
축투자차액도 큰 폭의 지출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 2014년 7월 7일 월요일 ]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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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란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수입)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나갈
때 비용(지출)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금을
주거나 받는 것과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
식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 비해 특정 기간 중 사업 성
과를 보다 정확히 보여 준다. 현금주의는 발생주의에 비해 속보성이
있고 계산이 쉽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간 차이는 미리 받은 선급금
이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 등의 항목에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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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선택의 폭 넓어지다

가계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 또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과 고객은 대출거래약정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에 관해 합의하는데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약 조항은 대부분 금리와 관련된 것이다. 계약서에서는 먼저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한
경우라면 기준금리를 무엇으로 할지를 한번 더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에 따라서
금리 수준은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고정·변동금리대출에 혼합형·금리상한대출 등
여건 따라 선택 가능
가계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 업무 원가,
개인의 신용도, 적정 마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도
금리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출금리의 기본은 기준금리이다.
고정금리대출은 계약기간 동안 금리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출이다. 보
통 장기금리인 은행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해 개인별 신용도를 반영한 가
산금리를 붙여 전체 금리를 고정한다. 장기금리는 보통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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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뜻한다. 은행들이 장기 은행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선호하는 이유는 금
리 고정기간에 맞게 자금 운용과 자금 조달상의 만기를 가급적 일치시켜 금리변
동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대출은 금리변
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금융 활동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고
정금리대출은 계약 당시의 변동금리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다소 높은 단점이 있
다. 이는 고정금리대출의 기준인 장기금리가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인 단기금리
보다 높은 데다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하는 은행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그만큼 높
은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금리변동위험이란 금리가 오를 경우 고정금리대출을 한 은행은 조달비용은
늘어나는데 비해 이자 수익은 고정돼 있어 이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뜻한다. 반
면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개인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금
리가 떨어질 경우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개인은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변동금리대출을 한 은행은 이익이 줄어드는 위험에 처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예금은행의 고정금리대출 비중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0년 1월 6.5%에서
2014년 5월 25.4%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리변동위험을 중시하는
가계가 늘어난 데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늘리도
록 유도한 데 주로 기인한다.
변동금리대출은 기준금리 또는 관련 지수의 변화에 맞춰 6개월 또는 1년의
변동주기를 가지고 대출금리가 변한다. 변동금리대출은 가계가 금리변동위험
을 부담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출 초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점이 있다.
은행은 변동금리대출의 단기적인 금리변동주기에 맞도록 만기가 1년 이내의 단
기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코픽스
(COFIX)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중평균방식으로 측정
한 지수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산정해 매월 15일쯤 오후 3시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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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코픽스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코픽스가 조사대상 달이 지나고 15일 정
도 늦게 발표됨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대출은 시장금리의 변동을 그만큼 늦게
반영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
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은행채 등 8개 수신상품의 금리가 코픽스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된다. 다만 은행채 가운데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CB)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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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기자본비율 달성을 위해 불규칙하게 발행하고 고금리라는 점에서 조
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등 두 가지
가 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과거에 조달한 비용과 신규로 조달한 비용을 평균
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변동성이 작게 나타나
는 편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대출 가운데 코픽스연동대
출 비중은 2010년 말 17.8%에서 2014년 5월 57.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시장금리 연동대출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현재 40% 수준을
밑돌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에서는 기준금리로 은행채 유통수익률, CD 유통수익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코픽스가 도입된 2010년 이전에는 CD 유통수익률을 기
준금리로 사용하는 연동대출이 변동금리부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었다. 코픽스 연동대출로의 전환이 이뤄진 이유는 그동안 CD 유통시장이 활성
화되지 못해 CD 유통금리가 시중 자금사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금리산
정절차에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성격을 함께 지닌 혼합형 대출, 금리상한
대출 등도 나오고 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기간중 초기 3∼5년은 고정금
리로 이자를 산정하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산정하는 대출상품이다.
초기 고정금리 기간 동안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
기 금리가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대출금리보다 낮다는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고정금리기간이 끝난 뒤에는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리상한대출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대출이나 금리옵션파생상품을
더해 금리 변동에 상한을 설정한 대출상품이다. 금리상승 시 금리부담이 지나
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편익이 있으나 옵션 선택에 따른 별도 비용
이 추가되므로 이런 비용과 편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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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고정금리대출은 계약 초기에는 금리가 다소 높아 가계에 불리
하지만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대로 변동금리대출은 계약 초기에
는 금리가 다소 낮지만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이자비용
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금융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다. 금리전망이 매우 어려운 현실적 여건하에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
로 다양하게 출시돼 있는 대출상품을 잘 비교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금
융 원칙에 따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

이주영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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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은행채
은행이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
회사채가 조성 자금을 발행회사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쓰는데 비해
은행채는 조성자금을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일반 회사채와 은행채는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다. 특수은행인 산
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도
은행채로 분류된다.

CD 유통수익률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
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이 정기 예금 증서를 발행한 뒤 증권사를
통해 만기 이전에 언제라고 사고팔 수 있다. CD 유통수익률은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호가 수익률을 보고하면 협회는 가장 높고
가장 낮은 1개씩을 제외하고 8개사를 단순평균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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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은 어떻게 통계로 나타날까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돈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답 중
하나일 것이다.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고,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것도 우리네 삶에서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때로는 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 쓰고
남는 돈은 은행에 저축하거나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금융기관은 이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 주기도 한다.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생산 설비를 증설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소비 및 투자와 같은 실물 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여윳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등의 금융거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돈은 우리 경제 안에서 돌고 돌면서 실물 거래나 금융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등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돈 흐름 파악 위해 자금순환표 작성 …
경제주체 간 관계 이해에 도움
이렇듯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
는 지표나 통계 등이 있다면 경제나 경제 주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개발·작성되고 있는 통계가 자금순환표
이다.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경제주체 간에 어
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 활동과는 어떻게 연관되는

210 •The Bank of Korea

지를 정리해 놓은 표이다.
한국은행은 분기마다 자금순환표를 작성해 발표한다. 자금순환표는 금융거
래표와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거래외증감표로 구성된다. 금융거래표는 경제 주
체 간의 금융거래를 나타내 주는 유량(flow) 표이며 금융자산부채잔액표는 기
간 말 각 경제 주체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잔액을 나타내 주는 저량(stock) 표
이다. 거래외증감표는 일정 기간 중 환율 변동 등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
생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의 변동을 기록하는 유량 표이다. 자금순환표에
서의 경제 주체는 금융법인, 일반 정부, 비(非)금융법인기업, 가계 및 민간비영
리단체, 국외로 나뉜다. 이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
하는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 또 비
영리단체는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 가
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이런 표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가계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홍길동은 1억원의 적금을 찾고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건설
회사에 2억원을 줬다. 그리고 취득세 200만원(세율 1% 적용)을 예금에서 찾아
정부에 냈다. 건설회사와 정부는 홍길동에게 받은 2억원과 200만원을 은행에
예치했다.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금융거래표에서는 가계가 2억 200만원의 자금을 움직
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2억원은 건설회사로, 200만원은 정부로 옮겨 갔다.
이는 경제주체별로 운용(자산의 증감)에서 원천(부채의 증감)을 뺀 금액(자금과
부족)과 일치한다.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 주는 자산부채잔액표
에서는 정부는 금융자산이 200만원, 기업은 2억원이 늘어난다. 가계는 금융자
산은 1억 200만원 줄고 부채인 대출은 1억원이 는다.
한편 예금 등 금융자산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가계나 기업 등과 정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 금융기관의 자산은 가계나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이다.
가계가 맡긴 돈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채다. 즉 가계가 1억원을 대출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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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금융기관은 자산이 1억원 늘었다. 건설사가 2억원, 정부가 200만원을 예치
해 금융기관의 부채가 2억 200만원이지만 이는 가계가 1억 200만원의 부채를
찾아가면서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어 부채는 1억원만 잡힌다.
이런 개개의 금융거래가 모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금융 흐름이 나타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분기 중 경제 주체 간 자금 흐름을 보면 가계 및 민간
비영리단체와 금융법인은 각각 25조 3000억원, 8조 5000억원의 자금잉여를
나타냈다. 반면 비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국외부문은 각각 6조 4000억원,
8조원, 19조 3000억원의 자금 부족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가계는 소득 한도
내에서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한다. 따라서 실제 가계 및 민간비영리단체
부문은 저축이 투자나 소비보다 많은 자금잉여주체이다. 가계 및 민간비영리단
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기간 중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 기업은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 자금이 부족하다.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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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사내 유보)보다 투자를 적게 해 자금잉여를 나타내는 기업도 있지만 기업
전체로 보면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서 돈이 모자라고 이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 부족 규모는 기간 중 투자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 부문의 자금 상황은 재정 집행 상황에 따른 자금 조달 규
모에 영향을 받고, 국외 부문의 자금 상황은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민계정 통계에 대해 새로운 기준으로 마련한 ‘2008 국민계
정체계(SNA)’에 따라 자금순환통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금
융상품을 용도별·기간별로 구분했고 일반 정부 및 공기업의 포괄 범위를 정부
의 공공부문 부채통계와 일치시킨 것이다. 이런 개편을 통해 자금순환표의 유
용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발표될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통계 및 상세자금순환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

김용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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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유량 (flow) 통계와 저량 (stock) 통계
유량통계란 특정 기간 동안 자산 및 부채의 경제적 가치(금액)의 증감
을 측정해 나타내는 통계이다. 저량통계는 특정 시점에서 자산 및 부
채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 나타내는 통계이다. 따라서 저량통계는 자
산과 부채의 지속적인 취득과 처분의 결과이며 보유자산의 물량 또는
가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민계정체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
표 등 한 국가의 경제와 관련된 5가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국제적으
로 합의된 기준이다. 1953년 유엔에서 처음 발표했으며 1968년과
1993년의 개정을 거쳐 지금은 2008년 기준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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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왜 다를까

소비자들은 가격과 물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란 개별 상품(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것이며 물가란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 개념이다. 즉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에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평균(가중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이다.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다.

가구주 연령·가격비교 시점 등에 따라
체감물가와 공식물가 큰 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주요 물가지수에는 소비자, 생산자 및 수출입물
가지수가 있다. 물가지수들은 시차를 두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원유
도입가격(수입물가)이 오르면 정유사가 국내에 파는 석유제품가격(생산자물가)
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하는 휘발유가격(소비자물
가)도 오른다.
소비자물가는 도시 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 변동을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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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에 가장 근접한 물가지수다. 최근 소비
자물가는 2013년 중 전년 대비 1.3% 올라 1999년(0.8%) 이후 가장 낮은 상
승률을 보였으며 올 들어서도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대 상승에 그쳤다. 또
한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신선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
돌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런 공식 물
가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상품 구성과 상품별 가중치가 다
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는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중 1만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481개 품목을
선정한 뒤 상품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평균해 지수를 작성한다. 소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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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에 따라 부여되는 가중치는 개별 상품의 지수 내 중요도를 의미한다. 즉 가
격변동이 같은 경우 가중치가 큰 상품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
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한다.
체감물가는 가구별로 자주 사는 상품들의 가격변동을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로, 주로 소비하는 상품 구성이 다를 경우 체감물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의류·신발은 4.6%,
주택·수도·전기·연료는 3.0%씩 올랐다. 따라서 이 부문의 지출이 많았
던 가구의 체감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1.7%)보다 높았다. 반면 주류 및 담배
(-0.2%), 교통(-0.1%) 부문의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의 체감물가는 상대적
으로 낮았다. 또 소비자물가 중 주택임차료(전·월세)의 가중치는 약 10%로 소
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자기 집에 사는 소비자는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도 체감물가는 달라진다. 40대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아 관련 항목의 가격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치원 및 초
등교육비는 지난달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이에 따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
생을 둔 가구가 느끼는 체감물가는 공식물가상승률(1.7%)의 몇 배에 달한다.
둘째, 가격비교 시점이 다르다. 소비자물가는 2010년 가격을 기준으로 전월
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 등락률로 발표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과거에 제품을
샀던 시점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시점과 비교해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낮
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동차, 냉장고, 가구 등과 같이 구입 주기가 긴 내구재의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다. 예를 들어 중형승용차는 한 달 전
(-0.8%)이나 1년 전(-0.2%)보다는 값이 내렸으나 4년 전인 2010년보다는
0.3%, 10년 전보다는 10.7% 올랐다. 자동차 교체 주기가 길었던 소비자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지난달 배추와 무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6.5%, 36.1% 내려
2010년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배추는 지난 4월보다 9.3%, 무는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 217

지난 2월보다 22.3% 올랐다. 이 밖에 값이 오른 품목의 구입 빈도가 높은 경
우 가격 하락보다는 가격 상승 품목에 보다 민감한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체감물가는 달라진다.
셋째, 소비지출액 증가를 물가상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 수 증가
로 인한 생활비 증가,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 소득 증가로 인한 대형 가
전제품 구입, 여가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지출액 증가를 물가가 오른 것으
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공식물가는 기준 연도의 상품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상품 구입에 따른 지출액 증가분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두 물가 간 차이
가 발생한다.
넷째, 품질 향상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
다. 소비자물가는 같은 품질의 제품에 대한 가격변동만을 포착한다. 따라서 품
질 향상 등으로 특정 제품가격이 2배 올랐을 경우 이를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
로 처리하지 않고 품질 향상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이 증가한 부분을 빼는 품질
조정을 실시한 후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물가지수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물가지수 작성 방법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5년
주기의 정기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과 품목별 소비지출액
변화 등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어 기준 연도에서 멀어질수록 소비지출 구조 변화
로 인해 체감물가와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
이 같은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작성 기관은
소비자물가 이외에 생활물가와 신선식품물가 등 체감물가에 보다 근접한 물가
지수를 보조지표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해야 하므로 입원진료
비, 승용차, TV 등 구입 빈도가 낮은 상품이나 담배, 골프장 이용료 등 일부 가
구만 구입하는 상품도 포함돼 있다. 반면 생활물가는 쌀, 라면, 두부, 우유 등
과 같이 구입 빈도가 높거나 납입금, 휴대전화 이용료, 도시가스, 전기료 등 소
비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2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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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면 식료품, 주류 등 식품이 78개, 식품 이외 품목이 64개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 어류 및 조개류,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작성된 지수다. 주부들이 가격변동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장바구니 품목 위주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물가에 비해 체감물가에
보다 가깝다. 또 통계작성 기관은 상품별 대체 수요, 소득수준 향상, 정책변화
(무상급식 확대 등) 등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를 보다 신속히 물가지수에 반영하
기 위해 정기 개편 2년 후에 추가로 한번 더 품목별 가중치를 변경함으로써 물
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 기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물가와 공식물가 간에는 일정 부분 괴리가 발생
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또한 체감물가와 공식물가 간 작성 방법 차이 등을
이해하고 발표되는 물가지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014년 7월 28일 월요일 ]

임수영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과장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 219

쏙쏙

경제용어

생산자물가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파는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해 경기동향
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또한 명목금액을 실질금액으로 환산해
주는 디플레이터, 업체 간 계약가격 조정 등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수출입물가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
는 영향을 미리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 수출입 관련 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과 수입 원가부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수출입물
가지수의 상호 비교를 통해 가격 측면에서의 교역 조건을 측정하는 데
도 이용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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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월드컵 개최 경제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나

브라질월드컵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다. 되돌아보면 16강을 탈락한 우리도
실망스러운 대회였지만 개최국 브라질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브라질은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컵 우승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지만 준결승전에서 독일에 7대1로 대패하고 3·4위전마저 내줘 ‘삼바축구’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런 결과와 함께 당초 예상한 경제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대회를 침체된 브라질 경제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경기장과 도로를 건설하고 대회를 진행하는
데 12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든 돈의
2.9배나 된다. 정부 지출액에 민간 투자가 더해지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소비
지출이 이뤄지면 총 53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월드컵 위한 모든 품목별 지출액에
생산유발계수 곱해 효과 산출
이런 경제효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경제효과란 월드
컵으로 인한 생산액 증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효과는 생산액 외에도 부
가가치나 취업자 수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 생산액이 기업의 수입이나 매출액에
가까운 개념이라 흔히 쓰인다. 다시 말해 생산액 증가분 53조원은 월드컵과 관
련해 브라질 경제 전체에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다. 정부는 월드컵을 개최
하기 위해 경기장과 도로를 건설하고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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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에서도 월드컵 특수에 대비한 숙박 시설이나 문화, 오락시설 등에 대
한 시설 투자와 내국인과 외국 방문객의 소비 지출이 이뤄진다. 이와 같이 월드
컵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부문 및 내외국인의 모든 경제적 지출로 인해 각 산업
에서 생산이 유발되고 이런 생산을 위해 2차, 3차 등의 파급 과정을 거쳐 총 53
조원의 생산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생산유발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파급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도로건설 투자를 예로 들어 생산파급 과정을 살펴보자. 정부가 건설비를 지출
하고 건설업자가 도로를 건설하면 건설업자의 매출액이 된다. 정부 지출이 건
설업 생산을 직접 유발한다. 그런데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간재인 시멘
트·철근 등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출은 결국 시멘트, 철근 등 중간재 생산을 간
접 유발한다. 또 간접 생산유발된 시멘트와 철근 등은 다시 그 중간재인 석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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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강(粗鋼)의 생산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생산의 간접유발 과정은 생산파급
액이 영(0)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세한 품목
별 지출액 정보가 필요하다. 품목에 따라 생산파급 경로나 파급 효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장과 도로 시설 건설의 경우 투입되는 중간재의 종류와
크기가 각각 다르므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출 내역을 가급적 세부적으로 구분
하고 관광객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교통비, 음식비, 숙박비 등의 형태로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가 필요하다. 투입계수는 생산품 1단위에
투입되는 중간재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 간 생산 파급의 매개 변수가 된
다. 투입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클수록 생산품 산업과 중간재
산업의 연관관계가 높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투입계수표를 이용해 도로건설
1조원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해 보자.
먼저 투자액 1조원은 도로 건설 자체의 매출액이므로 직접 생산유발액이
된다. 다음으로 도로건설 생산유발액(1조원)에 중간재인 시멘트의 투입계수
(0.009)를 곱해 시멘트의 1차 간접 생산유발액(90억원=1조×0.009)을 구한
다. 중간재인 철근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1차 간접 생산유발액(290억원
=1조×0.029)을 계산할 수 있다. 1차 간접 생산유발된 시멘트(90억원)와 철
근(290억원)에 대해 그 중간재인 석회석과 조강의 투입계수를 각각 곱하면 도
로건설 투자와 관련한 석회석, 조강의 2차 간접 생산유발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파급단계의 생산유발액을 구해서 모두 합치면 도로건설
1조원 투자와 관련한 총 생산유발효과가 된다.
하지만 투입계수를 매개로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
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현실 경제의 산업부문은 많은 부문이 서로 복
잡하게 얽혀 있어 1개 품목의 파급효과를 계산하려 해도 거의 모든 부문의 투입
계수가 필요하며 계산 과정도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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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생산유발계수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생산유발계수는 생산품 1단위를 위해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생산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생산유발계수표의 세로 합계는 경제 전체의 유발효과이며 각
칸의 값은 해당 산업에서 나타나는 효과다. 도로시설을 보면 도로시설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시멘트, 조강, 철근 등 중간재의 생산파급을 통해 총 2.315단위
가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품목별 지출액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면 생산유발효과가 바로 구
해진다. 도로건설 투자액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해 보면 경제 전체에서
2조 3150억원(1조원× 2.315)의 생산이 유발되고 산업별로는 시멘트 210억
원(1조원×0.021), 철근 340억원(1조원×0.034), 조강 520억원(1조원×
0.052) 등이 각각 유발된다. 그리고 도로건설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
이는 금융이나 운수 부문에도 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표와 고용유발계수표를 이용해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도 각각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유발효과는 가치를 새로 창출한 부분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몫인 인건비,
자본가의 몫인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 정부의 몫인 세금 등으로 구성된다. 고
용유발효과는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 발생한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효과의 측정 방법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산업
연관표를 이용할 때에도 주의할 점과 한계점 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
근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 산업을 384개 부문으로 분류해 작
성했으나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이를 통합한 30개 부문을 이용하고 있다. 각 부
문이 여러 품목을 포괄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세부 품목별 경제 효과와는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제효과의 의미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 경제 전체
에서 이루어진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 고용 등의 총량을 말한다. 경제효과는 모
두 새로 발생하기보다는 각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생산활동에서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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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과 관련된 부분의 총량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경제효과가 정부나 민간 부문의 지출액에 대한 파급효과
를 측정한 것이지 투자 대비 수익이나 경기장 운영수입 등 나중에 발생하는 수
입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월드컵 개최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인지
도를 높이는 간접효과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월드컵이 개최돼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 선수들이
더욱 잘해서 국민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기를 기대한다.
[ 2014년 8월 4일 월요일 ]

허남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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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산업연관표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 경제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국내 산출 + 수입) 및 처분(국내 수요 +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
래를 매트릭스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 통계표다. 이 표의 세로는 생
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와 노동·자본 등의 투입구조를, 가로는
생산물 판매내역 등 배분 구조를 나타낸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산
업부문 간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경제구조 분석,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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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낼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쓴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매할 때 어음·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수단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지급결제는 경제활동 중 거래 상호 간 화폐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지급결제에 쓰이는 지급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
는 것은 현금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 수단으로서 법에 의해 모
든 거래에서 무제한 통용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내면
다른 결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현금 이외에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은 지급인이 자
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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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지급 수단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지급결제가 완료된다. 이 절차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하는 것
을 말한다. 청산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 간에 현금이 아
닌 다른 지급 수단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때 관련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결제는 청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각 금융기
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의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
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비현금 지급 수단이 여러 과정을 거쳐 복잡하게 지급결제가 이뤄짐에도 불구
하고 경제활동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현금보다 편리하고 분실 및 도난 위험
도 적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에 한국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
급수단 이용 형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거래 결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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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가 전체 지급금액의 54.2%를 차지해 현금
(34.8%)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현금 지급 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런 지
급수단이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틀림없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다
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제도란 이런 자금이체 과정 즉 지급, 청산
및 결제가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금융의 하부구조를 말하며 각종 지급수단, 그
지급수단들을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참가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급 수단은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되는데 비현금 지급 수단은 어
음이나 수표와 같은 실물장표, 인터넷뱅킹과 타행환 등을 통한 계좌이체 그리
고 지급카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지급카드는 고객 계좌에서 대
금이 인출되는 시점에 따라 선불카드, 직불형카드(체크카드 등) 및 신용카드로
구분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으로 나뉜다. 거액결
제시스템은 한은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한은금융망·BOKWire+)이 있다. 한은금융망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가해 다른 금융
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다른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과 연결돼
이들 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진 이체의 최종 결제도 처리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이 송금이나 상거래대금 결제 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 건수가 많다. 소액결제시스템으
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인터넷뱅킹이
나 모바일뱅킹 등을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 신용카
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등도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
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사고판 통화를 판 기관과 산 기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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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교환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해 전 세계 17개 통화가
결제되는 미국 뉴욕 소재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런 지급결제제도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돈이 우리 몸의 혈액이라
면 지급결제제도는 혈액을 인체 구석구석까지 순환시켜 주는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안정적
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작동돼야 한다. 지급결제제도
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 시스템도 안
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지
급결제제도를 총괄 관리하고 감시한다.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금융과 정보
기술(IT)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급결제수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금융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간 그리고 금융시장 간의 상호 연계성도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지급결
제제도에 참가하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
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2004년 1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서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관리 및 감시 권한을 한은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결
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각 지급결제시스템
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과 감
독기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은은 가장 대표적인 지급 수단인 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이나 정
부기관이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 상호 자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참가
기관 간 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결제가 차질 없이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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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일시적
으로 부족한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등 최종대부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견고한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제도위원회(BIS-CPSS)와 국제증권감
독기구(IOSCO) 등 국제기구들은 금융시장의 핵심 기능인 청산, 결제, 거래정
보저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들을 금융시장 인프라로 규정하고 이들이 따라야
할 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2012년 4월 제정·공표했다. 이에
한은은 새 국제 기준이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 운영기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국내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

윤태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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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외환매매 시 국가 간 시차로 인해 판 통화는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몇 시간이 지나 상대 통화를 받아야 한다면 이 거래
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외환결제 리스
크를 줄이기 위해 사고판 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이며 전 세계 60여개 상업은행이 참가하는 CLS 시스템이 대표
적이다. 2002년 가동한 CLS 시스템은 시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
결제 시간대를 정하고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원화
는 2004년부터 결제 통화가 됐으며 현재 3개 국내 은행(외환, 신한,
국민)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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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사회는 올 것인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지급수단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급수단으로써
현금의 역할도 약화돼 왔다. 그러나 현금은 빠른 거래처리 속도, 익명성 등의
우수한 속성을 바탕으로 소액거래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카드, 가상화폐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급수단들은 현금의
사용비중을 과거보다 더 낮추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전자적 지급수단 불구
소액거래 등서 현금 유용성 여전
요즘은 지갑 속에 현금을 넉넉히 갖고 다니지도 않고, 하루 종일 현금을 이용
하는 횟수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대부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직불(체크)
카드 등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
니라 전자적 지급수단이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 즉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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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통상 화폐(money)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
는 은행권과 주화로 구성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낸다. 반면 현금은 화폐의 기능
중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 즉 지급수단으로써 구체적 실물을 나타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급수단으로 현금은 여러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높은 수용성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금은 국가에 의해 강제 통용성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어
디에서든 현금을 이용한 지
급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현금은 사용이 편리하며 거
래 처리속도가 빠르다. 이
는 현금이 다른 전자적 지급
수단과 달리 본인 확인이나
거래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
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다. 아울러 현금은 익명성
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급거
래 시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
가 없다.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현금은 그 사용 규모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의 추정 결과에 따
르면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현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4년 약 5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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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2년 16.4%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이 신용
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등 다른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대체돼
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현금 거래액이 꾸준히 줄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여전히 소액거
래에서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한은이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1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시 현금을 쓰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만~50만원 및 50만원 이상의 상대적인 고액 거
래에서도 응답자 중 23.1% 및 16.8%가 현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이 7개국(캐나
다,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및 미국)의 지급수단 설문조사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금거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은 소액
거래에서 주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지급결제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해 현
금 대체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모바일카드다. 모바일카드
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Tap & Go, 건드리고 가다)
결제 처리를 통해 지급거래에 쓰이는 시간을 줄여 소액거래에서 현금을 대체하
고자 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2년 자체 분석 연구를 통해 비접촉 통신기
술을 활용한 모바일카드의 확산이 소액거래에서 현금 사용을 추가적으로 대체
할 것이라 내다봤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현금 수요를 대체할 만한 시도가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뱅크월렛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
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나인 뱅크머니를 개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를 핵
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돈, 경조사비와 같은 개인 간 자금 이전 거래에
서 뱅크머니가 현금 사용을 대체할 것이란 기대가 생기고 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현금을 대체하려는 시도
도 있다.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은 별도의 은행계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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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렴한 수수료(건당 약 60원)로 개인 간 지급거래가 가능하다. 또 현금과 마
찬가지로 거래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현금이 선호되
는 거래에서 현금 사용을 대체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혁신적 지급수단들은 현금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지
는 못하다. 우선 비접촉 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카드의 경우 결제용 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실제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3년 모바일카드
결제금액 및 발급장수는 전체 카드 대비 각각 0.16%와 2.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뱅크월렛 카카오도 기존 유사한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을 예측하긴 어렵다. 비트코인도 현금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가치를 보장하는 기관이 없고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수용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새로운 지급수단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지금까지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한 현금 대체는 현금 없
는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라기보다는 현금의 사용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수
준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전
자적 지급수단에 의한 현금대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경제 규모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과 현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고려하면 현금
이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미래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
다. 현금은 청산, 결제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
적 지급수단에 비해 지급거래의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다. 유럽중앙은행 연구에
따르면 여러 지급수단 중 건당 거래비용은 현금이 가장 낮다. 따라서 사회적 비
용 관점에서는 소액의 빈번한 거래에 전자적 지급수단 대신 현금이 사용되는 것
이 효율적이다. 더욱이 전자적 지급수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영세 자
영업자,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온전히 보호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을 고려
하면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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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주화는 기원전 7세기쯤 터키 서쪽 나라 리디아에서 등
장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폐가 나타난 것은 1694년 영란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신용카드는 1888년 발표된 미국의 소설가 에드
워드 벨라미의 소설 ‘뒤를 돌아보면서’(Looking Backward)에 그 개념이 등장
한 뒤 1950년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가 다이너스카드를 만들면서 실
체화됐다. 이처럼 현금과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지급수단들은 오랜 세월을 거
쳐, 금융제도 및 경제주체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었던 만큼 앞으로 현금 없는 사
회가 도래할지 여부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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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근거리무선통신 (NFC·Near Field Communication)
10㎝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접촉 통
신기술이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 서비스가 모바일 카드다. 교통카드
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과 같게 단말기 10㎝ 이내에 모바일기기를 접
근시키면 지급거래가 완료된다. 이 외에도 NFC는 각종 티케팅, 사
용자 인증, NFC 태그를 활용한 상품 및 공연 정보 제공, 할인 및 쿠
폰 서비스 확인, 모바일기기 간 데이터 교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비트코인 (Bitcoin)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2009년 개발한 일종의
가상화폐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서버 없이도 각자의 컴
퓨터에 있는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네트
워크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발행기관이나 중앙통제기관 없이 비트코
인의 발행, 거래 승인 및 기록 등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이 수학적 알
고리즘을 풀어서 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채굴
(mining)이라 한다. 한 번의 채굴에 성공하는 데 약 10분이 걸리며
채굴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그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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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 간의 지급결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개인들의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 유학경비 송금,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의 물품 구입 등은
모두 국가 간 지급결제를 일으킨다.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금
이전이 여러 국가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외국 환거래은행 통해 해외송금 …
외환매매는 동시결제시스템 활용
<CLS>

국가 간 지급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국민이 갖고 있는 돈(자국 통
화)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 돈(외국 통화)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외국 통화는 금융기관을 통해 바꾸거나 외환시장에서 사들여서 조달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통화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각국 통화가 실제로 국경을 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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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나라 통화를 전달하는 외화송금은 전통적으로 환
거래은행을 통해 이뤄져 왔다. 국내 은행들은 외국에 위치한 은행에 계좌를 개
설하고 이 계좌를 이용해 송금업무 등을 한다. 이런 외국은행을 환거래은행이
라고 한다. 해외 가족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 기러기 아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러기 아빠는 국내 은행에 송금을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은행은 자
녀가 살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에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다. 그러면 외국의 환거래은행은 자금을 보내고 이체했다고 통보를 한다. 이런
메시지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통해 표준
화된 형태로 유통된다.
이 방식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하려면 돈을 받는 사람이 외국은행에 계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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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또 메시지 전송 및 거래확인 절차가 외국과의 시차로 인해 최장 3일
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송금을 주요 업무로 하는 웨스턴유니언,
머니그램 등 송금전문업체가 생겨났다. 이들은 은행, 우편취급소, 역 등 지정
된 장소에 설치된 점포에서 좀 더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런 서비스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송
금전문업체 본점과 해외 점포망 간 자금정산은 환거래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일방적인 송금거래와 달리 외환매매에 따른 자금결제는 사들인 통화(매입통
화)를 받고 팔아버린 통화(매도통화)는 줘야 하므로 더욱 복잡하다. 매입통화와
매도통화를 환거래은행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국가 간 시차로 인해 매도통화는
이미 줬는데 매입통화는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받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이 미국 뉴욕에 있는 외국은행과 원화를 팔고 미 달러화
를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자. 우리나라 은행이 결제일에 원화 송금을
끝내고 이를 오후 5시에 통지한다면 뉴욕은 새벽 3시가 된다. 따라서 뉴욕의
은행은 그곳의 영업개시 시간인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11시)가 돼서야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국은행이 오후 3시(한국시간 새벽 5시)에 자금 이체를 끝
낸 후 곧바로 이를 국내 은행에 통지한다 해도 국내 은행은 마찬가지로 은행 영
업시간인 오전 9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시간 기준 전날
오후 5시에 원화를 미리 보낸 국내 은행은 외국 은행으로부터 달러화를 받고 확
인하는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6시간 동안 외국은행의 달러화 이체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만약 이 시간 동안 외국은행이 파산한다면 원화를 송금한 국내 은행
은 사들인 달러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74년 6월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이 파산하면서 독일 내 환거래은행
을 통해 마르크화를 먼저 지급한 미국 은행들은 사들인 미 달러화를 받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사례가 수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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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는데 환거래은행 방식 결제에 내포된 이런 위험(리스크)을 외환결제리스크
또는 헤르슈타트리스크라고 한다.
이런 외환결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 중앙은행과 주요 상업은행들
은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매입통화와 매도통화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
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을 구축했다. 뉴욕 소재 외환동시결제 전문은행
인 CLS은행이 운영 중인 CLS가 대표적인 예이다. CLS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화를 포함한 17개 주
요통화를 대상으로 전 세계 공통결제시간대(10월 마지막 일요일부터3월 마지
막 일요일까지는 오후 3~6시, 나머지 기간 중에는 오후 2~5시)에 매입통화와
매도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통화를 결제한다.
일부 국가들은 국가 간 증권 거래 시에도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
도록 자국의 중앙은행 결제시스템과 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외국의 증권결제시
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여러 국가의 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느
한 나라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의 시스템으로 연쇄적으로 확
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각국의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우선 국
가 간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자국 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기관들이 BIS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과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관
리 감독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들 국제 기준의 실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주요국 중앙은
행들은 공식적인 협력체계인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 및 협조감시를 위한 다
양한 협의체를 세워 국제금융통신망(SWIFT), CLS 등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
템이 국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가 간 지급결제는 금융거래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결제 방식과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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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면서 진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정책기관이면
서 감시기관인 한국은행은 급변하는 지급결제환경에 맞춰 국내 지급결제시스
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과도 상호유기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협조감시를 수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

김영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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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국제금융통신망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금융거래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
는 통신 네트워크이다.
원래는 유럽 지역 은행들이 상호거래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 1973
년 설립했으나 이후 표준화된 메시지 형식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서
비스를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금융통신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정착됐
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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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위폐에 왜 민감할까

스테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새 캐나다 5달러 및 10달러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위조하기 어려운 지폐를 디자인해 발행함으로써 캐나다인들이 지폐를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도 지난해 12월 새
5파운드 및 10파운드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폐의 신뢰 유지가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이라고 말했다. 왜 중앙은행은 위폐 방지를 중요하게 여길까. 위폐가
증가할수록 경제주체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조지폐는 화폐 신뢰 훼손 따른 추가 비용 초래 …
경제 악영향
위폐가 늘어나면 상인들은 물건을 판매한 대가로 위폐를 받아 손해를 볼 가
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상인들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지폐가 진짜인지를 확
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손님들은 거래 지연에 따
른 불편을 겪게 된다. 해외여행 때 외국 상인이 받은 지폐를 위폐감식기로 확인
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위폐가 만연하면 상인
들이 지폐 받기를 거부해 거래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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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유통지폐 100만장당 위폐가 470장일 정도로 위폐가 만연하자 많은
상인들은 지폐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했다.
정보기술(IT)의 발달 등으로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가 크게 확대됐지만 현금
은 여전히 사용 비중이 높은 지급수단이다. 위폐 증가로 인해 지폐 사용이 제한
되면 경제주체들이 상거래에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위폐가 급증하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은 위폐 방지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위폐 증가에 대응해 위조방지장치를 개선한 새 지
폐를 발행해 위조에 취약한 기존 지폐를 대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
이 최신 위조방지장치 도입에 따른 추가 제조비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
융기관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가 새 지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금융자동화기기를 12만대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지폐 발행 시 금융기관은 만만찮은 부담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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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위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컴퓨터,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 디지털 기기의 성능 개선과 보급 확대로 위폐
제조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전에는 인쇄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가진 범죄조직
이 대량으로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켰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인쇄 장비와 기술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위폐를 만들 수 있다. 실제 2005
년 이후 약 8년 동안 옛 5000원권 위폐를 5만여장 만들어 썼던 위폐범도 컴퓨
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폐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위폐 제조 환경의 변화
에 대응해 중앙은행은 위조방지 장치를 계속 개선하고 수사당국과 적극 협력하
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새 지폐는 디지털기기로는 위조가 어렵고
위조되더라도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색변환잉크 또는 홀로그램, 모션 등
시변각장치(OVD)를 중심으로 위조방지 장치가 보강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ECB)은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장치를 개선한 새 5유로 지폐를 2013년 5월
발행했고 이번 달에 새 10유로 지폐를 발행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
준)도 슈퍼노트에 대응하기 위해 모션 및 색변환잉크를 새로 장착한 새 100달
러 지폐를 2013년 10월 발행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수사당국과 협력해 위조범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이는 위조범의 검거 확률이 높아지면 위폐를 만들어 쓰려는 심리가 위
축돼 위폐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은 수사와 재판이 끝난
위폐를 인수해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교하게 위조된 위폐는 위조방
법 등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위조범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폐를 받는 즉시 이를 식별하고 빨리 신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폐는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위조범이 지폐
를 쓰는 단계에서 이를 식별하고 신고할 때 검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
제 국민들의 신고가 위조범을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례가 많다. 8년
동안 옛 5000원권을 5만여장 위조해 썼던 위조범을 잡은 것도 위폐를 받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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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주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가능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국민의 위폐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TV 등을
이용해 식별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
는 버스, 지하철 등을 활용해 위폐 식별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플리커,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첨단기능을 포함한 많은 위조방지 장치가 적용돼 있다.
위폐가 많이 발생하는 만원권과 5000원권의 위폐 식별 요령을 숙지하면 피해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조방지 장치들은 지폐를 비춰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폐 전면 좌측 빈공간을 빛에 비춰 보면 초상이 음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숨은 그림이라 한다.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의 초상이, 5000원권에는 율곡
이이의 초상이 나타난다. 위조범들은 숨은 그림이 없거나 숨은 그림을 그려 넣
더라도 초상화가 조잡한 점을 숨기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위폐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어두운 곳에서 지폐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불빛 등을 이용해 숨은 그림
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숨은 그림의 우측에 부착된 홀로그램을 기울여보면 보는 각도에 따
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무늬, 4괘 문양이 번갈아 나타난다. 최근에는 은박지
등을 잘라 붙여 홀로그램을 흉내 낸 위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폐에 붙인
은박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하는 무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은박지가 붙어 있
더라도 무늬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나 지폐 우측 숫자 하단의 점 등을 만져보면 두드러진 감
촉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지폐를 볼록 인쇄한 것은 본래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 식별 장치이나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위폐발견 장수는 2003년 4925장에서 2006년 2만 1941장으로
급증했다. 이는 디지털기기의 발전 및 보급 확대로 위폐 제조가 쉬워졌기 때문
이다. 한은은 새 5000원권을 2006년 1월 발행한 데 이어 새 만원권 및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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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권을 2007년 1월 발행해 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지폐에 적용하고 위폐 식별
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위폐 신고에
힘입어 대량 위조범들이 잇따라 잡히면서 위폐발견 장수가 2011년(1만 53장)
이후 2012년 8627장, 2013년 3588장, 2014년 상반기 1300장으로 계속 줄
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디지털기기의 성능 발전과 보급 확대로 위폐가 다시 늘어날 가
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첨단 위조방지장치 도입 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지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위폐유통 방지를 위
해서는 중앙은행의 노력뿐만 아니라 화폐사용자도 위폐 식별요령을 숙지하고
위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화폐 사용자들의 노력이 위폐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를 위폐 유통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 2014년 9월 1일 월요일 ]

이병창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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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시변각장치
빛의 양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무늬나 색상, 디자인이 교대로 나
타나는 장치를 말한다. 홀로그램, 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모션은 우리
나라 오만원권에도 부분노출 방식으로 적용돼 있는데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움직인다.

슈퍼노트
고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미국 100달러 위폐를 뜻한다. 미국 정부는
이 위폐가 1980년대 이후부터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폐의
출처로는 영국에서 체포된 범죄조직 외에도 이란, 러시아, 중국, 시리
아 등과 특히 북한을 의심하고 있다. 슈퍼노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국은 2013년 10월 모션, 색변환잉크 등으로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로운 100달러 지폐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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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수단은 아마도 돈일
것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사더라도 결국에는 신용카드사에
돈(이용대금)을 내야 거래관계가 끝난다. 따라서 돈을 빼놓고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별히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잘 돌아야 한다는 말을 경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 돌아야 하는 돈’은 무엇일까. 경제 내에서 돌아다니는
돈 즉, 통화와 그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통화는 현금·금융자산 포괄 …
대출 등 경제활동 통해 스스로 늘어
흔히 통화라고 하면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은행 예
금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는 조금의 수고를 감
수한다면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과 차이가 없다. 이
렇게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도 통화로 볼
수 있다. 즉, 통화는 법정화폐인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경제 내에 있는 통화의 양을 통화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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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통화량을 측정하는 척도인 통화
지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는데,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가 대표적이
다.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결제성예금(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
금 등)을 더한 것이다. 결제성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울 뿐
만 아니라 수표를 발행해 현
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통
화의 지급결제 기능을 중시하
는 지표인 M1에 포함된다.
M2는 M1보다 넓은 의미
의 통화지표로 M1 외에 정
기예·적금, 시장형금융상
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
건부채권 등), 실적배당형금
융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기타 거주자외화예금,
금융채 등을 포함한다. 시장
형·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등
은 비록 자산증식이 목적이지
만 이자소득만 포기하면 언제
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일반예금과 비슷하기 때
문에 M2에 포함된다. 다만,
장기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가
입하는 만기 2년 이상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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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제외된다.
최근 한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M1
기준으로 약 535조원, M2 기준으로 약 2012조원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M2 기준으로 2000조원이 넘는 돈이 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11개나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돈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한은이
만들어서 나눠준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 중 일부만 한은이 발행한 것이고, 나
머지 대부분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돈이 돌아다니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생통화의 개
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은행인 한은이 A은행에 100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가정해
보자. A은행은 이 100만원을 B기업에 대출해 준다. B기업은 100만원을 C직
원에게 월급으로 준다. C직원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현금 5만원을 제외한 95
만원을 다시 A은행에 예금한다. A은행은 95만원 중 예금인출에 대비해 한은에
5만원을 맡긴 후 90만원을 다시 D기업에 대출해 준다. D기업은 이 돈으로 물
건을 사고, 그 돈은 다시 돌고 돌아서 A은행으로 들어간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시중의 현금과 예금 규모는 점차 늘어나 한은이 최초 발행한 100만원
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이때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돈을 파생통화라 한다. 이런 파생통화가 계속 늘어나면서 통화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의 연도별 통화량(M2 기준)은 가계나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확대로 인해 주로 증가해왔다. 때로는 정부의 재정활동, 경상수지 흑자, 외국
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에 의해서 변해 왔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주택
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했던 2002년과 2006∼07년 중에는 통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가 부진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2003∼05년 및 2011
∼13년 중에는 통화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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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년에는 위기대응을 위한 한은의 자금 공급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로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경제 내에 돈이 잘 돌고 있는지, 통화량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에 충분한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한은이 공급한 돈에 비해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와 같은 지표를 활용했다. 한
은은 1997년까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정
책효과가 실물경제에 원활하게 파급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진행된 금융혁신 등으로 금융산업 구조가 크게 변
하면서 통화량과 경기·물가와 같은 실물경제 간의 안정적 관계가 약화됐다.
이에 한은도 1998년부터 바뀐 금융여건에 맞춰 금리(주로 초단기금리)를 조정
해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물가안정목표제’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따
라서 현재 통화량은 금리 수준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가계, 기업의 자금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수치인 통화승수의 경제적 의미는
크게 축소됐다.
대신 통화량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나 통화량 증가율과 GDP
성장률의 흐름 비교 등을 통해서 통화량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 수
준인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량 수준을 M2/명목GDP 기
준으로 보면 2000년대 들어 대체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정도였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했고, 정부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통화량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이후 2010∼11년 중 경
기회복 및 물가 오름세에 대응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통화량 수준은 다
소 낮아졌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통
화량 수준이 다시 높아져 현재는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의 개념은 한 나라 금융제도의 발전 단계 및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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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며, 통화와 실물경제 간의 관계 역시 금융구조 및 경제 여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경제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은 아
니다. 그러나 평소 통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통화와 경제현상과의 관계를 이해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 데 크
게 도움이 될 것이다.
[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

김수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시장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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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통화승수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배수를 뜻한다. 본원통화란 한국은행이 공
급한 화폐발행액과 은행이 고객의 예상치 못한 예금인출에 대비해 한
은에 맡겨둔 돈(지급준비금)을 뜻한다. 통화량의 기초를 이루는 자금
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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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왜 채권을 사고팔까

중앙은행은 채권시장 등에서 채권을 팔아 유동성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런 정책수단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채권시장에서 장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여 달러를 공급하는 한편
장기채권금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정책 수행의 대표적인 예다.

채권 매매로 유동성 조절·금리 변화 유도 …
효율적 통화정책 수단
공개시장조작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로 활용하는 통화
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정책이나 신용정책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에 비해 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책목표를 정밀하게 달
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금융거래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가
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이다.
나라마다 경제 규모와 구조가 다르듯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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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목적이나 방식도 각기 다르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장기 국채 및 MBS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
태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장·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려 했다. 반면 한국은
행은 콜(Call) 금리 등 초단기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및 통화
안정계정 예치 등을 통해 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의 공개시장조작을 실
행하고 있다.
한은이 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이유는 우
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는 최근 2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외화가 지속적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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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입된 외화가 원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화가 계속
공급됐고 이렇게 늘어난 원화는 우리 경제, 특히 단기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수
준보다 훨씬 많아졌다.
개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좋지만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돈,
즉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
절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하루짜리 자금을 빌리
거나 빌려주는 콜시장이 대표적이다. 유동성(돈)이 풍부하면 콜시장에서는 자
금을 빌리려는 금융기관보다는 빌려주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진다. 즉 콜자
금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콜자금의 가격인 콜금리는 내려간다. 반
대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므로 콜금리는 오
른다. 만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면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밑돌게 되고 이는 양도성예금(CD)금리, 기관 간 RP금리 등 다른 단기금
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단기금리의 전반적인 하락은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기준금리 결정
을 통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은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파급 경로
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초단기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단기자금이 크게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해 콜금리가 기준
금리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시장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지난 8
월 14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 직후 하루짜리 콜금리는 0.25% 포인트 하락했으며 다른 단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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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비슷한 수준만큼 내려갔다. 이처럼 단기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즉
각 반응한 것은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
할 것임을 금융시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콜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
면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RP 매입 등과 같은 공개시장조작을 통
해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것이다. 이 경우 단기자금의 수요보다는 공급
이 더 많아져 콜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한은은 콜금리가 기
준금리인 2.2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연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단기자금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다.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이를 잘못 판단해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반대
로 유동성이 부족한데도 흡수한다면 콜금리 등 단기금리가 크게 하락하거나 상
승하는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유동성의 변동 요인에는
정부의 세출입과 같은 단기적 요인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유동성 공급
등과 같은 장기적 요인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
크기만큼 민간 부문에서 정부로 자금이 이동하므로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줄어
든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민간 부문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이런 유동성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유동성 조절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
는 것이 공개시장조작의 핵심이다.
더불어 공개시장조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필수적이다. 한은이 수행하는 공개시장조작의 규모 및 시기에 내재돼
있는 유동성 흐름에 대한 전망 및 정책 의도를 금융시장 참가자와 적절한 수준
에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참가자의 기대를 형성해 나가야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줄이고 정책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끝나가고 있다. 양적완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과 수백조 원으로 추정되는 단기자금의 향
방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모습을 그려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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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공개
시장조작을 수행하고 금융시장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다.
[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

이상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시장운영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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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공개시장조작 주요 수단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1961년 처음 발
행됐다. 현재 91일물, 182일물, 1년물, 2년물로 정례 발행되고 있으
며 만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급되는 유동성 등 기조적인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통화안
정증권 발행 잔액은 177조 5000억원이다.

증권매매
국공채 등을 매매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환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직접
사고 파는 단순매매와 채권 매각(매입) 후 일정기간 후에 되사는(되파
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로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주로 RP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RP매각은 국고채를 금융기관에 팔았
다가 만기일에 되사는 형태로 이뤄지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자금을 흡수
하는 효과를 가진다. RP매각은 대부분 7일물로 이뤄지며 이때 한국
은행 기준금리를 거래금리로 한다.

통화안정계정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기간부 예금이다. 주로 28일물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단기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치하기 시작한 2010년 10월 이후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
고 있다.

262 •The Bank of Korea

46

만기별 국고채 수익률 보면 경기가 보인다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를지,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근처에 식당을 차리려는데 잘 될는지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이렇게
미래 경제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수익률 곡선을 꼭 참고한다. 도대체
수익률 곡선은 무엇일까.

경기상승 예측 땐 장기금리 올라 …
수익률 곡선 대체로 우상향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하는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 금
리가 다르다. 채권 등 금융상품은 신용도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더라도 만기
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난다. 이처럼 같은 특성을 지닌 채권, 특히 신용위험
이 없는 국채의 만기와 수익률의 관계를 그린 곡선 모양의 그림이 수익률 곡선
이다.
이런 수익률 곡선은 통상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으므로 대체로 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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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록(오른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오른다(우상향). 그러나 가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도 나타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기도 한다(우
하향).
수익률 곡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
야 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개월 만기 국고채 금리와 왜 다르고 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금리결정이론에 따르면 장기금리는 예상되는 미래 단기금
리들의 평균치와 기간 프리미엄의 합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투자자가 장기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최소한
현재의 단기채권에 투자한 후 미래의 단기채권에 계속 재투자했을 때의 기대수
익률과 적어도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장기채권에 투
자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익률이 연 3.0%인 1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년 뒤 4.0%, 2년 뒤에는 5.0%로 오른다고 예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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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3년 만기 금리는 적어도 이들의 평균치인 대략 연 4.0% 수준에서 거래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
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장기금리는 미래의 단기금리들
이 오르면서 상승한다. 반대로 미래에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미래의 단기금리
들이 떨어지면서 장기금리는 하락한다.
장기금리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인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채권이 단기채권
에 비해 유동성이 낮고 금리변동,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
자들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데서 발생한다. 즉 기간
프리미엄은 만기 이전에 별안간 돈이 필요해졌을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없을지도
모를 위험, 현금으로 바꾸더라도 손해를 보고 팔지 모를 위험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보통 플러스(+)값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기간 프리미엄은 유동성 프
리미엄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도 부른다.
장기금리는 이 두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미래에 단기금리가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면 두 요소 모두 플러스값을 가져 장기금리가 현재의 단기금리
보다 항상 높게 결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한다. 반면 미래의 단
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하락폭이 기간 프리미엄 변동을 상쇄할 정도
로 크다면 장기금리가 현재의 단기금리보다 낮아져서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한
다. 이처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즉 장단기금리차는 일정 시점에서 기간 프리
미엄이 작거나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기대, 중앙
은행의 정책기조 변화 전망 등 미래 단기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아 바뀐다.
이와 같이 장단기금리차는 미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잘 반영하고 속보성도 우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에서는 이를 경기선행지수 산정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유용한 정보변수로 쓰
고 있다. 특히 장단기금리차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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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장단기금리가
역전돼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현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사례가 총 10차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중 7차례에서 장단기금리 역전 이후 약 1년 이내에 실제
경기침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들어 소위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논란이 생기면서 장
단기금리차와 경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즉 2004~06년 중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정책금리를 크게 인상했음에도 장기금리가 상
승하지 않자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그간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많은 연구 결과 이런 현상은 그간 작거
나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됐던 기간 프리미엄이 시장의 불확실성, 채
권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반영해 크게 변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
준의 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등 미국 정책당국자들도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현상이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외환보유액으로 미국 국채를 대규
모로 매입함에 따라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
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은 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기간 프리미엄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단기금리차는 대체로 경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평가
되고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2010
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0%에서 3.25%로
1.25% 포인트 인상했으나 같은 기간 장단기금리차는 오히려 축소돼 수익률 곡
선이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단기금리차의 경기예측력을 근
거로 이런 현상을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는 연준의 양
적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온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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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경기둔화의 신호보다는 채권 매수세 우위에 의한 기간 프리미엄 축소 때
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수익률 곡선, 즉 장단기금리차의 경기예측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
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단기금리
차가 미래의 경제상황, 중앙은행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가 어렵다. 평소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
금리 관련 기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빼서 그
격차를 살펴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 모두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경제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

박성진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자본시장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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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경기선행지수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가장 유용한 소비자심
리지수, 기계수주액, 자본재 수입액, 건설 수주액, 금융기관 유동성,
장단기금리차 등 10개의 지표를 선정해 이들의 계절 및 불규칙 요인
에 의한 변동을 제거하고 진폭을 표준화하는 가공 과정을 거쳐 작성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월 통계청이 작성해 발표한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Greenspan’s conundrum)
2000년대 중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의 이름을 딴 것으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시장금리
가 그만큼 오르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3
월까지 연준이 정책금리를 3.75% 포인트나 인상했음에도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62%에서 4.85%로 0.23%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
는데 그린스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곤혹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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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시아 금융협력은 어떻게 전개돼 왔나

아시아권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역내 금융협력 체제를
마련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통해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
채권시장육성방안(ABMI)을 통해 아시아권에도 번듯한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아시아 내 금융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최근 빨라지고 있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도
아시아 금융협력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손잡은 亞 13개국 ‘금융 체력’ 키우기 …
한·중·일 협력이 관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로 제조업
육성과 국가기간시설 확충에 국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금융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취약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계 글로벌 금융회사
의 투기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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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국제통화기금(IMF)
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는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스
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구
제금융의 대가는 굴욕적이
었다. 외환위기 이후 아시
아 개도국들은 자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
진했다. 동시에 지역 차원
에서 실질적인 금융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
감했다.
아시아 국가간 공동협력
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되자 1998년 일본
은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제안했다. AMF는
일본 주도하에 아시아 국
가들이 최대 1000억 달러
의 기금을 모아 금융위기에 빠진 역내국을 지원하자는 명분으로 고안됐다. 그
러나 IMF를 이끌어 온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데다 일본
의 주도권 확대를 경계한 중국도 반대함에 따라 일본의 AMF 구상은 좌절됐다.
비록 AMF는 좌절됐지만 아시아국들은 ASEAN+3(한·중·일과 ASEAN
1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지역 금융협력체제를 마련하기 위
해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은 금융협력기금 설치와 채권시장육성 방안 마련으
로 구체화됐다. ASEAN+3 회원국들은 2001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중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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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과 아세안 5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이
의 양국간 통화교환협정, 즉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구축해 2008년까지
87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초기 CMI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CMI가 국가 간 개별 계약에 머물러 법적 강제력이 미약했고
스왑계약 규모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외환부족에 시달리던 회원국들이 CMI 협정에 의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
게 되면서 CMI 체제의 한계는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ASEAN+3 회원국들은 2009년 CMI 참여국을 13개 회원국 전체
로 확대하고 기금규모도 1200억 달러로 늘리는 한편 단일기금계약 형태의 공
동의사결정제도 채택 등을 통해 초기 CMI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CMI다자화
(CMIM)에 합의했다. 2014년부터는 CMIM 기금 규모를 2400억 달러로 늘려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사정도 녹록지 않았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경제개발 과정
에서 은행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탓에 역내 채권시장 발전은 상당히 더
뎠다. 그 결과 역내에서 조성된 잉여저축이 역내 채권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
이 잘 발달된 선진국 채권시장에 투자돼 왔다. 이로 인해 아시아 기업들은 잉여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 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외화표시 역외 단기 차입과 국내통화표시 역내 장기
대출의 만기불일치와 통화불일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불일치 문제를 일으
켰다. 이는 자국 통화가치가 폭락한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내 채권시장
육성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이런 공감대하에 2003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역내 저축을 역내 투자로 연결시키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목표로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합의했다. ABMI를 통해 회
원국들은 역내 채권시장에서 회원국 통화표시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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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역내 채권시장의 규제를 정비하고 기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아시아 금융협력을 위한 노력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됐다. 아태지역
경제협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회원국 간 펀드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자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등의 금융협력 과제를 논의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역내 개도국의 개
발사업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자본의 역내 투자를 촉진하는 등 금융협력을 위
해 노력해 왔다.
역내 중앙은행 차원의 협력도 강화돼 왔다.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는 19개 회원 중앙은행 간 교육·연수 및 조사연구를 통한 금융협력을 주도하
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도 11개 회원 중앙은행 공동
으로 ‘아시아채권펀드’를 운용하여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 힘을 보태 왔고, 중앙
은행 간 역내 금융위기 관리체제를 마련해 중앙은행간 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금융협력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
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의
22%이고 한·중·일 외환보유액 합계는 5조 6000억 달러인 거대 경제권이
다. 또한 CMIM 기금의 80%를 한·중·일이 부담하면서 역내 금융협력 이슈
를 사실상 이끌어 왔다. 한·중·일은 미래 성장둔화 가능성과 고령화 및 재정
부담 가중 등 공통의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 중임을 감안하면, 3국 간 협력 강화
가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를 더욱 긴밀히 연결시키는 촉
매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위안화가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는 점도 아시아 금융협력에 적극 활용해
야 한다. 최근 위안화는 결제통화로서 무역결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다 홍콩
을 중심으로 위안화 역외시장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3개
국 중앙은행과 2조 6000억 위안 규모의 국가간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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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프랑크푸르트,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금융도시 간의 위안화 허브
유치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위안화 국제화 속도
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도 위안화는 무역결제와 투자수단으로서
의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결제통화 선택폭을 넓히는 한편 역내 투자와 교역도 활성화시키
는 등의 위안화 국제화 순기능은 더욱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나 세계 2위로 성
장한 중국 경제와 위안화의 대외 영향력 확대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역내국
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역내 다른 통화의 약세를 초래할 수도 있
다. 이처럼 위안화 국제화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도 지혜롭게 대처하
면서 역내국들은 그동안 쌓아온 금융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각국의 금
융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 2014년 10월 6일 월요일 ]

정지영
한국은행 조사국 전문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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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국가간 통화스와프협정
양국 간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를 맞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금
융위기 등으로 외환이 필요한 국가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형태의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우리
나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300
억 달러의 통화스와프협정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특
히 2008년 10월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협정은 두 차례 연장된 다
음 2010년 2월 종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9월말 현재 중국
(560억 달러) 등 5개국과 807억 달러의 자국통화표시 스와프계약이,
CMIM(384억 달러) 및 일본(100억 달러)과 484억 달러의 미달러화
표시 스와프계약이 체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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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어떻게 왔나

1929년 시작된 대공황기에도 각국의 경제는 10년 이내에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거론되던 일본
경제의 갑작스러운 부진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며 경제위기가 닥치거나
경기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때마다 언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로지역에서
저물가와 저성장세가 지속되자 ‘유럽판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비슷한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걸어온 길을
뒤따랐던 우리 경제도 최근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일본식 장기 불황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장기 불황의 원인을 알아야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붐·boom → 거품·bubble → 붕괴·bust>

日 장기 불황은 1980년대 후반 ‘3B’가 단초 …
정책 실기도 원인
일본에서 장기 불황은 1980년대 후반 형성된 거품 붕괴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 들어 예금금리 자유화,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등의 금융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이 자본과 회사채 발행을 늘림에 따라 수익원이 줄어
든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했다. 이
런 가운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되자 일
본은행은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5년 1월 5%였던 정책금리를 1987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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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역대 최저 수준인 2.5%로 인하했다. 이와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
들은 돈을 빌려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재테크에도 치중하면서 주가와 부
동산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담보가치 상승 및 기업의 차입 여력 확대로 이어져
다시 자산가격이 오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품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경
영 효율보다는 사업 규모 확대에 주력하는 외형 중시의 기업 경영 행태가 만연
하게 됐다. 자산가격이 상승하자 가계도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빠르게 늘려 나
갔다.
이 결과 주가와 땅값 모두 198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1990년까지 3배 가
까이 상승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자산가격은 거품을 우려한 일본 정
책 당국이 1989년 5월 이후 급격한 금융긴축을 단행하고 1990년 3월 들어 부
동산 관련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붕괴됐다. 1990년 초 거의 4만 선
까지 올랐던 닛케이주가는 1990년 10월 절반으로 하락했고, 1992년에는 1만
5000으로 떨어졌다. 땅값 또한 1989~1992년 50% 이상 떨어졌으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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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05년까지 하락세가 매년 계속됐다.
장기 침체의 단초가 된 과정은 1980년대 후반 붐(boom)에 따른 거품
(bubble)이 붕괴(bust)되는 ‘3B’로 설명될 수 있다.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
가 장기 불황에 진입하게 된 과정은 부실 부채 누적(debt) 및 이에 따른 기업과
은행들의 부채 및 대출 조정(deleveraging), 그리고 디플레이션(deflation)
등 ‘3D’로 요약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거품기의 활황이 기초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오판한 기업들은 앞다퉈 돈을 빌려 사업 확장에 나서 과잉 설비와 함께 과잉 부
채에 직면했다. 과도한 부채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아진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채무 상환에 집중하면서 설비투자가 줄어들었고 가계소비도 자산가격 하락으
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위축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가격 하
락 및 경기부진 지속으로 대규모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된 금융기관이 민간대출을
줄임에 따라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동반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1999년 들어서는 소비자물가가 하
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 현재 소비
를 미래로 미뤘고, 기업은 소비 위축으로 이윤이 줄어 투자 의욕을 잃게 되면서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
일본 경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거품이 형성돼 경제가 기초체력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그 폐해는 매우 크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시 비슷한 거품 붕괴
를 경험한 미국과 영국 등이 1~2년 이내에 회복기에 재진입한 것에 비춰 볼 때
일본의 장기 불황은 거품 붕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거품 붕괴로 초래된 경
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돼 디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
견이 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거품 붕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성공 신화에 매몰돼 과감한 구조조정 대신 거품을 초래한
기존 시스템에 안주한 데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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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붕괴 이후 일본의 정책 당국은 경제가 공급과잉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
정 노력 없이 1990년대 중반까지 공공투자 확대, 금리 인하 등 수요를 인위적
으로 부양하는 전통적인 경기대응책만으로 일관해 불황의 조기 극복에 실패했
다.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 및 사업을 정리하기보다는 공동 감산으로
대응하는 등 소극적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1990년대 초반에 공적자금 투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제때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도 부실 채권 문제를 심화
시켰다. 경기부양책은 그 규모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부채가 지나
치게 많아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보다는 부채 감축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잦은 경기부양책은 국가채무 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
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기관은 거품 붕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의 경
영 상태도 정상화돼 부실 부채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좀비
기업에 대출 상환을 연기하거나 추가 대출을 실시했다. 1995년 들어 심각성을
깨달은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으나 뒤늦은 대응으로 부실 부채
가 크게 누적돼 2000년대 중반까지 디레버리징을 진행해야 했다. 기업은 은행
의 느슨한 신용심사 및 대출 확대 방침 속에서 긴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설비 폐기 등의 생산성 제고 노력을 상당 기간 본
격화하지 않아 과잉 상태가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됐다. 이 같은 좀비 기업
의 지속 등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급
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이중
고를 겪게 됐다.
2000년대 들어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장기 불황에서 서
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던 일본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와 대지진 여파로 다시
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주요 내용인 신성장전략을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실시 중이다.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일본 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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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장에선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
런 논란의 근저에는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진입한 근본 원인
이었던 구조개혁의 지연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지핀 불을 구조개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면 나
랏빚만 늘어나는 등 일본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 2014년 10월 13일 월요일 ]

배성종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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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플라자합의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독
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미국에 대한 일본
과 독일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시정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이다. 이 모
임에서 5개국은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외불
균형 축소를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을 공조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플
라자합의 이후 2년 만에 엔화 가치는 2배 가까이 급등했다.

디레버리징 (deleveraging)
자본과 부채로 구성된 보유자산 중 부채 비중을 줄이는 현상이다. 기
업의 경우 기업소득을 투자(자산매입 등)에 쓰지 않고 부채 상환에 쓴
다. 은행은 예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한다는 측면
에서 은행의 디레버리징은 부채 감소보다는 보유자산(대출자산)을 축
소(대출자산 회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디레버리징은 경
제주체들이 자산가격 하락, 투자수익성 하락 등을 예상할 때 나타난
다. 디레버리징이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면 경기하락이 초래되고 이
는 자산가격 및 투자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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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환율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54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흑자가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평균 1%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5%를 웃돌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좋은 점이 많지만 나쁜 점도 있다.

경상수지 흑자 증가 땐 국민소득·고용 늘고
자본유출 위험 낮아져
경상수지 구성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빠르
게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본원소득수지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
자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상회하면서 해외로부터 배당금 송금 등이 증가해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확대 등으로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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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
득과 일자리가 커져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또한 경상수
지 흑자로 적정 수준의 외
환보유액을 확보하게 되
면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
도가 높아지므로 세계 금
융시장이 불안해지더라도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점
이 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
자이면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외부채가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진
다. 이는 국가 전체의 신
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치므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경상수
지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
이 발생해 대외충격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대규모 흑자
를 지속할 경우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교역 상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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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제를 유발하는 등 무역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문의 성장이 서비스업 등 내수 산업으
로 파급되지 않을 경우 교역재 부문과 비교역재 부문 간의 고용 및 임금격차를
유발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물론 이런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대외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높이고 국민소득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분명
하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최근 큰 규모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선
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회복과 교역 조건의 개선에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해외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안
정 및 수출 제품의 고급화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무역의존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대한 해외 수요 및 교역 조건 등의
파급 영향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환율 변동 또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가 지속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도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출 상
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입 수요 확대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해외여행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꾸준히 증가
하는 등 환율과 수출 간의 이론적 관계가 실제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환율 하락에도 불
구하고 수출 단가의 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화공품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가격이 환율변동보다는 국제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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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수급 상황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또한 기업들이 수
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출 가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수출 마진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수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수입 소재·부품의 중간 투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원가 부담이 완화돼 수출 단가 상승 요인이 줄어드는 점도 환율과 수출 가격 사
이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환율 하락으로 수출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
출 물량 감소 효과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많은 실증 연구에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수출 단가보다 세계 수입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데다 중국
등 신흥국과의 수출 분업구조 진전에 따른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법인의 수출성과 및 완성재 가격 등에 더 많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과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상당기간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력 수출품이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높은 경쟁
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용 소재·부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서 수출과 수입 간
의 연계성이 밀접한 점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다. 다만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표시 수출금액 감소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
출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연구개발
(R&D) 등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기초여건의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은 용인
하되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세계 경제의 개방화 진전으로 독자적인 통화·외환정책
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위험 관리능력 배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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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통화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고기술
산업,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우리의 산업 구조가 더욱 개선된다면 내수
및 수출시장의 가격과 품질 면에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 환율 하락에 대한 적
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의 과실이 전체 경제에 고
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야 한다.
[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

김승원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장
미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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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용어

교역조건
수출상품 1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1단위 가격 간의 비율로 수출 1단위
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한다.

교역의존도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는 지표다. 통상적
으로 국민소득 또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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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정책 시스템 설계와 운영

올해 노벨의학상은 두뇌에 내재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연구해 두뇌가 어떻게
복잡한 환경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학자들이 받았다. 중앙은행은 망망대해를 나아가는 항해자에 종종 비유된다.
복잡한 환경에 처한 항해자일수록 길을 찾아갈 때 잘 설계된 내비게이션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정책 시스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정책 시스템은 정책
목표, 정책 운영 체계, 지배 구조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중앙銀 정책 시스템은 국가경제 내비게이션役 …
독립적 운용 긴요”
중앙은행의 정책을 논할 때 법적 위상이 늘 논의의 전제가 된다. 중앙은행의
법적 위상은 넓은 의미의 독립적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현대 행정법상 설득력 있
는 견해 가운데 하나다. 입법부가 독립적 행정기관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이 기
관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줄여 그 기능이 순수한 공공 이익에 부합되도
록 하는 데 있다. 각 나라가 통화정책을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놓여 있지 않
은 중앙은행이 수행하도록 하는 건 통화정책은 일반 행정기능과 달리 중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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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이 크게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중앙은행법에서 나타나는 형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을 일반 행정부 조직과 분리된 독립적 특수
공법인으로 설립해 중앙은행이 중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중립적 수립 및 자율적 집행과 중앙은행의 자주
성 존중을 명문화하고 있다.
중앙은행법에 명확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책무 간 계층구조 없이 하나 이상의 책무를 정책 목표에 포
함시키는 경우는 중앙은행에 광범위한 제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정책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
가 안정 달성이라는 이원적 책무다. 이 같은 복수의 목표들은 상충될 수 있으므
로 목표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행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 안정을 먼저 달성하고 그 목표가 달성된 이후 경제
발전, 고용 증진 등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는 계층적 책무를 부여받는다.
이원적 책무와 계층적 책무 간의 이런 대비는 중앙은행 정책 목표의 본질에
대한 법경제적 성찰이 요구됨을 뜻한다. 정책 목표에 관한 중앙은행의 법적 책
무는 통화정책이 자리하는 가치 체계를 결정하며 특히 정책 결정자들이 사회
의 상충되는 요구에 직면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 준거가 된다. 정치·사회
적 수요 내지 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모델이 보다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
고 따라서 해당 중앙은행이 높은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상대
적 강점을 지닐 수 있다. 유럽 모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도 정책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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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관홈페이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때로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정책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은행(❶),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❷), 유럽중앙은행(ECB❸)의 전경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미국 모델의 장단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입법부의 견해 내지 사회적 합의가
중시돼야 한다.
현 한국은행법은 유럽 모델의 계층적 정책 목표 설정 방식에 가까운 형태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간 조화를 모색할 때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에 관한
이런 인식을 토대로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 역량을 발
휘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가치, 중층적이고 상충적인
정책 목표 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선 보다 장기적 시야를 갖는 중앙은행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적 판단이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와 그 하위 요소인 정책 운영 체계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정책 목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영 체계를 설계하는 기본 환경을 제공한
다. 예컨대 정책 목표가 중앙은행을 물가 안정에 기속시킬 경우 정책 운영 체계
로서의 물가안정목표제는 정책 목표와 잘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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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물가 안정에 기속시키는 정책 운영 체계를 갖고 있
다. 이런 운영 체계는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의 물가 안정을 보증하는 환경적 토
대를 제공한다. 또 정책의 유효성 확보에 긴요한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를 뒷
받침하는 준칙으로 물가안정목표제가 기능할 수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물가 안정이 경제 안정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인식하
게 됐으나 여전히 필요조건의 하나이며 물가안정목표는 임금 협상 등 다양한 경
제활동의 준거 역할을 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란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디플레
이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물가안정목표제가 성장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
니다.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의 조화는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도 정책의 시계를
장기화하고 물가의 상승(상방) 위험과 하강(하방) 위험에 대해 균형적으로 대처
하는 정책 수행 등으로 모색 가능하다.
중앙은행 지배 구조는 중앙은행 정책 결정기구의 구성 및 정책 결정 시스템을
포괄하며 민주주의 원리 및 중앙은행의 책임성, 투명성, 독립성 등의 논의와 밀
접히 관련된다.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중앙은행의 판단과 재량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설계·운영될수록 국민과 입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은행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의 책임성 강화는 정책 결
정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요구로 연결되지만 중앙은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높
아질수록 정책 결정 과정의 독립성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
책이 외부 시야나 이해관계에 노출돼 있을수록 다양한 대안을 자율적이고 폭넓
게 암중모색해 볼 여지가 제약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 목
표 설계와 관련한 책임성·투명성과 독립성 간의 상호 관계를 중앙은행 지배 구
조의 맥락에서 인식하고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지배 구조의 집권화 및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모델은 중앙정치권력
에의 권한 집중을 추구하는 집권화에 가깝다. 반면 유럽 모델은 나라별 평등한
배분에 기초한 분권화를 추구한다고 평가된다. 미 연방헌법은 중앙정치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및 연방 상원이 중앙은행 등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임명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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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은 회원국별로 각 1인을 평등
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 등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을 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은 집권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천제도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지배 구
조의 유형이다.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지배 구조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집권화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오류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분권화는 정책 결정의 효율
성을 낮출 수 있지만 오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있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도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는 한 나라의 경
제 시스템을 지지하는 제도의 틀에 의해 제도의 질적 수준이 결정되고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는 중앙은행 정책 시스템이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방향
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걸
어온 길은 그 이전의 역사적 경로와는 상당히 달랐으며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은행 정책 시스템을 디
자인하는 데 있어 중앙은행가들은 아직 최적 모델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앞으로 최적 모델을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에 머물 수 있겠으나 경제
적 성과 제고라는 관점에서 시스템이 디자인되고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
는 데 사회적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
[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

조홍균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
미 워싱턴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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