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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젤Ⅲ(BaselⅢ)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지나고 새로운 2014년이 밝았다. 은
행업계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새로운 규제인 ‘바젤Ⅲ(BaselⅢ)’
가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
에 분주한 움직임이다.
바젤Ⅰ에서 바젤Ⅲ까지 이어진 자본규제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1988년 최초로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는 바젤Ⅰ이 도
입되었고,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차주의 신용등급 차이를
반영한 자기자본 규제방식인 바젤Ⅱ가 등장하였다. 바젤Ⅲ는
2010년 9월 스위스 바젤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
독위원회(BCBS)가 주최한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기관장 회의
에서 발표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은
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과도한 자산증가를 억제하기 위
해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바젤Ⅲ는 바젤Ⅱ의 자
본적정성 규제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유동성 비율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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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안
정성 제고 및 경제성장 기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젤Ⅲ의 규제강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총자본비율(기본
자본+보완자본/총자산)은 바젤Ⅱ에서와 같이 8% 이상을 만족하
면 되지만 기본자본에 대한 규제비율이 4%에서 6%로 확대되고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대한 편입요건 등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은행이 확보해야 하는 총자기자본은 10.5~13%
수준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대출 및 레버리지 확산을 방지하도록 레버
리지비율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은행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
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하는 등의 유동성비율규제(유동성자
산/유동성부채)도 포함하고 있다.
바젤Ⅲ의 도입으로 은행권의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되는 등 장
기적으로는 대내외 금융안정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
지만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겠다.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1월 8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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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물가지수(CPI)

지난달 말에 2013년 한 해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에 비
해 1.3% 상승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
다. 반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소비자
들은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하소연할 것이다. 이렇게 물가지표와
체감물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자.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
준을 말한다. 개별 상품의 가격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물
가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가중평균한 값을 구하고 이
를 일정한 기준시점과 비교한 지수를 만들어서 이용한다.
물가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가
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
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이다. 여기에는 농축수산
물과 공업제품 등 327개 상품과 집세, 시내버스요금, 학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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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가지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다.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
원들이 전국 37개 도시에서 가격 변화를 매월 조사한다. 이 때
상품과 서비스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가격변동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주택 전세
가가 10% 올랐다면 이것을 볼펜이 10% 오른 것보다 더 크게
반영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계산하는데, 사람마다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체감물가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원비가 많이 올랐을 경우, 중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사람과 미혼인 사람이 체감하는 물가는 서로 다를 것이
다. 둘째로 가격이 떨어진 상품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
위주로 물가를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지적할 수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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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물가지수 작성방식의 특징도 공식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
가 생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 물가지수는 5년마다 기준시
점을 바꾸고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기준시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소비패턴이 바뀔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물가지수와 체감물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통신비의 비중이 작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의 두 가지 요인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세 번째
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통계청도 이에 맞추어
작년 말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소
비패턴 변화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 식료품, 주택, 전기 등의 가중치는 상승한 반면, 교육
과 일부 서비스 부문 등은 가중치가 하락하였다. 이처럼 관계당
국은 물가지수와 체감물가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월 15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노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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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최근 중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로 늘어난 ‘그림자 금융’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
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중국 정부의 이
런 태도 변화는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
했기 때문이다. 과연 그림자 금융은 무엇이기에 중국정부가 이처
럼 경계하는 것일까?
그림자 금융을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규제영역 밖에 있는 신
용중개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
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
융상품,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아우르는 말이
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구조화투자회사(SIV) 등의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그림자 금융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간 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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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
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그림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거
래의 투명성이 낮아 손실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자금중
개 경로가 복잡해 위험이 금융기관 간 빠르게 전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위기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 보호 등 공적인 지
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그림
자 금융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
목되기도 했으며, 최근 중국이 늘어나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 경
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G20 정상회의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3)에
따르면, 2012년 20개 주요국 및 유로지역의 그림자 금융 규모
는 71조 달러로 2011년에 비해 5조 달러가 늘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중국으로 한 해 사이 42%가 늘어나 2012년
말 2조1천억 달러로 추정됐다. GDP대비 그림자 금융 규모를 보
면 네덜란드가 56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영국 354%, 스
위스가 234%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얼마나 될까? FSB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대비 2012년 약 15%가 늘어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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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4,200억 달러(1,5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GDP대비 108%로 주변국인 일본(64%), 중국(26%) 등과 비교
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 금융의 적정
규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늘어나는 속도 등에 비춰봤
을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4년 1월 22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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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든스톱(Sudden Stop)

신흥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태국 등 주요 신흥국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통화가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를 추진하면서 신흥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과 중국의
경기둔화이다. 특히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외
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
져나가는 현상을 서든스톱이
라 부른다. 서든스톱은 1995
년 MIT 교수였던 고(故) 루
디거 돈부시가 멕시코의 페소
화 가치 붕괴를 다룬 ‘통화위
기와 붕괴’에서 처음 사용하
였다.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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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흥국 유입 자본이 급감하거나, 대규모로 자본이 유출되어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경기악화가 외국인 투자자
금 유출, 외화유동성 고갈,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을 유발
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아
시아 외환위기, 1999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이 꼽힌다. 실제 신흥국 자금 유출 규모(채권형 펀드 기
준)는 작년 10월 1억 달러에서 11월 108억 달러, 12월 131억 달
러, 금년 1월 153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든스톱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터키, 남아공,
인도 등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올 들어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5%에서 10%로 단
번에 5.5%p 인상했고, 남아공은 0.5%p(5.0%→5.5%), 인도는
0.25%p(7.75%→8.0%) 올렸다. 금리인상으로 경기가 더욱 위축
될 우려도 있으나 일단 자금이탈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일부 신흥국의 위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국으로
확산될지 여부이다. 아직까지는 미연준이 단기간에 금리를 인상
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중국경제가 경착륙하지도 않을 것이란
이유로 1997년과 같은 동시다발적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위기상황은 한순간에 닥칠 수 있는
만큼 평소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사태 시의 대
비책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2014년 2월 5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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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S 비율

우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들과 예금,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거래를 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금융시스템의 근
간인 은행들이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산할
위험은 없는지 알고 싶으면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할까? 오늘은
은행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BIS 자기자본비율(‘BIS 비율’로 약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BIS 비율이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
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자산 대비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
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메울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규제이다.
BIS 비율의 기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미
국가들에서 과도한 외채 증가로 인해 채무위기가 발생하여 국제
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춘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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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관련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1988년 7월 ‘자
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바젤Ⅰ)’을 제
정하였다. 바젤Ⅰ은 은행들이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자본비율을 8%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바젤위원회의 사무국이 소재한 BIS의 이름을 따라 동 규제자본
비율을 ‘BIS 비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4년 6월에
바젤Ⅰ을 보다 정교화한 바젤Ⅱ를, 2010년 12월에 유동성규제
등을 추가한 바젤Ⅲ를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1
일부터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바젤Ⅱ 이후 BIS 비율의 산출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은 보통주 발행액, 자본잉여금, 이익
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단, 손실흡수력이 낮은 영업권 등은 제
외된다. 비율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자산들에 내재된
위험수준을 계량화한 수치(위험가중치)로 가중하여 합산한 자산
규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경우에는 각
각의 금액에 신용등급에 따라 0~150%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이 산출된다. 현재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
용위험(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시장위험(보유
자산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운영위험(은행의
부적절한 내부절차 등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반영하여 산출하
도록 하고 있다.
2013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18개 은행들의 BIS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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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바젤Ⅱ 기준)로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거래하는 개별 은행의 BIS 비율
등 여러 건전성 지표들을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년 2월 12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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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최근 모 방송사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원산지 알고 먹기’
라는 미션을 통해 출연자들이 먹고 싶은 식품을 직접 원산지까
지 찾아가 구해오는 장면이 방송을 탔었다. 이 때

‘푸드 마일리

지(Food Mileage)’란 용어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푸드 마일리지란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원산지로부터 소비지로의 이동
거리에 식품수송량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이는 1994년 영국의 환경운동가인 팀 랭이 가능한 가까운 곳
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도 높이면서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도 줄인다는 것에 착안하여 처음으로 사용
한 개념이다.
즉, 푸드 마일리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식품의 운반, 저장, 포장
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여 환경에 부담을 주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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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 농산품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식
품의 안전성, 신선도, 온실가스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2012년 기준 7,085 ·㎞을 기록해 739 ·㎞인 프랑스의 10배에
달하며, 2007년 조사시(5,121 ·㎞)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
였다. 우리 식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의 밥상 건강과 직결되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거나, 주말농장 참여
및 베란다 내 작은 정원 활용, 제철농산물 소비 등의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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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여야 하겠다.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면 장거리 유통에 따른 방부
제 사용도 줄이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바른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
탕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동 사업이 수익창출
수단만이 아닌 우리의 식탁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여건을 개선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로 수입 농산물의 푸드 마일리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스마트 그린푸드’ 홈페이지(www.smartgreenfood.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밥상의 탄소발자국’ 코너에서는 자
신이 구성한 식단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도 제공된다.

(2014년 2월 19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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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빨대 효과(Straw effect)

최근 KTX와 같은 고속 교통수단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각 지
역이 보다 가까워지고 이들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연계가 효율적인 자
원배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의 입장에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면 방
문객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사업 여건이 좋아지는 등 그 지역 경
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기업이 지대가 비싼 대
도시에 머물 유인이 적어짐에 따라 중소도시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일본에서는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개통된 이
후 기대와 달리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는 더욱 발전한 반면 여
타 중소도시들은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빨대 효과’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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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대도시 방문
이 쉬워지면서 중소도시 사람들이 대도시의 대형 백화점과 다양
한 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음료를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대도시가 고속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중소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빨대 효과’의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006년 말 경원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경기도 동두천 지역
의 미군 관광특구는 미군들이 이태원이나 용산에서 주로 여가를
즐기게 되자 유령도시화되었다. 또한 2009년 서울~춘천고속도
로에 이어 2012년 ITX-청춘이 개통되자 수도권에서 춘천으로의
통학이 가능해지면서 춘천의 경우 자취생이 크게 감소하였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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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에서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
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고속 교통수단을 통한 지역 간 연
결이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0년 거
가대로 개통으로 부산은 백화점 등을 찾는 거제 고객이 증가하
였고, 거제는 부산에서 오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 두 지역 경
제가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위에서 ‘빨대 효과’의 예로 들
었던 춘천도 고속도로 및 철도 개통으로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올해 말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전라북도에서도 기
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거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분명히 전라북도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한 지역 연구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문화․의료․
쇼핑 등의 분야에 대한 빨대 효과보다는, 오히려 순기능이 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KTX 정차역 소재 도시가 전국 중심지
로 부상하고 지역이미지가 개선되며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순기능은 강화
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4년 2월 26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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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화스왑(Currency Swap)

지난 2월 23일 한국은행과 호주중앙은행은 원화와 호주달러
간 약 5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많은 전문가
들은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이 촉진되고 우리나라의 대
외 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고 있다.
통화스왑(Currency Swap)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에 원래의 통화로 재교환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통화스왑은 주로 기업들이 환위험을 헤지
(hedge)하고 보유 통화를 대가로 필요한 통화를 조달하는 수단
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통화스왑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A기업은 달러화
자금을, B기업은 엔화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데 A는 엔화 자금이, B는 달러화 자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는 달러화 자금을, B는 엔화 자금을 각각 차입하고
약정된 환율에 따라 동 차입 자금을 상호 교환한다. 차입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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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자는 최초 차입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용자(A
는 엔화 자금, B는 달러화 자금)가 대신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최초 차입자가 차입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달러화 자금과 엔
화 자금을 재교환함으로써 통화스왑이 종료된다. 이를 통해 기업
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없이 필요한 통화를 저렴하게 조달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 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호주의 사례처럼
중앙은행 간에도 통화스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환위험 헤지나 차입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
기에 외화 유동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위기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미 달러화
등 국제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통화스왑을 체결한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이
다. 또한 호주달러는 세계 외환거래규모에서 5위, 외환보유액 구
성에서는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통화이자 주요 원자재통화로
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화스왑은 양국 간 교
역 촉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향상 등 무형의 효
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0월 미국과의 첫 통화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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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과도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계약이 종료된 미국, 일
본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통화스왑 전체 규모는 약 1천억 달
러 수준이다.

(2014년 3월 5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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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연금이나 자녀의 용돈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이미지. 딱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우는 정적인 삶.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최
근 들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며 젊은 세대 못지않은 활
동적인 삶을 사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액티브 시니
어라 불리며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부상 중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소비생활과 여가생활
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대 이후의 계층
을 지칭한다. 이 말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버
니스 뉴가튼이 “75세까지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은퇴 후에도 건강과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소비나
여가,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세대를 가리키면서 처음 사용되
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던 세대가 아닌 자아에 눈을 뜨고 자
기만족을 중요시하는 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가수 조용필씨가 10년 만에 내놓은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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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한 배경에는 50대 이상 팬들의 힘이 컸다고 한다. 이들
은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앨범 450장을 선착순 판매할 때에도 새
벽부터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캐논 카
메라 직영점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성이 수백만 원 대의 고
가 렌즈를 거리낌 없이 사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모 인터넷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한 전용
쇼핑몰을 새로 열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은퇴한 중장년층이 신(新)소비계층으로 떠
올랐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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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액티브 시니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일단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수가 많고, 향후 더 늘어날 것이란 점 때문이다. 삼성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50~64세의 경제력을 지닌 젊은 시니어 계층이
2020년에는 전체 고령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시니어 시장 규모도 2010년 약 44조원에서
2020년 148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형편이
다. 국내경제 입장에서든, 지역경제 입장에서든 고령화 현상을
암울하게 볼 것만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2014년 3월 12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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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노플리 효과(Panoplie Effect)

최근 백화점 고급 매장에서는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가방에 대한 문의와 매출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는 금년 봄
부터 출시되는 고가의 가방 신제품부터 ‘개별 소비세’가 신규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 미리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낮
은 가격에 명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파노플리 효과(Panoplie Effect)도 그 중의 하나다.
파노플리 효과란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소비할 때, 비슷하거
나 같은 수준의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과 같은 집단 혹은 같은
부류라고 느끼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한 세트’ 혹은 ‘집합’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인
파노플리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어린이가 키즈카페 등에서 요리
사 놀이세트를 가지고 놀면 마치 자신을 요리사로 느끼는 것처
럼, 고가의 가방을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는 마치 상류층이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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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가 주장한 것으
로 알려진 파노플리 효과는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
으로 실용성, 가격 등의 요소를 고려하게 되지만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것도 상당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파노플리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앞서 소개한 명품 구매
이외에도 고가의 브랜드 커피 소비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들이 손에 브랜드 커피를 들고 뉴욕이나 파리를 걷고 있
는 장면을 자주 접한 소비자들이 브랜드 커피를 마시면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같아지고 싶다는 환상을 심어준 NIKE
사의 ‘에어조단 시리즈’ 마케팅 전략은 파노플리 효과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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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커피, 에어조던 시리즈의 예처럼 파노플리 효과는 다
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우리지역도 전북의 전통과 가치
의 재발견을 통해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파노플리 효과가 나
타날 수 있는 상품의 개발 혹은 기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북의 전통과 가치가 담겨있는 상품을
소비할 때 마치 전북과 한국을 제대로 느끼는 가운데 지위와 경
제적 부가 높아진 것 같은 환상을 갖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2014년 3월 19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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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네 마녀의 날
(Quadruple Witching Day)

매 분기 마지막 달 중순경에는 주식 관련 뉴스에 ‘네 마녀의
날(Quadruple Witching Day)’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
한다. 이 무렵 주식 투자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시장
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
늘은 ‘네 마녀의 날’의 의미, 유래 및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도
록 하자.
‘네 마녀의 날’이란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선
물, 개별주식옵션 등 총 4가지 파생금융상품들이 동시에 만기를
맞이하는 날을 의미한다. 선물이란 주가지수 또는 개별주식과 같
은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옵션이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 또는 특정
기간동안 매입·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이다. 그런
데 두 거래 모두 상품 보유자의 실제 손익은 만기일에 확정된
다. 따라서 네 가지 주식연계 파생금융상품들의 만기가 동시에
돌아오는 날에는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의 매수·매도
가 발생하여,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방향성에 대한 예측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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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날은 마치 ‘네 명의 마녀
가 빗자루를 타고 동시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이 혼란스
럽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네 마녀의 날’이라는 용어는 미국 주가지수의 선물·옵션과 개
별주식옵션의 동시 만기일을 의미하였던 ‘세 마녀의 날(Triple
Witching Day)’에서 유래하였다. 미국 월 스트리트의 주식 트레
이더들은 파생금융상품들의 만기가 겹치는 날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발견하고, 이
날을 ‘세 마녀의 날’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개별주식선물 시장이
개설되어 2002년 12월부터 총 네 가지 파생금융상품들이 동시
에 만기를 맞이하게 되자 이를 ‘네 마녀의 날’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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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옵션 시장에
더해 2002년 1월에 개별주식옵션 시장, 2008년 5월에 개별주
식선물 시장이 개설되면서 ‘네 마녀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매년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이
에 해당하는데, 이는 선물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두 번째 목요
일에, 옵션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올해 첫 ‘네 마녀의 날’인 3.13일에 KOSPI는 중국의 금융위기
우려 완화, 전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다가
장 막판 선물·옵션 만기 물량의 대량 매도에 따라 상승분을 대
부분 반납하였다. 투자자들은 이와 같이 ‘네 마녀의 날’에는 주
식시장의 기초여건과는 관계없이 주가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6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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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알람 소리에 눈을 떠보니 평소보다 20분 이른 7시 10분이다.
오늘따라 유난히 출근길이 막힌다는 아침 뉴스에 시계가 스스로
기상시간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맞춰 전기밥솥도 예정보다 일찍
밥을 짓기 시작한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자동차에 오르니 기상
정보를 반영한 에어컨 가동으로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 덕분에 이러한 상상 속 아침 생활이 실현될 날
이 머지않은 것 같다. 사물 인터넷이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
물들이 소형칩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실시간으로 데이
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도 PC나 스마트폰 외에도 인터넷 TV나 일부 디지털
카메라 등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했고,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
하기 위한 도구 역할을 했다.
이와 다르게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들의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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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마치 사물 간에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리고 주고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사물 인터넷은 센서를 통해 얻은 사물정보를 저장하고 무선으
로 송신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와 스마트
기기 등의 등장으로 가능해졌으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의 위치와 시간을 파악하여 맞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구글 글래스(Google Glass)’, 착용자의 운
동 정보를 인터넷 상에 전달하고 분석하는 ‘나이키 퓨얼밴드
(Fuel Band)’ 등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가 화제를 모으

고 있다. 또한 디즈니랜드의 관람 정보를 제공하는 미키마우스
인형, 화장실 및 세탁실에 센서를 두고 이용 가능한 곳을 알려
주는 MIT 기숙사 등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사물 인터넷의 활용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
진다. 우선 위의 다양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사물이 기존
에 없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창출된다. 또 다른 예로 포드사는 이보스(Evos)라는 컨
셉트카의 많은 부품을 인터넷에 연결시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
했는데, 이러한 기술은 사고 시 운전자의 상태 및 피해정도를
즉각 병원에 전달하여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등 빠른 대응을 돕
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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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비용을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일본 등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온도, 습도, 강우량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가뭄·
홍수 등을 예측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보안 및 안정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앞
으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사물들이 급증할 것을 고려할 때
사물 인터넷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도
사물 인터넷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을 보
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위
의 사례와 같이, 전북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물 인터넷이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2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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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RX 금시장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지고 싶어 하는 금속 중에 하나인 금(⾦). 지금까지는 일반인
이 금을 소유하려면 금은방이나 은행에 직접 가서 골드바, 황금
돼지, 행운의 열쇠 등 실물 금을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3
월 24일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 거래소인 ‘KRX 금시장’이
개장되어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KRX 금시장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장내 시장이다. 금반지,
금팔찌 등의 현물을 구매해 장롱에 보관하다가 필요시 내다 파
는 장외시장과 달리, 주식처럼 계좌로 금 대금을 이체하고 계좌
로 금을 보유하게 된다. KRX 금시장에서는 순도 99.99%인 금
만 단일 종목으로 거래되며 호가단위는 1g, 1회 주문한도는 5㎏
이다. 키움, 대신증권 등 8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
으며, 유가증권 거래와 같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
이딩시스템(MTS), 전화 등을 통해 주문을 낼 수도 있다.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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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시장에서는 금 실물로의 인출도 가능하다. 거래한 금
을 실물로 인출하려면 증권사 등의 매매회원사를 통해 인출신청
을 하고 금(골드바)을 교부 받으면 된다. 인출은 ㎏단위로 가능
하며, 오전 중에 출고 요청하면 서울, 부산, 전주 등에서는 당일
에도 인출할 수 있다.
금 실물 인출이 없는 장내 거래 시에는 세금이 면제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3월까지는 거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
만, 금 실물을 인출할 시에는 세금 및 수수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실물 형태로 금을 인출하려면 매입금액의 10%를 출고부가
세로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 예탁결제원 출고수수료(㎏당 2만
2000원), 증권사 출고수수료(1만1000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KRX 금시장은 1g씩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접근이 쉬우
며,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의
장점 때문에 금 현물 거래자나, 금테크 고객들에게는 충분히 매
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
적으로 KRX 금시장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하경제의 양성
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되는 금은 한국조폐공사
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기 때문에 신뢰성도 제고됨에 따라 금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몇몇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거래소를 통해서 금, 백
금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런던 금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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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년 처음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 세계 금 거래의 중심지이면
서 동시에 세계 최대의 금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까이에는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2002년 개장)를 들 수 있다. 중국은 금
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를 감안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금 거래소
를 올해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우리나라의 KRX 금시장도 런던 금시장
이나 상하이 금거래소와 같이 잘 정착되어 장기적으로는 세계
속 대표적인 금시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2014년 4월 9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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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언제부터인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고 있다. 그런데 매장에 가서 큰 맘 먹고 평소 점찍었던 브랜드
재킷을 하나 살려고 해도 높은 가격 때문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진다. 하지만 점찍어 둔 재킷보다 비싼 재킷이 특별 할인
판매 중이라면 어떨까. 만약 할인판매로 인해 두 재킷의 가격이
동일해졌다면 어떨까. 품질차이를 떠나서 두 재킷 중 어떤 것을
구매하든지 실제 지출액은 같지만 할인판매 중인 재킷에 대해
왠지 구매부담이 줄어든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 경우 할인판매
중인 재킷을 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이나
방식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선택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
을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 한다. 즉 어떠한 틀
(frame)을 기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받
아들이는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용어는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대니얼 카너먼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행
동경제학은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시킨 학문으로 기존 경제학

38 · The Bank of Korea

에서는 고려하지 않던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 프레이밍 효과도 그중 하나이다.
사실 프레이밍 효과는 사회전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
히 기업 입장에서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면 정상가를 드러내기 보다는 6개
월 또는 12개월 할부 시 한 달에 몇 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50만원을 쓰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한 달에 5만원(10개월
할부구매시)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구
매비용은 동일하지만 기준점이 5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져 소
비자가 부담을 덜 느끼고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금융회사에서 펀드상품 투자 권유 시에는 손실
가능성보다는 과거의 높았던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높은 수익률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한편 2010년 미국 멕시코 만에서의 원유 유출 사고 당시 시
추선 소유 회사인 영국 BP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미국 언론
들은 사고 발생 초기 사용했던 ‘BP 주식회사’ 대신 ‘British
Petroleum’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사태의 책임자를 한 기업에서
영국 정부로 확대시켰는데 이 또한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한 사
례다.
프레이밍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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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흔히 전북 도민들이 지역경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낙후,
소외 등 부정적인 말들일 것이다.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그동안 덜 발전했으니까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는 식의 긍정적인 틀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심리변화
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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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미스 부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미 연준)는 작년 12월
부터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QE Tapering)하기
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미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예상하고 있
다. 이러한 미 연준의 정책기조 변화 속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스미스 부인’의 움직임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미스 부인’이란 낮은 금리로 미 달러화를 조달한 후 이를
타국의 고수익 채권 또는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는 미
국계 ‘달러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미국의
경우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해 신흥시장국 등에 비해 금
리가 낮은 상황이므로, 미국인들은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 달러화를 연 1%
의 금리로 빌린 후 이 자금으로 A국의 연 5%짜리 국채를 매입
하게 되면 환율 변동이 없을 경우 연 4%의 수익을 거둘 수 있
다. 이에 더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등에 따라 미 달러화
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투자금액을 회수할 때 환차익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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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렇게 ‘스미스 부인’은 미국의 저금리·낮은 달러화
가치와 신흥시장국 등의 고금리·주가 상승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캐리 트레이드’의 대명사는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일본계 ‘엔 캐리 트레이드’ 세력이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상당기간 제로 수준의
저금리를 유지하였으며, 더불어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였다. 이
기간 중 일본의 중·상층 주부 등 개인투자자들은 저금리 상황에
서 수익을 얻고자 낮은 금리로 엔화를 차입하여 해외에 투자하
기 시작하였는데, 한때 이들이 동경 외환시장 거래량의 약 30%
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으로까지
성장하였다. 이러한 ‘엔 캐리 트레이드’ 세력 중 상당수가 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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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주부였다는 점에서 이들을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姓)인
‘와타나베’를 따 ‘와타나베 부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이후
‘달러 캐리 트레이드’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와타나베 부인’
을 따라 ‘스미스 부인’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미스 부인’의 미 달러화 자금이 상당
수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입될 경우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어 채권,
주식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동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스미스
부인’의 움직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년 4월 23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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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일로 효과
(Organizational Silos Effect)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기업 성장과 관련하여 직장인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과 부서
이기주의’라는 답변이 32.1%를 차지했다고 한다. 즉, 기업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조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장벽과 부서 이기주의를 경영학에서는 곡식 및
사료를 저장해 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를 의미하는 사일로(Silo)에
빗대어 ‘사일로 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라고 한다.
조직 내 다양한 부서들이 사일로 모양처럼 서로 다른 부서와
는 마치 성이나 담을 쌓은 것처럼 교류하지 않고 자기 부서의
내부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일로 효과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0년대 초 IBM을 들 수
있다. 당시 IBM은 사업부 간에 사일로 현상이 만연하여 영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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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고객 앞에서 타 사업부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미 항공우주국(NASA)도 소련이 최초의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개발 경쟁에서 앞서나가자 이의 책임을
부서별로 떠넘기기도 했었다.
이러한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평가시스템을 꼽
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각 부서별로 효율적인 경쟁 등
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점
이 있으나 때로는 사일로 효과처럼 부서 간에 이기주의 등이 나
타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일로 효과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과도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북지역 내부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다수의 경제관련 기관들이 전북경
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관료주의, 예산배정 등의 이유로 개별기관의 이익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전북경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 많은 성장 동
력들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북경제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개별기관들이 서로 소통하
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30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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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커넥티즌(Connectizen)

당신은 음성통화나 문자메세지 보다 모바일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하는가? 운전 시에는 차량 전용 네비게이션 보다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을 활용하는가? 은행거래나 주식매매는 물론 쇼핑
이나 게임을 할 때도 PC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가?
국민의 7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
들이 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커
넥티즌’(Connectizen)이라 부른다. 커넥티즌이란 연결(Connect)
과 주민(Citizen)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
기를 통해 인터넷에 상시 접속하여 일과 여가 생활 등 삶의 많
은 부분을 해결하는 신인류를 뜻한다.
IT와 휴대폰 강국으로서 높은 스마트폰 및 초고속 통신서비스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활
용이 잦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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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T업계가 급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 및
SMS 매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모바일 메신저들이 이
모티콘 판매나 모바일 게임․쇼핑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
는 수익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에서는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온라인 게임 업체들도 모바
일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는 IT업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방송계에
서는 모바일 TV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쇼핑 업체들은 TV 홈쇼
핑과 PC를 통한 온라인 쇼핑 대신 모바일 쇼핑객들을 잡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결제도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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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고객수는 4,993만 명으로 전년말 대비 34.6% 증가하였으
며, 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도 39.4%나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도 스마트폰
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커넥티즌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화와 컨텐
츠를 중시하는 커넥티즌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고부가가치 산업
에 주목하고, 이를 육성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
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체적인 앱이나 시스템 개
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집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앱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014년 5월 7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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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 성과 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최근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복지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일각
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사회 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이 주목받고 있다.
SIB란 정부(또는 지자체)가 민간 전문사업자가 시행하는 저소
득층 취업교육 등의 공공사업을 위해 대기업, 자선재단 등의 민
간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정부와
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목표를 달성
하면 정부는 성과정도에 따라 약정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
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경우에 따
라서는 원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공공사업 대
부분이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는 달
리 SIB는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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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과가 없다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IB는 2010년 영국 Peterborough 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
되었다. 당시 피터버러시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재수감률이 60%
에 이를 정도로 재범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시는 재범률
을 낮추기 위해 SIB를 도입하여 재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재수감률은 크게 낮아
졌으며, 시가 도입한 SIB는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SIB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으로 확산되어 다
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최초로 SIB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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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회복지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SIB를 통해 민간은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사회공헌과 투자기
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
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6%(2014년 기준)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SIB를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내 복지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이 바로 제도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운영, 성과측정, 사업실패 등 SIB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14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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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기업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셈이다. 그런데 양극화, 실업, 환경파괴,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기업활동의 목적에 종래의 이윤추구만이 아닌 공동
체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공유가치창출’이다.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은 미국 하버드대 교
수인 마이클 포터가 2011년 ‘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란 논고를 통해 제안한 개념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이윤창출과 사회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이윤창출 이후 파이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던 기존의
사회공헌활동보다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다. 기업활동이 기업과
사회에 모두 보탬이 되는 비즈니스모델로 이해하면 쉽다.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사례로는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다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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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 유니레버를 들 수 있다. 유니레버는 2003년 방글라데시에
서 홍수 피해 지역의 주부들을 방문판매원으로 고용하는 ‘조이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부들은 NGO에서 돈을 빌려 유니레버
제품을 구매한 후 이웃들에게 팔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3,000명의 주부사원이 180만개의 제품을 팔았다고 한다. 유니레
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제품판매가 거
의 없었던 지역에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는 소득 창출 외에도 위생수준이 개선되고 질병이 줄어드는 효
과가 생겼다. 기업활동이 일석삼조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공유가치창출의 성공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북
영천군의 미니사과는 일반 사과에 비해 크기가 1/7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니사과가 소비자에게 일종의 불량사과로 취급되어 판
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로 유명
한 식품회사인 SPC그룹이 영천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니사과
를 이용하여 케이크를 만들어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 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미니사과 케이크 매출이 일반 케이크에 비해 4
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미니사과가 인기를 끌면서 해당 농가
는 서울, 부산 등지의 100여개 학교에도 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간 생산량은 2007년 30톤에서 2013년
120톤으로 급증하였다. 지역의 천덕꾸러기였던 미니사과가 단기
간에 효자상품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상생과 협력이 강조되면서 공유가치창
출의 중요성에 눈뜨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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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최초 주창자의 이름을 딴 ‘포터상’을
제정, 금년 말 공유가치창출 첫 수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지역 기업들도 농민,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
여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공유가치창출에 적극 나서길 기대해
본다.

(2014년 5월 21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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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

계절의 여왕답게 5월에는 많은 신혼부부가 탄생한다. 금년 5
월도 역시 시내의 예식장은 많은 하객들로 북적거렸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한 과장은 여행지의 면세점에서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명품 넥타이를 큰 맘 먹고 구입했다.
그런데 달콤했던 신혼휴가가 끝나고 출근 준비를 위해 명품
넥타이를 매어보니 막상 맞춰 입을 옷이 변변치 않음을 알게 되
었다. 결국 다음 날 셔츠와 양복까지 넥타이에 걸 맞는 수준으
로 구입하다 보니 넥타이 값의 몇 배를 지출하게 되었다.
위의 예처럼 처음 구매한 물건보다 그것과 연관된 것을 사느
라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라고 한다.
이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가 선물로 받은 진홍
색의 멋진 가운을 서재에 보관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 물
건들이 너무 낡고 초라하게 느껴져 그동안 잘 사용하였던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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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자, 시계 등도 교체하게 되었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제
품들의 단순한 기능적인 연계 이외에도 제품들 간의 정서적, 심미
적 동질성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패션용품 등 타
인의 시선을 많이 끄는 제품이거나, 소비자가 중시하는 가치를 반
영한다고 생각되는 제품일수록 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드로 효과로는 앞서
명품 넥타이의 예 이외에도 승용차, TV에서부터 스마트폰, 컴퓨
터, 냉장고, 제습기 등을 구입할 때 특정브랜드 상품만 선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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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 애플사의 경우 PC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MS사
나 안드로이드 진영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애플제품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맥” 시리즈나 “아이”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유도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역의 독특한 가치와 전통이 담겨 있는 제품에 디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북지역 경제 및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가치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이 전북의 다른
상품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관 상품을 만
들고 개발하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2014년 5월 28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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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대차대조표(국민B/S)

기업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B/S)에는 자산, 부채, 자
본 규모 등의 재무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식투자자와 같은
정보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경제 전체 및 각 경제부문들의 재무상태, 또는 우
리나라의 국부(國富)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할까?
지난 5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공동으로 국민대차대조표(이하
‘국민B/S’)를 개발, 발표하였다. 국민B/S란 매년 말 기준으로 우
리나라 및 개별 경제부문들이 보유한 유·무형의 실물자산 및 금
융자산·부채의 규모와 그 증감을 기록한 통계표이다. 동 표는 금
융자산·부채뿐만 아니라 실물자산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 보유현
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 및 가계·기업(비금융법인,
금융법인)·정부 등 개별 경제부문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보다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소득의 발생, 분배,
사용, 축적 등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이 어떻게 부(富)로 축
적되었는지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58 · The Bank of Korea

그렇다면 국민B/S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어
떠한가?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부, 즉 국가경제 전
체의 실물자산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청구권을 합친 국
민순자산 규모는 1경 630.6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2012년
기준 1,377.5조원)의 7.7배 수준에 이른다. 자산별로는 토지자산
이 5,604.8조원, 건설자산이 3,852.5조원으로 각각 국민순자산
의 52.7%, 36.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4.1배)이 다른 나라(일본, 프랑스, 호주의 경우
2.4~2.8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
은 6,056.7조원(국민순자산의 57.0%)으로 국민순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736.0조원(25.7%), 비금융
법인기업은

1,524.7조원(14.3%),

금융법인기업은

313.2조원

(2.9%)을 보유하고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4인가
족 기준 4억 8,449만원으로 미국의 63%, 일본의 82% 수준이
나 이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66%로 미국(30%), 네덜란드(29%)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국민B/S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5대 국민계정통계(국민소득통
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를 완
성하는 한편, 국민계정통계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식적인 자본스톡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성장률 추정,
산업별 생산성 분석 등 거시경제 분석에 요구되는 통계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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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국민B/S가 가계, 기업, 정
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계획 수립, 경제주체 간 자원·소득의 적정한 배분
등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해 본다.

(2014년 6월 4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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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테크시티(Tech City)

자본은 없지만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박을 꿈
꾸는 스타트 업(Start-up, 신생 벤처기업)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높은 현대식 건물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대도시를 생각할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은 스
타트 업들이 몰리고 있는 테크시티(Tech City) 사례를 살펴보자.
런던의 올드 스트리트(Old Street)와 퀸즈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사이에 걸쳐있는, 말 그대로 구시가지인 이곳에는 아직도
버려진 창고와 오래된 공장 등 허름한 건물들이 즐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2010년 초까지만 해도 사양 산업과 함께 쇠
락해가는 슬럼가였다. 그런데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공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테크시티라는 이름
으로 새롭게 태어나 스타트 업의 허브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
고 있다.
현재 테크시티에는 1300개 이상의 IT기업이 상주해 있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소셜미디어 관리앱인 트윗덱과 소셜 음악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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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인 라스트에프엠이 각각 트위터 및 CBS에 인수되는 등 다수
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 모바일 결제․송
금․개인자산관리 및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
술)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런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금융허브의 명성을 IT와 잘 접목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영
국과 아일랜드의 핀테크 스타트 업에 총 7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금이 몰렸는데, 이와 같은 성장률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듯 낙후지역이 불과 몇 년 만에 크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영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덕분이다. 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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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10년 11월부터 이 지역에 글로벌 테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5,000만 파운드 규
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통시설 및 업무
공간 등을 정비하여 기업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 및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 투자를 돕는
엔젤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와 개발자가 자연스
럽게 연결되고, UCL 등 유수 대학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되었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규제 및 절차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법
인설립 등기를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하루 만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본금 제한을 없애는 등 창업을 위한
문턱을 낮추었다. 뿐만 아니라 폐업 시에도 책임을 제한하여 실
패에 대한 부담 없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T 강국이며 경제규모 대비 금융산업
의 규모도 큰 편으로 핀테크 등과 관련한 스타트 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당면 과제는 이들이 그
기반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정비 등을 통해 지원을 보
다 강화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반이 약
한 전라북도도 신산업 육성과 IT 스타트 업 유치를 위해 대대적
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영국 런던의 테크시
티의 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년 6월 11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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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PA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명동.
1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금강제화, 에스콰이아 등 메이저
구두 업체들이 목 좋은 곳을 점령하다시피 하며 위세를 과시했
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명동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2005년 유니클로(UNIQLO)를 시작으로 자라(ZARA), H&M 등
해외 ‘SPA’ 브랜드 매장들이 줄줄이 상륙하고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명동을 SPA의 거리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SPA는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의 약자로 기획·디자인, 생산·제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는 의류 전문 소매점을 의미한다. SPA는 대량생
산 방식을 통해 제조원가를 낮추고, 백화점 등의 고비용 유통을
피해 대형 직영매장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싼 가격에
상품을 공급한다. 또한 계절별로 신상품을 내놓는 일반 의류업체
와 달리 SPA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을 1~2주 단위로
출시한다. 빠른 회전율이 주요 전략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는
상품을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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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유니클로, 자라,
H&M 등 3개 해외 SPA 브랜드의 2013년 총 매출액은 1조
44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7% 증가하였다. 2012년(43.0%)과
2011년(40.6%)에 이어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런 가운데 후발주자인 국내 SPA 브랜드의 성장세도 거세다. 스
파오(이랜드), 미쏘(이랜드), 에잇 쎄컨즈(삼성에버랜드) 등 국내
SPA 브랜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비록 3개 해외 SPA 브랜드의
1/3 수준이지만 66.5%의 높은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SPA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상품 출시
주기에 주로 기인한다. 경기 불황 속에서 소비자는 구매 부담이
적은 합리적 가격의 SPA 상품을 찾게 되었으며,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의 성향에 맞춰 빠른 주기로 신상품을 출시하는
점이 SPA 성공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SPA가 소비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일회성 소비를 부추
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주 구매하여 한번
입고 버리는 소비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버려지는
옷들은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패스트 패션의 반대 개념
이자 친환경 의류로 일컬어지는 ‘슬로 패션’(slow fashion)에도
소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6월 18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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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다. 특히 금번 대회에서는 풍성한 골
잔치와 함께 매일매일 명승부가 이어지며 지구촌 전체를 축구
열기로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회를 주관하는 국
제축구연맹(이하 FIFA)에 대한 시선은 곱지 못하다. 월드컵의
지나친 상업화 경향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 선정 관련
비리 의혹 때문이다. 전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그렇다 치
더라도 후자는 사실여부에 따라 FIFA의 공신력에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최지 선정 스캔들의 출처는 어디일까?
다름 아닌 FIFA의 내부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휘슬 블로
어에 의해서다.
휘슬 블로어는 우리말로 내부 고발자를 지칭하는 경제용어이
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불법, 부정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조
직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리를 모른 척 하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외부에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휘슬 블로어와 같
은 의미로 딥 스로트(Deep Throat)도 종종 사용된다. 딥 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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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1972년 워싱턴포스트紙의 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
드에게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던 정보제공자
의 암호명이었다.
휘슬 블로어로 인해 조직의 비리가 세간에 밝혀진 사례는 많
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보로 거대 기
업이 파산하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
의 7대 기업이었던 엔론은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4년간 15억
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2001년 파산했는
데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동사 부사장이었던 세런 왓
킨스였다. 다른 예로 일본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식품업체였던 미
토호프는 수년간 소고기 크로켓 등의 제품에 돼지고기를 섞어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나 2007년 폐업했다. 물론 전직 종업원
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휘슬 블로어는 정보 통신의 발달과 함께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과거에 비해 조직 내부의 비밀 정보에 접근
하기 쉬워진 데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외부에 전파하기도 용
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휘슬 블로어에 대한 시각은 어떠할까? 조직 내에서
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의를 구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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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과는 별개로 휘슬 블로어에 대한
조직의 배신감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고발
이후 배신자로 취급되어 결국은 그 조직을 떠나는 사례가 태반
인 것이 현실이다.

(2014년 6월 25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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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대기업 계열사가 구조조정
을 위해 채권단과 자율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관련 뉴스를 보면 워크아웃, 법정관
리라는 용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한다. 오늘은 자율협약의
의미, 워크아웃, 법정관리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자율협약(‘자율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이란
경영난에 빠진 기업과 동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
(이하 채권단) 간 체결하는 경영지원 협약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권단은 주로 시중은행들로 구성된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채
권단에 자율협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채권단은 기업의 회생 가
능성 등을 진단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협약 체결 후 채권
단은 통상 기존 부채에 대해 일괄적인 만기연장, 추가 자금 대
출 등의 지원을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게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대주주 사재 출연 등의 재무구조 개선 조치들을 요구하게 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동의
할 경우에만 진행된다. 또한 법적 강제성이 없이 채권단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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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채권단과 기업의
의사결정 폭이 여타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넓고 대외신인도의
훼손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다음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 자율협약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기업 구조조정이 실시된다는 점 등에서는 자율협약
과 유사하지만 해당 기업이 채권단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
는 점, 채권단에 카드사, 저축은행 등과 같은 제2금융권도 참여
한다는 점이 자율협약과 다르다. 한편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개시되며, 자율협약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다.
마지막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통합도산법’에 규정된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식이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기업의 회생 또는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 경우 통상 기업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 후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융권 뿐 아니라 회사채 보유
자 등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법정관리를
시행할 경우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
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부실기업들은 워크아웃보
다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014년 7월 2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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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모디슈머(Modisumer)

뜨거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민식품인 라면시장도
‘뜨거운 국물이 없는’ 라면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모 라면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비빔면의 경우 성장세가 정
체되고 있는 여타 제품들과 달리 거침없는 인기를 누리며 꾸준
한 매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비빔면의 이와 같은 선전에는 지난해부터 불었던 모디슈머
(Modisumer) 열풍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주요 시장 참가자
들의

분석이다.

모디슈머란

‘수정하다,

바꾸다’를

의미하는

‘Modify’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Consumer’의 합성어로 제조업
체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개발한 방식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즉, 모디슈머는 기성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빠르게 다양화되
고 있는 개인의 입맛과 취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레시피나 새
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스마트한 소비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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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교적 제품 간의 결합이 용이한 식품분야에서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합친 ‘짜파구리’, 비빔면에 골뱅이를 넣은 ‘골빔면’등
성공적인 모디슈머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디슈머의 열풍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SNS,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좀
더 쉽게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
석되고 있다.
모디슈머의 등장으로 이제는 기업들도 소비자들을 단순한 제
품판매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창조적인 소비자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마케팅을 펼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72 · The Bank of Korea

생산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합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빔면에 골뱅이를 넣은 야식이 인기를 끌자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아예 이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 판매하
고 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새로운 기술개발
에 따라 만들어진 신제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
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융합함으로써도 가능하다는 것
이다.
문화관광의 경우 전북지역에도 현재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많
은 자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자원을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비의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한옥마을의 경우 반
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한옥마을을 즐기는 방법들을 찾고 이를 공유하려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2014년 7월 9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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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QFII

지난 7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
회담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 원) 규
모의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술렁인 바 있다. RQFII가 무엇이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에 금융시장 참가자
들이 주목하는 것일까?
RQFII와 관련하여 우선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해 살펴보
자. 중국 증시는 A주와 B주로 나뉘어 있으며 투자자들은 상장 주
식의 종류 및 규모, 유동성이 큰 A주에 관심이 많다. 외국인의
투자가 자유로운 B주와 달리 A주는 내국인과 투자자 자격을 받
은 일부 외국인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에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와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두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국은행의 6억 달러를 비롯하여 총
38억 달러의 QFII를 배정받은 상태인데도 이번 RQFII 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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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이유는 RQFII가 QFII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QFII는 해외금융기관이 외화를 통해 중국 자본시장에 투
자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 RQFII는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안화로 거래되는 A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QFII는 외화를 중국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로 환전해야하는 반면,
RQFII는 환전절차 없이 보유 위안화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뿐만 아니라 QFII의 경우 주식에 50% 이상을 투자하
게 하는 등 투자대상에 제한이 있지만, RQFII는 투자자산 배분
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위안화 국제화 추세 속에서 RQFII 배정은 위안화 직거래 및
관련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위안화 허브로 육성하
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위안 직
거래시장 개설도 합의가 되었는데, 이는 은행 간 원-위안 교환
시에 달러 환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시장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 즉 위
안화 여유자금의 적절한 투자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RQFII를 통
해 중국 역내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RQFII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
은 중국 증권투자 수익을 최소한의 환위험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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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지리적 이점 등으로 對중국 무역 발전 가능성이
큰 데다 새만금 개발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
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위안화 허
브로 부상하는 것은 전라북도에도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번 RQFII 부여와 그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7월 16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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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희망키움통장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단순히 금전적
보조에 그치치 않고 저소득층의 자산축적 및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2010년 처음 도입되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희망키움통장Ⅰ’이라고 불린다.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6만원을 적립해준다. 정부 적립금은 근로소
득이 늘수록 증가하며,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서 벗어
나야만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근로의
욕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
장Ⅰ은 2010년 가입자 중 60%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동 사업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희망키움통장Ⅱ’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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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
업 소득이 90%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
할 시 정부 적립금을 10만원 지원하는 1:1매칭 방식이다. 다만 동
통장을 3년 동안 유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재무·금융 교육을 이
수해야 하며, 지원금의 사용처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
육·훈련, 소규모창업이나 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전라북도는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가구가 1,096가구로 전국
(10,685가구)에서 경기도(1,382가구)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였다.
이는 소득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대상을 차상위계
층까지 확대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적극 참여하
여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4년 7월 23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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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업소득환류세

소위 잘 나간다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만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모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 3월말 기준 국내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16조원에 달
하며 이 중 30% 가량인 149조원이 현금성자산인 것으로 나타
났다. 5년 전에 비해 사내유보금은 90%, 현금성자산은 56% 늘
어난 수치이다.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를 늘려 고용이 늘어나고
결국 가계소득이나 소비 등의 증대로까지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기업내부에만 돈이 쌓이다 보니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이번에 새로 출범한 경제팀에서
‘기업소득환류세’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
업이 돈을 벌어 지나치게 많이 내부 곳간에 쌓아둘 경우 추가적
인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인 셈이
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기순이익 중 일정 비
율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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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다. 다만 동 제도가 세수 증대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닌 만큼 투자, 배당, 임금 등을 많이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한편, 과거의 사내유
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미 비상장 대기업들에 대한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했었다. 당시 적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
보금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다 1994년 15%로 동 세율을
인하하였고 1995년에는 기업발전적립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
는 등 지속적으로 완화한 끝에 2001년에는 동 제도를 폐지하기
에 이르렀다.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낙수효과로 내수경
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법인세까지 다 내고 난 뒤에 남는 이익잉여에 또 다
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이에
더해 기업이 돈을 쌓아두는 것은 투자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대내외적 불확실성 때문이고 기회만 있으면 정부에서 투자를 하
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비
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선 미국은 일반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내유보금을 과다 보유할 경우 해당 유보액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수 개인주주
로 구성된 법인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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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정비율을 10~20% 세율로 추가 과세 중이며, 대만은 납입
자본금 등을 초과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그 이후
▪ 도입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4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되었
다.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
을 대상으로, 당기소득의 일정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 문제 :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에 의뢰
하여 코스피200 기업의 201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
업들은 기업소득환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보
다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배당액 규모 확대를 선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의 사회 환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
다는 당초의 정책목표가 다소 희석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개선 : 2017년부터는 기업소득환류세를 계산할 때 기업들이 실
시하는 배당은 인정비율을 50%까지 낮추고 임금증가액의 가중
치는 100%에서 150%로 높아진다. 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 증가보다는 배당만 크게 늘렸다는 지적에 대한 개
선방안이다. 다만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성, 기업
의 경영판단에 대한 지나친 개입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30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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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최근 국내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대응해 자기자본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작년 말 14.53%
였던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년 3월말 14.07%로 하
락하였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별도의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
이지 않을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동 비율이 13% 중반까지 하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뉴스에는 자기자본 확충
수단의 하나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CoCo bond라는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오늘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정의, 도입 배
경, 발행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
; CoCo bond)이란 은행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상
황(point of non-viability)에 처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증권의
청구권이 소멸(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이하 조건부자본 요
건)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에 발행되던 후순위채
권, 신종자본증권 등에 추가 요건이 부가된 것으로서, 위기 시
보통주자본을 자동으로 확충하여 은행이 손실을 입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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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도움 없이 메울 수 있는, 즉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 증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은행감독 국제기준
(바젤Ⅱ)을 대폭 개편·강화한 바젤Ⅲ에 의거 도입되었다. 기존에
는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의 경우 조건부자본 요건이 부가
되어 있지 않아도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기자본(규제자
본)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바젤Ⅲ에서는 보통주를 제외한 모든
자본증권은 동 요건이 부가되어야만 규제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행된 후순위채권, 신
종자본증권 등은 조건부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향후 규
제자본에서 제외되며(2013년부터 10년간 10%씩 자기자본에서
차감),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기존 발행
자본증권을 대체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 자기자본 확충 노
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금년 1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
입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크게 늘
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은행들의 경우 작년 12월 바
젤Ⅲ 국내 도입에 따라 기존에 발행된 자본증권들이 점진적으로
규제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보다 활발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국내은행은 금년 4
월 국제금융시장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
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전북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JB 금융지주 등이 국내금융시장에서 동 증권을 발행할 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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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일반 은행채, 정기예금 등에 비해 금리가
높음에 따라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
기도 하다. 실제 시장참가자들은 JB 금융지주의 조건부자본증권
금리는 5~6%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 발생하였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 손실 사례와 마찬가지
로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
고 투자 결정 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6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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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지난 달(2014년 7월)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개최된 BRICS
정상회의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국가정상들
은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의 설립에 최종 합의
함으로서 세계금융시장에 적잖은 이슈를 몰고 왔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신개발은행
설립 구상은 당초 2012년 3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인도 정상회
의에서 인도가 제안한 사항이며 작년 남아공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이 합의되었다.
신개발은행의 설립을 위해 BRICS 회원국들은 각각 100억 달
러를 출자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고 향
후에는 자본금 규모를 1,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렇
게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신개발은행은 BRICS 국가를 비롯한
기타 신흥국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
할 예정이며, 경제적인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 및
자연환경, 인권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중
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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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은행의 총재는 5년 주기로 회원국들이 교대로 맡게 되
며 초대 총재는 신개발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던 인도가 담당하
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신개발은행의 본부는 중국 상해에, 지역
본부는 남아공에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신흥국 주도의 개발은행 설립 배경으로는 기존 국
제금융기구인 IMF, 세계은행 등에 대한 신흥국들의 불만이 거론
되고 있다. 그간 BRICS 정상들은 개도국 및 신흥시장의 영향력
이 IMF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여
왔다. 세계은행도 빈곤 퇴치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방
식이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은행의 설립을 통해 달러화가 중심이 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한편, G7 중심의 국제질서 및 세계경
제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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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AIIB와 NDB는 기존 서방 선진국 또는 일본 중심의 국제금융기구
(IMF, World Bank, ADB 등)에 대항하여 신흥경제국들의 주도 하에
설립된 국제개발은행이다. IMF에서는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 프랑
스, 영국 등이 경제규모 2위인 중국보다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
으며, IMF 총재직은 유럽에서 독식하고 있었다. World Bank의 총재
직도 미국 국적자에 한정되었다. 세계경제에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
는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배구조가 불만족스러웠을 법하다.
이는 2015년 AIIB와 NDB라는 두 개의 신흥경제국 중심 국제기구
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에 탄생한 두 기관은 신흥국 인프라
확대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흥경제국 주도의 국제
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중국 주도로 설립된 AIIB는 49개 출
자국(2016년 11월말 기준)의 지분 등에 따라 투표권이 배분되는 데
반해 NDB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회원국이 동
일한 금액을 납입하며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행보는 AIIB가 훨씬 적극적인 모습이다.
AIIB는 현재(2016년 11월말 기준)까지 모인 출자금이 총 893억 달러
에 이르며, ADB나 World Bank 등과의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등 국제금융기구과의 공조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NDB는 아직
까지 눈에 띄는 활동은 없으나 2016년 4월 8.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앞
으로 두 기관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활약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
가 있을 것 같다.

(2014년 8월 13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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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미노믹스(Womenomics)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미노믹스(Womenomics)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화
제가 되고 있다.
위미노믹스는 여성(women)과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현상 혹은 이를 통해 국가의 경
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경제이론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는 골
드만삭스 아시아조사분석부의 공동대표인 캐시 마쓰이에 의해
1999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녀는 일본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목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비율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예방해야 일본 경제가 성
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도 골드만삭스는 ‘Womenomics 4.0’이라는 보고
서를 통해 일본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여성 인력의 활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여성 고
용률이 남성과 같은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2013년 국내총생산
(GDP)이 12.5%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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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기준 55.6%로 일본(65.0%) 및 OECD 평균(62.6%)보다 낮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아산정책
연구원과 골드만삭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위미노믹스 컨퍼런스’
의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차원의 정
책 추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협조를 통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는 육아 및 탁아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탄력근무제 확산, 남녀고용평등과
임금차별금지법의 엄격한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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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력단절 후 복귀한 여성을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문화 형성 및 이들의 과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고령화 진전 등으로 향후 노
동력 규모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정
책에 더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년 8월 20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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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승자의 저주(The Winner’s Curse)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는 말이 있다. 막대한 희생
을 치른 승리,

희생이 커서 이기고도 진 거나 다름없는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옛 그리스 지방인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가 로
마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병력의 3분의 1 이상
을 잃을 정도로 희생이 컸기에 “이런 승리를 또 한 번 거두었다
간 우리가 망할 것이다”라고 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이런

피로스의

승리를

경제학에서는

‘승자의

저주(The

Winner’s Curse)’라고 한다. 1971년 미국의 엔지니어였던 카펜
(Carpen), 클랩(Clapp), 캠벨(Campbell) 등은 그들의 논문에서
승자의 저주를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1950년대 미국 석유기업들
은 멕시코 만의 석유시추권 공개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당시에는
석유매장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석유매장량을 단순 추정하여 입찰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었는데 입찰자가 몰리면서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2,000만 달러로 입찰가격을 써낸 기업이 시추권을 따냈지만 후
에 측량된 석유매장량의 가치는 1,000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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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낙찰 기업은 1,0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때의 상
황을 두고 카펜, 클랩, 캠벨은 승자의 저주라 칭한 것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매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인수합병 경쟁이 치열할 때 인수 희망 기
업은 매물로 나온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인수자금을 능가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대상 기업을 인수
하려 들 것이다.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과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모기업의 현금
흐름마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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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네덜란드 ABN암로은행
인수는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 사례로 꼽힌다. RBS
는 바클레이즈와 경쟁을 해서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인 710억
파운드에 ABN암로은행을 인수했다. 하지만 뒤늦게 거액의 부실
이 드러나고 곧이어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천문학적인 공적자
금이 투입돼, 세계 최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승자의 저주
를 경험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외
부 차입금을 포함해 10조5천억 원의 거액의 자금으로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가 14위에서
9위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주요 계열사
의 실적부진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그룹의 모태기업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
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2014년 8월 27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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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흔히 비즈니스 세계를 총성 없는 전쟁터에 비유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쏟아
지고 소비자의 취향도 자주 변하다 보니 시장변화에 제때 대응
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도태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경쟁이라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떠올리지만 소
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종종 타 기업과의 경쟁 못지않게 자사제품 간 경쟁해야 하는 아
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기존 제품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용어
로는 이러한 현상을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이라고
한다.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기존 제
품의 확고한 시장 내 위상으로 인해 애써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
장에 내놓아도 소비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카니
발라이제이션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원래 카니발라이제이션
이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동족포식을 가리키는 말이니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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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이 기존 자사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데
에도 딱 들어맞는 말인 셈이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시장잠식 정도로 대체할 수 있겠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 A社는 국
내 굴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글로벌 시장의 선두자리를 두고
해외업체인 B社와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 A社는 B社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자 기존 자사제품과 비교하여 성능, 편의
성, 디자인 등이 대폭 개선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A社 전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원인을 파
악해보니 B社 제품의 경우 고객의 충성도가 워낙 높아 소비자
의 이탈이 크지 않았던 반면 기존 자사제품의 판매는 크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이 B社의 고객을 뺏어오기 보다는
오히려 자사의 제품 라인업 간 판매량 비중만 변화시킨 것이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은 음료, TV, 스마트폰, 자동차, 모바일게임
등 업종과 제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언뜻 보면 자사
제품 간 경쟁하면서 자기시장을 갉아먹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는 데 이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제품 출시를 포기하는 것은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시
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
이 새로운 경쟁우위 요소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2014년 9월 3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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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지난 7월 24일 한국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
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
다고 발표하였다.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무엇이
고, 동 대출제도의 최근 확대․개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를 보다
강화하도록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일정 자금
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은행이 우선 자체자금을 대출하고, 한국은행은 이러
한 대출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에 해당 은행에 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발표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
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금융중개지
원대출을 구성하던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에 더하
여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3조원 한도)을 신설하였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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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기존의 12조원에서 15조원으
로 증액되었다.
둘째,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부진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및 운수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부문을 신
설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는 동 업종들 중 해
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부문에 대한 은행의 운전자
금대출(만기 1년 이내)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 1조원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로
전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경기부진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이중 399억 원을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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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부진업종 지원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동 제도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대출로 한정하였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도 1년간 취급된 신규
대출만을 지원토록 하여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
편, 지원기간을 최대 5년까지 장기로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금융지원중개대출제
도 확대․개편이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 지속 및 원활한 자금 조
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14년 9월 17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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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스웨덴의 가구회사인 이케아(IKEA)가 오는 12월 경기도 광명
에 한국 1호점을 오픈하기로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눈과 귀가
이에 쏠리고 있다. 이케아는 상륙 이전부터 독특한 디자인과 저
렴한 가격, 초대형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국내 가구시장에서 소비
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형적인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이다.
카테고리 킬러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같이 여러 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종합 유통매장과는 달리 한 계열의 상품군
에 특화하여 전문매장을 구성해 판매하는 소매형태의 판매점을
말한다. 특히 카테고리 킬러에 ‘킬러’가 붙은 것은 업체들 사이
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해당 카테고
리에 대한 제품의 구성 및 가격 등이 완벽하다는 의미로도 해석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매형태는 현재 앞서 예를 든 가구 이외에도 스포
츠용품, 완구용품, 아동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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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으며, 특화된 한 상품군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판매점의 체인화를 통한 현금매입과 대량매입 방
식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목표 고객층에 대해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체
계적인 고객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카테고리 킬러의 해외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가구 전문점 ‘이
케아(IKEA)’ 이외에도 사무용품 전문점인 ‘오피스디포(Office
Depot)’,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문점 ‘하비 서치(Hobby
Search)’ 등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가전제품 전문매장인 ‘하
이마트’, 신발전문 매장인 ‘ABC Mart’, 안경 전문점인 ‘Look
Optical’ 등이 카테고리 킬러로 언급되고 있다.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보다 깊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군이 카테고리 킬러로 등장할 것이다. 전북도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생산한 전통상품들이 한 매장에서 전문적으로
판매되는 카테고리 킬러를 육성해 보면 어떨까 싶다.

(2014년 9월 24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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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도 올랐으며, 특히 우리
나라는 동기간 1.7도 상승하며 온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을 야기
하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등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량을 감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 1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
를 기업별로 할당하고, 기업들이 서로 잉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은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110톤을 배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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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100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다고 하자. 그
렇다면 A기업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량을 100톤 이하로 감축하거나, 초과된 10톤에 대한 배출권을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타 기업으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시장가격의 3배 만큼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반대로
A기업이 90톤만 배출했다면 남는 10톤에 대한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주식가격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
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배출권 1톤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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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격이 1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시
장가격이 1만원 이상으로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 할당량을 시장에 풀어 공급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를 중심으
로 기업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
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주배출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먼저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편
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
기는 모습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2014년 10월 1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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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최근 금융기관이 관계형 금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지난 몇 년간 영업력이 크게 위축된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
약을 위해 금융당국이 앞장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장기여신 및 컨설팅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장기간
의 거래관계를 통해 축적한 독점적 고객 정보를 대출심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수신 등의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인 것이다. 특히 국내 금융기
관들은 여신 취급시 신용등급, 재무비율, 담보 등 수치화가 가능
한 정량적 정보만을 크게 중요시하는데, 관계형 금융은 이러한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정성적이고 사적인 정보도 중요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관계형 금융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소규모 금융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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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중요한 영업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내
중소형 은행에서는 고객과 오랜 관계를 형성하는 기업금융전담
역(RM; Relationship Manager)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장
기간 관계를 맺은 고객의 사업을 깊이 이해하여 자금수요에 신
속하게 대응한다. 고객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거나 채권 보전조치 등을 취해 부실 확대를 방지하
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금융당국 주도로 지역 밀착
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들
은 장기적 거래 관계를 통해 축적한 정보를 고객의 다양한 금융
수요 충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관계형 금융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거래조건에 의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형 금융이 관행인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실제 일본에서도 관계형
금융으로 대출을 해준 기업의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움직임이 자주 포착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
춘 시중은행과 활동영역이 겹치는 지역 금융기관에게는 관계형
금융이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일 수 있다. 지역 금융기관은 규모의
열세로 인해 시중은행과 비슷한 영업 방식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직접 발로 뛰어 틈새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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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관계형 금융은 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
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전체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는 이점도 있다.

(2014년 10월 8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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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미투상품(Me too Goods)

최근 들어 직장인들의 가벼워진 주머니를 겨냥하여 감자튀김과
같은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스몰비어’
가게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스몰비어 브랜드의 이름을 살
펴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콕 찍
은 제품을 소비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스몰비어의 원조가 누구인지 또는 어떠한 브랜드
가 미투상품(Me too Goods)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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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상품’이란 시장에서 성공한 경쟁사 인기제품의 이름, 모
양, 맛, 디자인 등을 모방하여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
해 만들어진 상품 혹은 브랜드를 말한다. 사실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은 무임승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현재에는 이를 ‘미투
마케팅’이라고 하여 정당한 영업전략으로도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투상품의 시장진입은 먼저 여러 업체 간의 다양한
마케팅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때로는 오리
지널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장 1위 브랜드의 독주를 미투
상품이 견제함으로써 시장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제품이 더욱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 유사한 제품의 공급증가
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발업체들의 손쉬운 시장진입에 따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이 줄어들면서 새
로운 시장의 개척 및 신제품 개발을 늦추게 하는 단점이 나타나
기도 한다.
미투상품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식음료 업계다.
90년대 초 한 업체가 전통음료인 식혜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
여 큰 인기를 끌자 60여개나 되는 음료업체가 동시에 뛰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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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 등을 첨가한 기능성 음료가 큰
인기를 끌자 비슷한 제품들이 시장에 다수 진입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미투상품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기능성 발효유의 인기에 힘입어 ‘위를 보호한다’는 제품이 출시
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자 아예 관련 상품이 새로
운 시장을 형성한 사례도 있다.

(2014년 10월 15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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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창타이(新常態)

지난 21일 발표된 중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3%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6%) 이후 5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7.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고
성장 시대를 끝내고 중고속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오늘은 중고속성장으로 특징되는 중국 경제의 ‘새
로운 상태’, 즉 신창타이(新常態)에 대해 알아보자.
신창타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중국 경제가 직
면한 도전과 대응에 대해 언급하던 중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모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처
음 사용한 용어다. 이후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는 무엇인가’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신창타이
의 4가지 특징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중고속성장으로의 전환이다. 과거 연 10%에
달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는 연 7~8% 내외에 그친다
는 것이다. 이는 한국,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고속성장 시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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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 4% 내외의 중속성장으로 바로 전환된 것에 비하면 낙관
적인 전망이다. 인민일보는 그 이유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구조의 변화다. 구체적으로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요구조는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확대되던 도․농간
격차 및 소득 격차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노동력이나 자본
과 같은 생산요소에서 과학기술 혁신 등으로 바뀌는 세 번째 특
징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버
블,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증
대되는 것도 중국 경제의 새로운 특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 언론 및 시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창타이를 언
급함에 따라 중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에 집착한 대
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와 전북도 이러한 변화를 주
시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9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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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세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미국 건국
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개인이든 기업이
든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음을 죽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 오늘
은 세금 중에서도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tariff)’에 대해
서 알아보자.
관세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세는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말한
다.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국내 희소 물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수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수출관세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커피, 가나는 코코아,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원유에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의 국가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라
함은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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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목적이 있다.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국내가격
은 상승하게 되므로 이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생산자(산업)는
그만큼 유리하게 된다. 또한 관세는 정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
한 목적도 있다. 대개의 경우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 보호와 재
정수입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달성되지만 한 가지만 달
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산업 보호는 의미가 없게 되고,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
세수입은 없게 되는 것이다.
관세는 물품가격,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인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관세율은 국회에서 제정한 기본세율
로 물품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보통 8% 수준이 일
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되는 탄력관세율,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기구와 조약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국제협력관세율,
FTA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협정관세율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
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100달러(미국
에서 수입 시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
되어 관세가 면제되며,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물품 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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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식의 구매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는 국내 구매가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기준과 수입 시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직접 구매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014년 11월 5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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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이종 분야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정 분야의 기술이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금융산업도 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금융산업이라 하면 금융기관이 중개자가 되
어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IT)이 금융산업과 융합을 꾀하면서 이러한 인식에도 변
화가 일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로 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있다.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술적인 개선 등 금융기관 업무 전
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
근에는 IT를 기반으로 송금, 결제, 개인자산관리 등의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신금융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는 적절한 플랫폼만 갖춘다면 비금융기업도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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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는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애플과 구글이 금융업에 본격 진출한 가운데
IT 기반의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도 빠른 상황이다. 특히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의 경우 은
행 대비 10분의 1정도의 수수료에 송금기간도 짧아 기존 은행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이미 익숙한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 등도 대표적인 핀
테크 사례이다. 페이팔, 알리페이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미리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간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아직 간편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제를 제외하고는 해외에 비
해 IT와 금융의 융합이 적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는 ‘한국
카카오은행’과 ‘케이(K)은행’ 두 곳
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
주었으며, 두 인터넷은행의 준비법
인은 2016년말 본인가 후 정식 출
범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78p의 ｢인터
넷은행｣을 참조.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
었다. 그러나 최근 다음카카
오가 소액의 송금기능 등을
포함한 전자지갑 서비스(뱅
크월렛카카오)를

제공하고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검토를 시사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
도 좋지만 보안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해당 업체 책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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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명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육성이 거
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
진하다가는 자칫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12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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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니치 마케팅(Niche Marketing)

금년(2014년) 중 외식업계의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프리
미엄 한식뷔페 열풍’이 꼭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신세
계 등 대기업들도 한식뷔페시장에 뛰어들면서 씨푸드뷔페 이후
정체되었던 뷔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프리미엄 한식뷔페 성공요인의 하나로 원래 다양한 종
류의 음식, 즉 한식·중식·일식·양식 등을 다채롭게 제공하는 것
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마케팅방식에서 벗어나 한식을 선호하는
‘틈새’ 소비자의 기호에 집중한 ‘니치 마케팅(Niche Marketing)’
이 꼽히고 있다.
니치 마케팅이란 틈새를 뜻하는 영어 ‘Niche’와 시장을 뜻하
는 ‘Market’이 합쳐진 용어로 ‘남이 아직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
는 은유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즉 기존 시장의 빈틈을 공략해
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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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및 대량판매를 추구하는 일
반적인 ‘매스마케팅(Mass Marketing)’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편
화된 다수의 소비자들이 아니라 특정한 소비자들을 공략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상품들은 사용하는 소비자가 오른손잡이
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왼손잡이 소비자에 집중하여 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가위를 생산한다면 해당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
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니치마케팅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기업에
게는 수익원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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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니치 마케팅은 경제성장 및 IT기술 발달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형태는 보다 세분화되
고 소규모의 프리미엄 소비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기존 시장의
포화로 새로운 수익을 원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틈새시장에 집중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전북지역의 기업들도 전북의 강점인
전통문화를 결합하여 우리의 것을 좋아하는 ‘틈새’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2014년 12월 24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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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2O

야근 중에 출출함을 느낀 김대리는 스마트폰의 음식 배달 어
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동 앱을 통해 회사 주변의 치킨 전문점
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다른 구매자들의 평가를 확인한 후 인기
메뉴를 주문, 결제하는 것까지 순식간에 마칠 수 있었다. 잠시
후 따끈따끈한 치킨이 배달되었다.
음식 배달 앱과 같이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 있는 소비자를 오
프라인 점포와 연결하는 마케팅 방식 또는 이를 활용한 IT 서비
스인 ‘O2O(Online to Offline)’가 최근 시장에서 화제다.
위의 김대리의 예에서 보듯이 O2O를 통하면 소비자는 온라인
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구매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구매 대상 폭이 넓어진 것이다. 나
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O2O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홍보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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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앱을 통하면 각종
행사 관련 소식 등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
게 보낼 수 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홍보 전단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수단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비용 문제로 어려웠던 고
객 구매 정보의 축적 및 활용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도 가능해지
기 때문이다.
O2O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
다. 최근에는 커피 주문과 결제를 미리 모바일로 하고 줄도 설
필요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또한 글로벌 콜택시 앱인 우버에 이어 다음카카오도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 기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O2O 관련 기업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O2O 시장이 지속적으
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 O2O의 부상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에서는 O2O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
고 나아가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월 7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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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가 하락의 명암

가계살림이 빠듯한 요즘 겨울철에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
다면 바로 기름 값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전 리
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는 1,400원대로
떨어져 주유비나 난방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가 반년 만에 50달러 이하
로 하락한 것이 우리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수요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수요 둔화와 달러화 강세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미약하면서 원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호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미
국의 양적완화 종료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미 달러화 강세가 지
속되고 있는 점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상품거래소에서 원유는 주로 달러로 결제되고 원유가 달러
자산의 헤지 또는 대체투자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달러가 강세
를 보일 경우 유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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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급측면에서 보면 OPEC(석유수출국기구,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원유 감산합의 실패를
들 수 있다. 과거 OPEC은 비OPEC 국가들이 원유를 증산하면
자체 감산을 통하여 가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세일오일 공급 증대 등으로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OPEC은 원유 감산에 합의하
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된 것이다. OPEC은 수익을 덜 내더라도 생산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원유시장에서 미국, 캐나다 등 비OPEC 국가들의 원유 비
중 확대를 견제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유가 하락에 따라 산유국은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로 예측할 만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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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가 하락으로 공산품 가격이 떨
어지고, 연료비와 난방비 등이 줄게 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다소 희비가 엇갈리지만 생산원
가 하락과 원화약세가 맞물리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는 것도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각되
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가 하락이 저물가 상황을 더욱 심
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2015년 1월 14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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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정판 마케팅
(Limited Edition Marketing)

매년 연말 스타벅스 매장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연말 약속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스타
벅스에서 매년 한정판으로 제작하는 신년 다이어리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다. 스타벅스 음료 1잔 구매 시마다 받게 되는 스티커를
총 17장이나 모아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에도 다이어리 증
정 행사는 인기가 많아 선착순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연말에는
2013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물량을 준비했음에도 조기에 품절
되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와 같은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을 한정판 마케팅(limited
edition marketing)이라고 한다. 즉 희소성 있는 나만의 물건을
가지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다. ‘난 남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화를 원하
는 심리에 ‘지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는 희소성이 결합되어
굳게 닫혔던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정판 마케팅이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다. 특히 과
거에는 한정판 마케팅이 명품가방 등 일부 고가 수입품의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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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였다면 이제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언급
한 스타벅스의 경우 한정판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사례에 속한다.
다이어리 외에도 텀블러, 머그컵, 음료 쿠폰 등이 무작위로 들어
있는 럭키백, 스털링 실버 소재로 만든 20만 원짜리 구매카드 등
도 출시하자마자 모두 조기에 매진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해피밀 세트) 구매 시 제공하는 슈퍼마리오,
헬로키티 등의 피규어 제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바 있다.
그러나 한정판 마케팅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경우 오히려 부작
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정판 상품은 희소성뿐만 아니라 웃돈
을 주고서라고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 품질
이나 디자인이 떨어지거나 판매기간 연장 등이 반복되면 소장가
치가 떨어짐은 물론 소비자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1월 21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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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복주택

주택 가격의 안정은 우리나라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경제 문
제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은 고용 사정이 부진한 상황
에서 전세 값까지 급등하자 주거 공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
성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은 불안정한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는데 반해, 행복주택은 연령대라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젊은 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들 대
부분이 원룸이나 단독, 연립에 거주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상황에 처해있는 데다,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도 소외되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젊은 계층에 80%,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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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인 계층에 20%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입지를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통학․통근에 따른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4만호 주택의 사업승
인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기준 3
만 1천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공급 용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로
일부 행복주택 시범단지에서는 지역 슬럼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였다.
현재 전북에서는 익산 인화지구에 612호 규모의 행복주택 사
업이 2018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전북
등이 중심이 되어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도민들에게 ‘행복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월 11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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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유로6

요즘 뉴스를 보면 “유로6 때문에…”, “유로6 엔진들의 전쟁”
등 유로6 때문에 자동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자주
보도되곤 한다. 유로6는 유럽연합에서 만든 환경 규제라고 하는
데, 유로6가 정확히 무엇이며, 이것이 자동차 업계 및 소비자에
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를 강
화해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60년 ‘자동차 오염방
지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1966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시
작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1970년 시행된 70/220/EC 규정에
근거하여 1992년 ‘유로1’이라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를 도
입한 후 3~5년마다 단계를 높여 동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럽연합의 유로6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
는 바로 유럽연합의 규제가 가장 강력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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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비중이 큰 국내 자동차 산업(2014년 중 내수판매량 146만대,
수출판매량 306만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료)의 경우, 국제 기
준 충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발맞추고자 2015년 1월 1일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유로6
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국내 판매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로6 규제 하에서는 그간 적
용되었던 유로5 대비 질소산화물(NOx)을 약 80%, 입자상 물질
(PM)은 약 50% 가량 더 줄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동 규제가
올해(2015년) 1월부터 3.5t이상 대형 차종에 적용되고 9월부터
는 중소형 상용차 및 승용차에, 내년 9월부터는 3.5t미만 화물
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강화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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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장착비용 및 엔진성능 개선에 따른 개발비 등이 추가되기 때
문에 자동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앞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만트럭, 벤츠 악트로스 등 주요 화물차종의 가격은
1,646~1,738만 원 정도 상승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 9월 이전에 기존
유로5 적용 차종을 모두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 베라크루즈의 경우 유로6 적용 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단종시킬 계획이라 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유로6 적용 차종과
같은 저공해차량 소유자에게 공영주차료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
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비자와
생산자의 추가 부담 문제가 원활히 풀려나가길 기대해본다.

(2015년 2월 25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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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포미족

예전에는 직장을 잡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주위의 분위기나 압력에 못 이겨 결혼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싱글족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녀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고령층보다는 30~40대의 젊은 층에서 결혼의 필요
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력을 갖춘
30~40대의 경우 왕성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소비 트렌드까지 변
화시키는 등 유통업계에서 무시 못 할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제용어가 포미족이다.
포미(FOR ME)족이란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
(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즉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돈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투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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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30대 이상의 미혼
남녀들이 대표적인 포미족에 해당된다. 포미족은 대개 자신의 건
강과 여가생활 등 ‘나를 위한(For me)’ 소비를 하며, 제품을 구
입하기 전 구매 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결
정을 내린다. 고가 제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자기만족적 가치소비에 중점을 둔다.
포미족의 경우 평소에는 평범한 소비행태를 보이다가 자신이
가치를 두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비용을 투자한다. 이러한 소비행
태는 고관여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관여 제품은 소비
자가 구매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깊게 관여하
는 제품을 말하는데 취미생활과 관련 있는 고가의 스포츠 장비,
카메라, 오디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프라모델, 피규어, 레고 등
의 장난감류나 건강성 식품, 기능성 침구류 등도 포미족의 관심
품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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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족의 소비행태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들 계층을 블루칩으로 인식하고 특화된 마케팅 및 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전북지
역 관련 업체들도 인구구조 변화나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소비자 특성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년 3월 4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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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D의 공포

최근 ‘D의 공포’라는 용어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
다. 여기서 말하는 D란 Deflation의 약자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과 같이 경기불황을 우려하는 시기
에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왜 D의 공포라는 표
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디플레이션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물가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
다.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지표인 GDP deflator(명목 GDP에서 실
질 GDP를 산출해내기 위한 지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지표중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하락하기 힘든 지표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그럼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구매력은 높아지게 되어 월급생활
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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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명목금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
면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
황에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설비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경기악화가 심화된다. 특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디플레이션
이 향후 물가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확산시켜 투자
와 소비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 이는 수요 부족으로 이어져
기업 및 개인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물가를 낮추게 되어 다시 수
요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수 있다. 미국 대공황
(1929~1939년)은 이러한 악순환 사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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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디플레이션과 부실채권 증가의 악순환이다. 기업이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불황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
하면 기업의 실질 채무부담이 크게 늘어나 기업이 파산하게 되
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도산은 다
시 금융기관의 부실과 실업률 상승, 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황의 장기화 등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20
년간 일본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들을 걱정하여야 된다면 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지속적인 물가하락이 진짜 공포로
현실화되었던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5년 3월 11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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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패리티(Parity) 시대

최근 환율전쟁이라는 말이 신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
면서 환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유로=1
달러’, 즉 유로화와 달러화의 가치가 같아지는 시대를 의미하는
‘패리티(Parity, 동등성) 시대’에 대해 알아보자.
유로화 가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던 도입 초기
를 지나 2002년 12월부터 줄곧 달러화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
였다. 2008년에는 1유로당 1.6달러 수준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유로화 가치는 장기적인 하락세
로 접어들었다. 급기야 지난 3월 11일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1.06달러를 하회하는 등 달러화와의 패리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처럼 달러/유로 환율이 낮아진 것은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선 유로화는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마이너스 수신금
리를 도입함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지난 1월에는 ECB가 디플레이션 우려 등에 대응하여 매월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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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유로, 내년 9월말까지 최대 1조 1,4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
화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3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로표시 국채 매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장에 유로화가 대
규모로 공급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가 회
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연준이 이르면 올해 6월 기준금리를 인상
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르면 올해 말에서
2017년 중 유로화 가치가 달러화와 같아지거나 달러화보다 낮아
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시장과 언론에서는 패리티 시대의 도래
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패리티 시대가 도래한다면 유로 지역의 수출
및 경기 회복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달러화 강세
는 원자재 가격을 낮추어 원자재 수출국에게 악재가 될 수 있으
며, 동시에 달러표시 부채를 보유한 신흥국들의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환율과 세계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
라와 전북도 패리티 시대의 도래 가능성 및 이의 영향에 주목하
고 대응책 마련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 18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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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우리에게 친숙한 국제기구로는 IMF, World Bank 등이 있다.
IMF는 1997년 외환위기로, World Bank는 김용 총재로 인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설립되어 회자되고 있는 AIIB(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
행) 또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국제기구라 한다. AIIB의 역할은
무엇이며 기존의 국제기구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
펴보도록 하자.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도로, 학교와 같은 사회간접자
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창설을 처음 제의하였으며, 2014년 10월 아시아
21개국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자본금
500억 달러(대부분 중국 부담, 한화 약 56조원) 규모로 출범하
였다. 가입국들은 경제 개발과 교역 등에서 일정 프리미엄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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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와 기존 국제기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이 주도하
는 국제기구라는 점이다. IMF나 World Bank와 같은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이들 기구에서 미국
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약 15~17%) 의사 결정을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AIIB는 중국이 창설을 주도한 만큼 중국
이 최대 지분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약 20~40%), 중국의
의사가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차이점은 가입 회원국 수가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안
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서방 국
가들도 속속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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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운영 체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IMF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또한 AIIB 출범 계획에 대한 지지
를 밝힌 바 있다. 2015년 3월 22일 현재 33개국이 참여를 선언
하였고 이달 말까지 창립 회원국 모집을 마감한다고 한다.
AIIB 설립은 기존의 국
우리나라의 AIIB 가입 및 투표권
우리나라는 2015년 6월에 AIIB
가입 협정문에 공식서명함으로써 회
원국이 되었다. 2016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AIIB에 대한 출자금은
37.4억 달러로 약 4조원에 달하며,
투표권 비중은 3.87%로 전체 회원
국 중 5위, 아시아 지역내 회원국
중에는 4위에 해당한다.

제금융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올 뿐만 한국 경제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최종 가입을 검토
중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AIIB 가입은 중국과의 협
력 강화뿐만 아니라 아시
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AIIB 참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실리를 적절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하길 기대해 본다.

(2015년 3월 25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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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아오포럼

매년 1~2월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 다보스에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정계, 관계, 재계의 수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경제현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는 포럼이 개최된다.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이지만 통상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 특히
비밀스런 수뇌 회담이 수시로 열리고 주요 인사의 중대 발언도
나오는 탓에 세계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고 인정받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에서도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상
호 협력을 다지고 주요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는 바로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
오포럼(Boao Forum for Asia)이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
할 목적으로 2001년 중국과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26개국이 창설한 비정부·비영리 포럼이다. 1998년 당시 라모
스 필리핀 대통령과 호크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호소카와 일본
총리 등이 제안하여 최초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후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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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앞서 언급한 26개국 지
도자들이 모여 출범식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보
아오포럼은 출범식이 열릴 때만 해도 다자포럼 성격이 강했지만
후원국인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중국이 주도
권을 행사하는 외교무대가 되었다. 즉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 과제와 방향을 대내외에 설명하는 자리로 변질된 측면
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3회차를 맞은 금년 연차총회는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운명
공동체를 향해’라는 주제로 3.26~29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
에서는 중국이 아시아 운명 공동체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
한 일대일로(⼀帶⼀路: ⼀帶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路는 동남아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로 이어
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
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두 가지 모두 중국 정부가 신 경
제구상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중국의
위상 강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전체를 무대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은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중국이 구상 중인 정책을 통
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본다.
(2015년 4월 1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한국은행 전북본부 ∙ 145

54. 워킹푸어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약 2,163시간(2013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로 길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부동의 1위를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조금씩 단축되면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OECD 통
계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국인의
워킹푸어(Working Poor) 비율은 전체 근로가구의 약 71%로
OECD 평균인 63%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푸어의 사전적 의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시
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을 가리킨다. 이러한 근로빈곤의 규모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서는 좀 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OECD
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따르면,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가구로 정의한 후,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 및 가구원을 워킹푸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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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빈곤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워킹푸어의 발생과 증
가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의 증가와 임금저하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구조조
정을 통해 정규직을 줄인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렸다.
정규직에 비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둘째, 실직자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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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등에 따른 고용률 하락과 이에 따른 가구 소득의 감소도
위킹푸어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득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장벽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 청년층, 고령층에 대한
노동시장의 장벽으로 인해 이들 계층이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
리에 종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워킹푸어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 계층의 경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제대
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인 빈곤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로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저 최저수준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를 기약하
기가 어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 제공이 최
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더욱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
는 희망에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워킹푸어 문
제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같다.

(2015년 4월 8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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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마이너스 금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한다. 그런데 돈을 맡기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대출
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것이고 은행에 쌓아두는 돈은 점
점 줄어들 것이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 말이다.
작년(2014년) 6월,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경기 침체 우
려가 지속되자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유도를 위해 마이너스 금
리를 도입하였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과 기업 예금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
서만 적용된다. 일반적인 예금과 대출에까지 마이너스 금리가 적
용된다면 사람들은 앞 다투어 돈을 인출할 것이고 은행이 부도
를 내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규정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야 하는데, 시
중은행이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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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로써 ‘벌칙금’을 가하는 것이다.
유럽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재무부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스위스 정부는 10년 만기 국채를 세
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0.055%)에 발행하였다. 이미 독일
등 유럽의 몇 국가들은 단기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에 발행한 적
은 있지만, 국채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 규모가 큰 10년
만기 채권(게다가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스위스 국채가)
이 마이너스 금리에 발행된 것은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누
가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국채를 사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
만, 앞으로 금리가 현재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
고 있어 입찰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단순화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값
이다. 명목금리가 마이너스라도 물가가 더욱 크게 하락한다면 실
질금리는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다. 이처럼 국제금융시장은 경
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으며, 이를 ‘금리의 하한선은 0%’라는 통념을 깨며 증
명하였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안에 담긴 수많은
정책 결정자, 관련 기관 및 투자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년 4월 22일, 전북도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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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MSCI 지수

지난 몇 년간 1,900~2,100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2,100
선을 돌파하며 한껏 고조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개인들의 국
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오랜만에 활기가 생겨난 주
식시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A주가 오는 6월 MSCI 신
흥시장지수에 편입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이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社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세계적
인 주가지수로 국제 금융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
표 중 하나이다. 특히 미국계 펀드의 경우 95% 정도가 동 지수
를 기준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수 종류는 국가별, 산업별, 펀드 스타일 등에 따라 100여개
에 달하는데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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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dex)와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의 신흥시장지
수(emerging markets index)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
흥시장지수, 아시아지수, 극동지수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국내증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며 해외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판단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지수가 바로 신흥시장지수이다.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A주가 신흥시장지수에 편입되면 글
로벌 투자자금의 일정 부분이 중국 A주로 몰리면서 한국 등 여
타국에 대한 투자비중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
의 위상을 놓고 볼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은 분명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8
년부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도전하고 있으나 외환 자유화
등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매번 실패하였다.
다만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앞서 실질적인 득과 실이 무엇
인지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SCI 선
진국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증대로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
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
성 개선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15년 4월 29일, 전북도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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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돈의 값

우리가 보는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10,000원이 아닐
수도 있다. 지폐에 적힌 10,000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10,000원은 당장 내일 9,500원이 될 수도 있고 10,500원이 될
수도 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이자가 하루 5%인 은행
에서 돈을 빌리거나 맡긴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의 가치가 변해있는 것이다.
이렇듯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자율 하나의 변화에도 쉽게
늘었다 줄었다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돈에 적힌 숫자가 아닌
돈을 사용해 갖고자 하는 물건들이다. 물건은 그대로고, 이 물건
에 붙어 있는 가격표의 숫자들만 달라지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
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의 값이 비싸져
가격표의 숫자들은 내려갈 수 있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돈의 값
이 싸져 가격표의 숫자들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학 공식같이 단순하지 않아 이자
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물가가 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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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들이 심하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듯 ‘돈의 값’을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
이 바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며, 이는 이자율
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추었다. 이
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돈
의 값을 내려 사람들이 더 쉽게 돈을 쓸 수 있게 하고자 함이
다. 다만 돈의 가치가 그러하듯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나 마음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돈의 값을 매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돈의 가치와 경제 상황과 경제 주체의 심리라는
삼박자가 맞을 때, 그때서야 돈의 값은 적정히 평가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6월 22일, 전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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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그렉시트(Grexit)와 단일통화

EU 집행위원회, ECB, IMF 등 국제 채권단과의 합의에 실패
한 그리스가 지난 30일(2015년 6월) IMF에 15억 유로 규모의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사실상 디폴트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그
렉시트(Grexit), 즉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여 유로화 대신 독
자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
스가 유로화를 사용해 온 이유와 이제는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
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유로화와 같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지역 내에서 환율변
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환전비용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
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유로화를 통해 유럽경제권을 통합함으로
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게 넘어간 경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독일
등 경제 대국과 하나의 경제권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큰 폭의
대외 신인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가가 안정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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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자국의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도 있다.
반면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개별 회원국이 마음대로 화폐를 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나 실업률 상승과 같은 경제적 충격에
독자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을 의미하는
최적통화지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경제구조가 유사
하여 경제적 충격도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를 보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그리스의 경우는 전체 실업률이 25%, 청
년 실업률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채권단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연금
개혁 등 쉽지 않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자, 그리스 입장에서는 구
제금융 및 유로화를 포기하고 자국 화폐 발행을 통해 채무를 상
환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국내외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그리스 입장에서도 독자적 통화정책의
편익보다 크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것이 실질적으
로 그렉시트 여부를 결정할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의
국민투표(현지시각 5일 실시)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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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그 이후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의 국민투표는 반대
61.3%, 찬성 38.7%로 반대파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다만
국민투표 결과가 그리스의 EU 탈퇴, 즉 Grexit로 이어지지는 않았
다. 2015.8월 그리스에 대한 제3차 구제금융(850억 유로 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Grexit 문제가 봉합된 것은 아니다.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그리스는 국가 GDP 대비 6%에 해당하는 재정긴축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실업률 24%, 청년실업률이 6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여 그리스가 합의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
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
부, 참여조건 등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그리스 국민투표에 이어 2016년 6월 영국에
서는 Brexit(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졌
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Brexit에 손을 들어주었다. Brexit를
바라보는 그리스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Brexit가 Grexit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15년 7월 6일, 전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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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인가구 시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구형태라 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구주 1명
으로만 구성된 1인가구가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1990년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51.9%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32.4%
로 줄었으며 2035년에는 20.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다. 반면 1990년도 9.4%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에
는 27.1%,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인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혼자
생활하는 젊은 층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65세 이
상 가구주의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31.4%에서 2035년 38.0%
로, 30~40대 가구주의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9.4%에서
2035년 30.7%로 각각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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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형태의 변화에 맞춰 유통, 외식 등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
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가전업계에서는 가전제품의 대형
화 추세 속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소형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
다. 식품업계에서는 제때 끼니를 챙겨 먹기 힘든 이들을 위한
간편대용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외식업체들은 혼자 식당에
서 밥을 먹어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별 칸막이를 설치하
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주택 수요가 기존 4인 가족 기준의 중대형
아파트 위주에서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1~2인 소형 주택으로
옮겨 가는 현상에 맞추어 1인가구를 위한 주택건설을 늘리고 있
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 159

관련 업계에서야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
로 볼 때 1인가구의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또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1인
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도 향후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월 20일, 전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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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옴니채널

쇼핑(shopping)을 하려면 상점(shop)에 가야만 할까? 소비
자들은 더 이상 상점에만 가지 않으며, 판매자도 매장 운영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차를 운전하다가 원
하는 지점에서 받거나(롯데슈퍼 Drive&Pick), 온라인에서 주문
한 상품을 백화점 매장에서 직접 본 후 찾을 수 있는(갤러리아
백화점 Pick@Store) 서비스가 한 예이다. 주문한 상품을 택배
로 받는 방식을 넘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옴니채널(omni
channel)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옴니채널은 ‘모든 것, 모
든 방식’을 뜻하는 접두사
‘옴니(omni)’와

‘유통경로’

를 뜻하는 ‘채널(channel)’
이 합쳐진 신조어이다. 이
전에는 온라인·오프라인·모
바일·홈쇼핑 등 각 쇼핑 방
식마다 가격과 결제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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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다면, 이제는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같은 가격으
로 같은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
로 쇼핑을 하든, 동일한 상품을 받는 데 동일한 만족감을 느껴
야 한다는 것이 옴니채널의 핵심이다. 소비자는 오프라인 쇼핑을
하면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할인쿠폰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
었고, 온라인·모바일 쇼핑을 할 때에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
을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물건
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도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객의 다양한 구매패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물류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옴니채널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활용
되고 있다. 전북의 소상공인, 지자체들 또한 옴니채널과 같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유기적 채널을 활용하여 관광, 음식료를 포함한
전북이 가진 잠재가치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를 기대해본다.

(2015년 7월 31일, 전라일보, 과장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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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GDP와 행복지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국가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보통 한 국가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이라
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사용되
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GDP라고 할 수 있다.
GDP는 일정 기간 한 국가에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시
장 가치를 합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GDP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GDP는 생활수준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경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경제활동을 구분하지 못한다. 한 예로, 실업
으로 인한 정부지출과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GDP를 증
가시키지만, 환경오염 같이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GDP의 지역개념인 지역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근래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 삶의 질과 지속가
능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지표인 ‘행복지수’의 중요성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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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유엔(UN)산하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

(SDSN)’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는 GDP, 기대수명,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부
패 등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어 ‘세계행
복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금년 4월 발표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58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47위를 기록하였다. 지난번(2013년)과 비교해
6계단 낮아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GDP 순위는 행복
지수 순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북을 이어나갈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준의 ‘풍요로운 삶’
을 물려줄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년 8월 12일, 전라일보, 과장 정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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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국은 어떻게 환율을 정할까

지난(2015년) 8월 10일, 중국인들은 미국 1달러를 사려면 약
6.1위안을 지불했다. 8월 13일, 중국인들은 이제 1달러를 사려면
약 6.4위안을 내야 하게 되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통화가치
가 3일 만에 4.7%나 하락하였으니, 중국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여타 신흥국의 주식, 환율 및 금리는 큰 폭으로 움
직였다.
중국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인민은행은 매일 아침 기
준이 되는 환율을 고시하고, 그날 정한 가격에서 환율이 ±2%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정한 가격에서
일정 변동폭을 허용하는 환율 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라고 한다.
각국의 환율제도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하여 왔다. 홍콩
과 같이 미국 1달러에 얼마라고 정해놓고 이를 바꾸지 않는 나
라가 있는가 하면(고정환율제), 우리나라처럼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국가도 있다(변동환율제). 중국도 처음에는 고정환율제

한국은행 전북본부 ∙ 165

였다가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으며, 일일 변동허용
폭을 ±0.3%에서 ±2%까지 늘려왔다.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환율로 국제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국제사회의 목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환율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위안화 환율을 큰 폭으로 낮추어 수출을 증
대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목적 등으로 해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가 5% 하락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3%
감소한다고 한다. 중국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수출증가와 경기회복에 따라 우리
나라 기업의 대중국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위안화 가치 절하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31일, 전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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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화폐

전주시는 2015년 9월 4~5일중 개최된 ‘전주 사회적 경제 한
마당’ 행사장 내에서 지역화폐인 ‘온’을 발행, 유통하였다. 화폐
는 한국은행만이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소
할 수 있는 소식이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인 한국은행권
과 달리 특정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
는 이미 국내 여러 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예는 대전의 지역화폐 공동
체 ‘한밭레츠(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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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루’이다. 두루는 현재 680여 가구의 회원들이 서로 물건과
노동을 거래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대전 및 인근의 20여개 식
당, 병원 등도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은평e품앗
이’, ‘과천품앗이’ 등도 각각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광역 자
치단체 중에는 강원도가 최초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들은 전통적 품앗이와 같은 함께하는 경제를 키우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구성원간의 거
래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
식도 함양할 수 있겠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소득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도입함에 있어 주의할 점도 있다. 지역화폐는 국가
의 보장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통용된다. 따라
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분쟁이나 시비가 참여자들의 손실로 이어
질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다양한 지역화폐가 다량으로 발행되면
일반인들의 화폐 사용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참신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지자체나 금융당국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역화폐가 부작용 없이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5년 9월 14일, 전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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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최근 일부 정치권 등에서 화폐단위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1962년 도입된 이후 5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 경제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
진 상황에서 현실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10,000원은 10.0으로 5,000원
은 5.0으로 표시한 가격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금융시장
에서는 ‘경’단위 통계까지 쓰이고 있다. 1경원을 표시하려면 0을
무려 16개나 붙여야 한다. 국제적 위상 문제도 거론된다. 1달러
를 바꾸는데 네 자릿수 이상의 환율이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대개 두 자릿수 이내면
충분한 실정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화폐의 액면가가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된다. 이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화폐의 호칭도 함
께 바꾼다. 국내 사례를 보면 1953년 화폐단위를 100대 1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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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면서 호칭을 ‘원’(圓)에서 ‘환’(圜)으로, 1962년에 10대 1로 낮
추면서 호칭을 ‘환’(圜)에서 ‘원’(한글)으로 바꾼 바 있다. 만약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단위를 1,000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
한다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3만원이 될 것이다. 물론 호칭도
함께 변하게 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관점에 따라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낳고 있
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신화폐가 발행되면서 구화폐에 대한 강
제 환수, 화폐교환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지게 되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지하경제를 양
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화폐 변경에 따른
금융권 전산시스템 수정, 자동판매기 교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런 비용이 내수회복의 계기
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에 앞서 비용
과 편익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전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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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크라우드펀딩

2015년 7월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였다. 침체
에 빠진 국내 경제의 활
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뜻
하는 단어인 crowd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단
어인 funding이 합쳐진 단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다는 뜻으로 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
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도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운영 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여러 사람에게
서 돈을 빌리는 대출, 영화나 음반, 공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을 받는 것, 그리고 목표 투자수익을 정하고 기업에 투자하
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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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서의 대출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다.
즉 개인 간 직거래 방식의 금융서비스로 ‘P2P 대출’이라는 단어
가 대신 쓰이기도 한다. P2P 대출에서는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
고 온라인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과 다
르므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 거래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권 금융과도 다르다.
후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은 영화나 음악, 책, 공연 등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공연티켓 등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답으로 받는 형태이다. 자금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
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민단
체나 사회운동을 후원하는 크라우드펀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도 있다.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힘
든 신생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국
내에서는 영화 제작에서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더욱 많은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어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5년 10월 16일, 전라일보, 과장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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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식민지근대화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이 김제 벽골제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벽골제 주위엔 예로부터 넓은 농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벽골제는 바닷물을 막던 방조제에 불과했
고 주변 농지는 일제 강점기에야 조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제 강점기는 수탈의 시기가 아
니라 전북 농업 및 경제발전의 토대를 놓았던 시기가 될 것이다.
‘수탈’과 ‘개발’이라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해
통계는 어느 것을 지지할까? 일제 강점기 전국의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4.2%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이는 당시 주력
산업이 농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농업생산성에 획기적인 발
전이 있어야 가능한 수치이다. 앞에 언급한 통계는 마치 일제
강점기를 ‘개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조선말의 경제수준이 실제보다 낮게 추계되었다면 일
제 강점기의 경제성장은 가파를 수밖에 없다. 조선사회에서 근대
적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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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거기에 원자료 입수가 쉬워진 오늘날에도 통계추계에는 오
류와 착오가 있다. 생산량‧기준가격 등의 설정에 있어서도 담당
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 이는 당시 주력
산업이었던 농림어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조선말의 경제수준이
실제보다 낮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제도적 요인과 사회 발달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시스템이
정치해지면 통계영역 밖에 있었던 경제활동이 통계에 포함되게
된다. 이 경우 마치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
한 사회적 변화가 통계추계에 미친 영향까지 후대의 연구자들이
세세하게 고려하기는 힘들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생산 활동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단순히 통계로 인해 경제가 달리 보일 수 있다. 특히 과거일수
록 이러한 통계의 오류 가능성은 크다.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는
통계는 없다. 통계는 현실을 판단하기 위한 믿을만한 기준 정도
라고 보면 지나친 것일까? 통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2015년 10월 30일, 전라일보, 과장 정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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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은 그 물건에 대한 가치만
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가지고 오는 데 드는 배송
비, 판매 원 인건비, 물품 보관비, 광고비, 국가와 지방에 내는
세금, 일정 마진 등 가격에는 물건이 내 손으로 오기까지의 모
든 비용이 합산되어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물건 가격의 한 부분이다.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이다. 그 비용 중에는 신용카드를 POS단말기에 긁는 순간 어느
카드인지 분류하여 각 카드사로 정보를 넘겨주고 다시 받아오는
VAN사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 손님들이 카드라는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업체들이 카드사에 부
담하는 가맹점 수수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경
기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수수료(2014년 평균 1.95%)를 내년
1월부터 0.2~0.7%p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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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약 6,700억 원
절감될 것이라고 한다. 가맹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
로 절감된 수수료만큼 매출이 줄어든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제
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VAN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의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인하된 수수료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줄 것이
다. 그것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카드사의 경영 내실화가 절실
히 요구된다. 그리고 고객·카드사·VAN사·가맹점 등 이해관계자
간에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수수료
인하 효과가 어느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예상하
고 대처해야만 되겠다. 그럼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1월 16일, 전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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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프로도(Frodo) 경제효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문화가 경제 및 사회발
전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속의 ‘한류열풍’
을 통해 방송, 영화, 음반 등의 콘텐츠산업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한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영화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다.
2001년~2003년 3부작 시리즈로 개봉한 ‘반지의 제왕’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의 성공으로 제작자
들도 큰 돈을 벌었지만 영화 촬영지인 뉴질랜드가 거둔 수익이
더 지속적이고 막대하다. ‘반지의 제왕’ 제작팀이 뉴질랜드 현지
에서 지출한 비용만 2억 5천만 달러, 직접 고용규모는 1만 5천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영화 촬영 중심지
로 부상하였으며 영화 제작 인프라가 크게 축적되었다. 또한 세
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반지의 제왕’을 통해 뉴질랜드가 거둔 경제적 효과는 영화 주인
공의 이름을 따서 ‘프로도 경제효과’로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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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 우리나라에서도 할리우드 대작인 ‘어벤져스2’의 촬영
이 있었다.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의 불편에도 촬영에 기꺼이 협
조하였다. 하지만 올해 4월 영화가 개봉되자 말들이 많았다. 촬
영장소가 서울인지, 도쿄인지, 홍콩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반지
의 제왕’에 버금가는 ‘프로도 경제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외적
홍보효과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하지만 ‘어벤져스2’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영화산업
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
는 곳을 촬영장소로 선택하고 영화 제작 관련 인프라를 좀 더
갖춘다면 ‘프로도 경제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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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는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영화산업 기초 기반을 갖추
고 있다. 전북은 다양한 전통, 근대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 등
문화 콘텐츠 관련 소재거리가 풍부하다. 이를 잘 활용하여 영화
뿐 아니라 다방면의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프로도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2015년 11월 27일, 전라일보,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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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인터넷은행

지난(2015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K)뱅크’ 두
곳에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주었다. 1992년 평화은
행 이후 23년 만에 정부
의 신규 인가를 받은 은행
이고, 국내 첫 인터넷은행
인 이들이 은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은행이란 온라인상으로 계좌 개설, 결제, 대출, 금융상
품 판매 등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을 말
한다.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신규 가입 등 주요 업무는 대면 접촉을 필요로 하는 지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인터넷은행은 사이버 공간을 출
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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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지점이 없거나 극소수인 만큼 인건비 등 지점유
지 비용이 들지 않아 고객에게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신용평가에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대출 금리를
더욱 낮추는 것도 기대된다.
인터넷은행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구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편리한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GS편
의점, 공중전화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은 인
터넷은행의 빠른 정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은행업
의 안정성, 공정성 등을 중시하는 은행법 등 현행 금융관련 법
령체계는 인터넷은행의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
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고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
안도 강화되어야 한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계기로 다소 정체되었던 국내 은행권에 변
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2015년 12월 14일, 전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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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노동생산성

지난해 11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연구원이 발표한 ‘2015 세
계 인재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의욕은 61개국 중 54위였다.
또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5노동생산성 국제비교’를 보면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5위였
다. 노동의욕이 없으니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2013년 중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생산성은 48.7달러로 1위인
아일랜드의 66%, 서비스업은 22.5달러로 1위 룩셈부르크의
33% 수준이다. 취업자당 생산성은 110,083달러로 아일랜드의
77%, 서비스업은 46,988달러로 룩셈부르크의 51% 정도이다.
우선 취업자당 생산성이 시간당 생산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1인당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
이다. 위의 수치로 1인당 노동시간을 역산하면 한국은 OECD 국
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시간동안 일하고 있다. 낮은 노동의
욕은 긴 노동시간과 이로 인한 저생산성의 결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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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현저하게 낮아 경제 전체
의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 서비스업의 시간당 생산성은 제조업대
비 46% 수준으로 한국보다 바로 한 단계 순위가 높은 나라와도
10%p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꼴찌이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사업규모도 작고 경쟁이 심하다. 거기에 서비스업 산출물은
수출도 어려운데 내수기반은 작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부가가치·
박리다매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비스업 자체의
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없는 구조에서 서비스업 노동자의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와 같이 노동생산성 문제는 개별생산 과정의 효율성은 물
론, 경제전체의 고용문제와 사회복지제도와도 얽혀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정신력 제고를 바라
기보다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사회·경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북경제 전체가 고성장·고부가가치·고생산성의 선순환을 이루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2016년 1월 6일, 전라일보, 과장 정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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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원숭아 원숭아, 새돈 줄께 헌돈 다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근무하면서 보통은 도민들로부터 경제와
관련된 민원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 돈 언제부터
바꿀 수 있나요?”라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다. 세뱃돈을
신권으로 미리 준비하려는 도민들의 문의 전화다. 사무실에 앉아
서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해 설 전 10영업일간 교환한 화폐는
총 43억 원, 건수로는 5천5백건이었다. 제주본부에 이어 16개 한
국은행 지역본부 중 두 번째로 많다. 이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전
북도민들의 신권 사랑은 으뜸이라 할 수 있겠다.
깨끗한 새 돈은 쓰기 아까울 만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을 좋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새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8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이는 모두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돌아
간다. 지난해 완주군의 군세(郡稅)가 791억 원이었으니, 우리가
헌돈도 깨끗하게 사용한다면 군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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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5년 동안 손상되어 망가진 화폐는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5톤 트럭 112대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를 쌓을 경우
그 높이는 51,769m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높이(해발
8,848m)의 약 6배에 달한다. 돈을 지갑에 반듯하게 넣고, 돈에
메모를 하지 않는 등 소중히 다룬다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평소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헌 돈에도 따뜻한 정을 담아 전
해줄 수 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국은행 전
북본부가 도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여 반가운 명절이지만, 헌 돈
도 새 돈처럼 주고받는 도민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2016년 2월 1일, 전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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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지난해 12월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가 출범하였다. 동남아판 유럽연합
(EU)이라 불리는 AEC는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 목표는 단일시장 및 생
산기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균형경제발전 등이다.
이 중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목표와 관련해서는 역내 관세
인하, ASEAN 단일 창구를 통한 무역원활화 등의 세부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여타 목표들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조치
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AEC를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기존 협정들의 목표
를 재확인하는 정도로만 평가하고,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
기도 한다. 그럼에도 AEC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경제 규
모와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ASEAN 국가들의 명목 GDP는
2014년 기준 2조 6천억 달러, 실질 경제성장률은 4.7%로 높은
편이다. 인구는 6억 2,200만 명에 달하고 평균 연령도 29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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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여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ASEAN은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ASEAN에 대
한 전북 수출은 2015년
14.7억 달러로 전북 총
수출의 18.5%를 차지하
였다. 또한 수출 증가율
이 2006년 이후 연평균
18.6%에 달하고, 2015
년에는 43.2%나 증가하
는 등 그 중요도가 갈수
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근 JB금융지주는
자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프놈펜 상
업은행을 인수하기도 하였다.
AEC의 출범으로 ASEAN 경제가 성장하고 이것이 전북 상품
에 대한 수입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이는 전북 수출에 호
재가 될 수 있다. 반면 ASEAN 국가들이 역내 무역 활성화를
통해 역외 수입을 줄인다면 전북 수출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 있다. AEC의 향후 행보와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6년 2월 12일, 전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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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한국수출이 금년 2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
였다고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제 전체적
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수출은 2011년 128억 달러를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지
난해에는 80억 달러에 그쳤다. 특히 자동차 등 대기업이 생산하
고 있는 주력품목들이 부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수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수출순위에서 세계 3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 수출 강국이며,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독일수출의 경쟁력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놀라운 것은 많은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의 히든챔피언으로써 독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히든챔피언이란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1∼3위)을 차
지하고 있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정규모 매출액 이
하의 기업을 일컫는 말로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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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지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히든챔피언 중 절반 가량은 독일기업이라고 한다.
이렇듯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써 성공을 거
두고 있는데는 많은 요인이 있었다. 먼저 독일은 산업적 전통이
나 기초학문의 측면에서 향후 의료기기산업 등 정밀기계공업을
다루는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다. 이는
다시 독일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영
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독일은 자국에 제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
고 있고, 제품산업별로 다양한 클러스터가 존재하여 한 지역에
산업의 노하우가 집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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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 다양한 분야의 강소기업 양성을 위해 산업클러스
터 조성,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
부도 돌아오는 3월 11일 ‘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
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 세
미나를 실시하여 히든챔피언 양성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예
정이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창의성을 발휘하고 관련기
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전북지역에서 많은 히든
챔피언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2016년 3월 4일, 전라일보, 과장 정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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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를 이용하여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을 가
르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라고 한다. 디레버리징은 이를 반대
로 지칭하는 것으로 부채정리를 일컫는 말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
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방
법이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에 해당하는 집을 1억5천만 원 상당
의 전세를 포함하여 매입하면 5천만 원의 투자로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집값이 10% 상승하면 집주인은 2천만 원을 벌 수
있어서 투자자본 대비 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를 반대로 생각하면 집값이 10% 하락할 경우 원금의 40%에 해
당하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
우에는 자산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
으나 반대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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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수익률 및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은행대출은 전세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레버리지의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에 이용되어 왔다.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어 은행대출
을 낮은 이자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세가율 또한 크
게 높아져 전보다 적은 자본으로 주택매입이 가능해졌다. 레버리
지를 활용한 투자에 전에 없는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디레버리징이라는 용
어는 전세 및 은행대출 등 부채를 이용한 투자자들에게 손실가
능성을 환기시켜준다. 큰 수익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레버리지
투자가 매력적이지만 큰 손실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디레버리징
이 좋은 선택이 된다. 자신이 어떤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2016년 3월 18일, 전라일보, 과장 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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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크로스오버 쇼핑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합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crossover) 쇼핑’
이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크로스오버 쇼핑이
란 백화점, 아웃렛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몰, 모바일쇼핑
몰 등의 온라인 매장을 함께 이용하며 가장 조건이 좋은 곳에서
구매하는 행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착용해보고
비교한 후 온라인 매장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쇼
루밍(showrooming)족’을 들 수 있다. 쇼루밍이라는 용어는 오
프라인 매장이 제품 구경을 위한 전시장(showroom)으로 변화
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쇼루밍족과 반대의 구매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의 구매가이드 및 후기 등
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역쇼루밍(reverse showroom)족’이 그것이다.
이처럼 쇼핑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유통시장의 전통적 강자
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온라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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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고 있다.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쇼루밍족 증가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역쇼
루밍족을 이용한 프로모션으로 매출 신장에 성공하는 기업도 있
다. 즉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가격비교, 할인쿠폰 등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오프라인에서도 온
라인상의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프
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넘나드는 소비행태인 크로스오버 쇼핑은
기업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의 유통업체 및 소
상공인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유기적 채널을 활
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월 1일, 전라일보, 과장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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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고령화

경제학의 기본성장 모형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
율로 결정된다. 이는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경제에서는 경제전체
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될 것이다. 전쟁이나 질병으
로도 인구는 감소할 수 있지만, 이런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인
구감소는 금방 회복될 수 있다. 사회구조 자체가 붕괴하지 않는
한 원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
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감소이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 내수 기반
이 축소된다. 내수 기반이 축소되면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를 줄
이게 된다. 세수 기반도 줄어드니 정부가 재정사업을 집행하기도
힘들어진다. 성장 지체를 수출로 타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
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게 되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니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기 마련이다.
일본은 이미 인구감소의 위협을 현실로 겪고 있다. 지난해 5
월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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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일
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서구보다 일본과 한국에서 고령
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한국
과 일본에서는 지방이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역외유출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유출로 지방의 고령화·공동화는 심해진다. 반면 대도시권
은 과밀화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생계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혼 및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 시간문제일 뿐 결국 대도
시권도 고령화되는 것이다. 사회의 인적 기반이 붕괴하기 시작하
면 경제활동이라고 온전할 리 없다. 근대적 경제체제 성립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생활수준의 절대적 하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2000년 193만 명이던 전북의 추계인구는 2016년 현재 180만
명 수준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 인구도 10만 명 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일
본은 이미 지방의 중핵도시 방어선 구축과 출산율 회복, 출산
적령기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재생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
다. 전북 역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막아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비단 기업경기만이 아닌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도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5일, 전라일보, 과장 정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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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동전 다시쓰기

10년 전만 해도 동전
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 많았다. 일례로 500
원 한 닢이면 동네슈퍼
에서 새우깡 한 봉지는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동전 하나로는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
들이나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 않다. 이렇듯 물가가 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카드 사용이 빈번하게 되면서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전이 아주 쓰임새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경제 규
모가 커지고 대형 할인매장 증가, 자동판매기 보급 확대로 동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동전의 가치 하락과
휴대의 불편함 등으로 일반인들은 동전을 저금통이나 책상 서랍
에 보관해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00원을 주고

한국은행 전북본부 ∙ 197

1,980원짜리 물건을 사게 되면 20원을 거슬러 받게 되는데 이
를 지갑에 소중히 보관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동전. 이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에는 연간 약 600억 원 이상(2011~15년 평균)이 든다고 한다.
서랍 속에 고이 잠자고 있는 동전을 잘 꺼내서 쓰기만 해도 ‘돈
을 만드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전을 만드
는 데 들어가는 구리, 아연, 니켈 등과 같은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들 원자재 수입에 따른 외화도 절약할 수 있다.
동전을 지갑에 잘 넣어 유통될 수 있게 하고, 모아서 저금을
하거나 지폐로 교환한다거나,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기부하는 등
동전의 쓰임새는 많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동전도 지폐 못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자는 돈을 깨울 가치는 충분하다.
동전이 빛을 보게 하는 것, 이 작은 습관으로 나의 경제도 살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실
천으로 600억 원을 아낄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동전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다.

(2016년 4월 29일, 전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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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년보장이나 정년연장
과 임금을 맞바꾸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는 최초 일본에서 ‘시
니어사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
화 대책으로 고령층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 제도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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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5년 기준 1.21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다. 평균수명은 2015년 기준 81.8세로 OECD 가
입국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늘어난 평균수명
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정년연
장법｣이 발효되어 공기업, 공공기관, 300이상 사업장은 만 60
세로 정년이 연장되었다. 내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
만 사업장에도 ｢정년연장법｣이 적용된다.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
관이 많이 늘어났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고용안정
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전체로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문
제도 해결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다만 임금삭감에 따
른 동기부여 감소, 조직의 활력 저하, 일시적인 신규 채용인원의
감소 등은 임금피크제의 단점으로 거론된다.
전북도내에서도 최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도내 사업장이 앞서 언급한 임금피
크제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삭감분
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면 조직의 활력저
하 및 청년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5월 13일, 전라일보, 과장 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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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긱(gig) 이코노미

긱(gig) 이코노미란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의 경제를 말한다. gig은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필요에 따라 연주자를 섭외해 단기로 공연
한 데서 유래된다. 가령, 예상치 못한 연주자 부재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이를 메워줄 임시 연주자를 섭외하는 것이다.
최근 동 용어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
로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상
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gig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우버(Uber)는

택시기사를,

에어비앤비

(Airbnb)는 숙박제공 호스트를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용하
고 있다.
gig 이코노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고용 확대에
주목한다. 고용이 유연해지고 다양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고용의 유연화는 점차 가정과 개인 생활을 보다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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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치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gig 이코노미의 확대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가 고
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상
당수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비정규
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언제라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
안감을 감수해야 한다.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혜택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고용 불안은 노동 생산성 저하
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낮은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gig 이코노미가 언급되고 있다. 단기 계약직 및 임시직 증가가
저임금-저소득을 고착화하여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
지 않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ig 이코노미의 확대는 당분간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유연한 근무환경과
같은 장점을 살리면서도 고용불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6년 5월 27일, 전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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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브렉시트(Brexit)

최근 언론매체에 ‘브렉시트(Brexit)’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영국’을 의미하는 ‘Britain’과 ‘탈퇴’라는 의미를 가진
‘Exit’의 합성어인데 영국 낸에서 EU에서 탈퇴하자는 여론이 증
가하면서 나타난 신조어이다. 영국은 오는 6월 23일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건 2012년 유럽 재정
위기가 심화될 무렵이다. 영국은 유로화가 아닌 자국통화인 파운
드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으로서 유
로존 위기에 따른 금융지원을 해야 하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생
기기 시작했다. 금융산업의 비중이 높은 영국으로서는 EU의 금
융규제도 달갑지 않았다. 2015년 이후 유럽 내 난민과 파리 테
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어 봤자 득이 될
게 없으니 탈퇴하자는 여론이 영국 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영국 정부도 난민과 EU 회원국들의 이민자 유입으로 골
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리아 난민 사태로 독일과 벨기

한국은행 전북본부 ∙ 203

에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이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측은
난민과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영국의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실업
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EU를 탈퇴할 경
우 회원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와 이익이 사라지
면서 경기침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EU와 전 세계의 이목이 집
중되어 있다.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국제경제와 전 세계 금융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영
국의 무역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국내 및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6월 23일 투표 결과를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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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국민투표 그 이후
3천만이 넘는 영국민들이 참여한 2016년 6월 23일 Brexit 국민투
표 결과, 52% 탈퇴, 48% 잔류로 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되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Brexit 결정 이후 전격 사퇴하면서 영국
은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을 새로운 총리로 맞이하게 되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마가렛 데처 총리 이후 26년만, 영국 역사상으로는 두
번째 여성 총리라고 한다.
한편 Brexit 투표 이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주요 신
용평가사(S&P, 무디스, 피치)는 영국의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에서
한·두계단씩 강등하였다. 2016년 7~9월중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0.5%로 나타났는데, 이는 4~6월의 0.7%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
다만 소비 관련 경제지표(소매판매액지수, 소비자심리지수)가 긍정적
으로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파
운드화 가치하락이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
률이 6월 0.5%에서 10월 0.9%까지 오른 모습을 보였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리스본조약(the Lisbon
Treaty) 제50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동 조약에 따르면
EU와 회원국은 2년 내에 탈퇴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7년 3월말까지 동 조약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선언한 만큼 2019년 여름이 오기 전에는 EU에서 분
리된 새로운 영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6월 10일, 전라일보, 과장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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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최저임금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
의가 격론을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28일까
지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경제학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노동 수요와 공급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이때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수
준이 너무 낮다고 하여 정부가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도
록 최저임금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일 것이다. 하지만 균형임
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몰리는 노동자들
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자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암시장에서 채용될 것
이다. 최저임금규제가 실업자를 양산하고 암시장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시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자고 회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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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헛수고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진다. 노동력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동자가 받게 되는 임금은 기업의 비용
이기도 하지만, 임금을 받아야만 노동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상품
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기업의 수입이 되기도 한다.
경제활동이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과정인 만큼, 기업의 생산력이
증가할수록 이를 소화시켜 줄 가계의 구매력 또한 중요해진다. 즉
‘유효수요’가 중요해지는데 이때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몫이 큰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헨리 포드는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두 배로 올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소수를 위한 사치
품으로 여겨졌던 자동차의 시장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나라들이 침체에 빠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
금을 15달러(1만7000원)로 인상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8.5유로(1만10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
했으며 영국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파운드(1만5000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혜를 모아 임
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6년 6월 24일, 전라일보, 과장 정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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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카페라떼 효과

우리나라 커피 소비는 2014년 기준 5.9억 달러 규모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5.3%씩 성장해 약 3.6배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
렇게 증가하고 있는 커피 수입액을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로
나누면,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41잔(아메리카노 1잔
원두 10g 기준)이나 된다.
365일 중 341일을 커피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성인들. 이
성인들이 커피값을 아끼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커피 한 잔
값이 평균적으로 4,000원이라고 할 때 이를 매일 모을 경우 한
달 12만원, 1년이면 144만원이 된다. 이것을 30년간 지속하면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을 고려시 약 2억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모으고 투자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카페라떼 효과’라고 한다. 카페라떼 효과의
핵심은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소해보일지
모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이를 활용하여 미래에 큰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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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신경 써서 아끼고 모으면
하루 한 잔 커피의 값어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카페라떼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우리 각자의 카페라떼는
다를 것이다. 큰 부담 없이 지출하는 군것질 비용, 담배, 택시비,
술값 등 하루를 찬찬히 돌이켜보면 ‘나만의 카페라떼’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작은 소비가 주는 행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소비가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잠깐의 만족을
위해 더 큰 행복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좁히고 있는 것인지는 생
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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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카페라떼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카페라떼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은가? 커피 한 잔을 꿈에 그리던 곳으로의 세계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로 바꿀 수 있다면, 나 홀로
즐기는 커피 5분의 만족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6년 7월 8일, 전라일보, 조사역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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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본소득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모든 국민에게 노동 여부와 상
관없이 지급되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말한다. 지난 6월 5일 스
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고, 부결되었지
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국민 일부
를 대상으로 시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이로 인한 실업 및 양극화 문제 심화가 있다. 저소득층이 늘어
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
지능의 발전이 일자리 없는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기본소득이 나날
이 확대되는 복지정책 및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스위스 국민들이 조건 없이 지급하는 돈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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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및 공공지출 감소
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위스의 기본소득 운동단체가 제
시한 금액(매월 성인 2500 스위스프랑, 미성년 650 스위스프
랑)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30% 수준에 달하는 예산
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기본소득 보다 기존 복지제도를 선호
하고, 이민 문제 등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조세 부담이 낮은 우리나
라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증세가 필요
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
다. 어쩌면 영영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날로 심화되고 있
는 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의 변
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민들도 당장은 기본소득을
가능성 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 여길 수 있지만 그 시사점에 대
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 22일, 전라일보,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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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북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전국 기준
으로 농림어업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2014년
말 지역내총생산 기준)이나 전북은 그 비중이 8.6%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은 한·EU
(2011년), 한·미(2012년), 한·중 FTA(2015년) 등 국가 간 자유
무역협정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는 큰 변화
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 약화와 도·농
간의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농업의 6차 산업화이다.
다소 생소한 ‘6차 산업화’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의 분류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0년 영국의 경제학
자인 콜린 클라크는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1차 산업은 농업·어업 등 생산 활동이 자연과 직접 관련된 산업
을 말하며 2차 산업은 제조업·건설업 등 1차 산업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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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3차 산업은
주로 서비스업이 해당되는데 1·2차 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거나
축적하는 산업이다.
6차 산업이란 결국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
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것을 말한다. 중요
한 것은 각 산업이 단순 결합(1+2+3=6)되는 것이 아닌 유기적
으로 융합(1×2×3=6)되어야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
실이다. 즉 농업과 연계된 가공, 마케팅, 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산업이 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임실 치즈마을’ 같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
용한 농촌 체험 마을 등이 6차 산업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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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같은 초고속 교통수단 및 연계교통의 발달로 농촌 지역
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어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더욱 촉
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전북 농업 및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2016년 8월 19일, 전라일보, 과장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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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

현상유지 편향이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과거나 현
재에 이미 성립된 기준을 따르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 이론은
윌리엄 새뮤엘슨 보스턴 대학교 교수와 리저트 젝하우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주장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
킴으로써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변화에 따르는 비용이 적은 경
우에도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상유지 편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손실회피 심리이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만 원을 잃게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다. 1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 5만 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 의해 향후 기대되는 수익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도 이미 투입된 비용(매몰비용)이 있다면 그것이 아까워
서 좀처럼 기존의 선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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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유지 편향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괴짜경제학｣의 저자로 잘 알
려진 스티븐 레빗 시카고대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사람들이 현상유지 편향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실험방법은 간
단했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어떠한 의사결정(예를 들어, 다이어트
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동전 던지기와 같은 결정의 계
기를 제공해 준 것이다. 다만, 동전 던지기의 결과에 따를 것인
지 여부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6개
월 후 참가자들을 조사했다.
실험을 통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동전 던지기와
같은 사소한 계기라도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변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가 ‘변화(다이어트를 해라)’로 나
온 참가자들은 ‘현상유지(다이어트를 하지 마라)’로 나온 참가자
들보다 결과에 따른 비율이 25% 더 높았던 것이다. 또한 6개월
후에 삶이 더욱 행복해졌다고 대답한 비율이 현상유지를 택한
참가자들보다 변화를 선택한 참가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 실험은 참가자 집단의 특성, 참가자들이 자기합리화를
위해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결과는 우리에게 현상유지 편향과 함께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
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2016년 9월 5일, 전라일보, 조사역 임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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