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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김양희․김은지

이 연구는 일본의 정권이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교체되는 데 경제사회
적 배경이 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
황인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 정체와 과도한 수출의존도 증가라는 국민경제
의 수요측면에 주목한다. 신고전학파 이후 거시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총수요의 안정적 성장이 장기 경제성장에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경제는 2009년 2/4분기에 5분기 만에 0.9%
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따라서 2009년에는 전년보다 양호한 성
장이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출주도 최장기 호황이 일본경
제에 초래한 수출주도형 경제의 취약성과 가계소비의 장기정체라는 수요
측면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일본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시되는 현 시점임에도 불구
하고 일본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하는 연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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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100년 만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된 것
은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2002~07년 기간
GDP 대비 연평균 13.3%에 불과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성장을 지
속해 온 구조적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2002~07년간 일본은 신흥시장의
부상과 미․중 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게 되었다. 이는
엔화약세와 임금감소라는 두 축이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증대에 주요하
게 기여한 덕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한 ‘임
금소득 하락’은 동시에 ‘가계소비 장기정체’를 초래한 동일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주도의 불안한 호황을 누렸고, 그 귀결이 글
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수출주도의 경기침체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경제는 수출주도 경제라는 성장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장기불황 이후 일본의 가계소비가 둔화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소득환경
이 악화된 점에 기인한다. 특히 제조업계에서 수출호황기에 기업소득이
유례없이 증가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금소득은 감소되었다. 이는 불
황기에 기업이 대대적인 고용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
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채용비중을 늘렸고, 베이비붐 세대
의 대거 퇴출로 임금 프로파일의 정점에 자리하는 고임금 노동자가 사라
진 결과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느끼는 고용불안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일본의 가계소비 둔화의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정책실패도 일정 부분
자리하고 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신용경색은 민간소비 침체를 더욱 부
추겼고 특히 재정정책면에서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미흡한 고용 및 고령
화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이 소비심리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정책 부문
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배태된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수준
하락이 일본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규제완화에 힘입어 가속화되었다.

4│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면
도 있다. 이에 일본경제는 벤치마크의 대상으로든 반면교사의 대상으로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본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훨씬 높은 한국 또한 대외변수의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닌다. 이에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수출
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외변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위험분산 및 상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
반 구축이 필요하다. 가계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적정소득의 임금수준 유
지가 불가피하다. 저임금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조정이 단기적으로 기
업의 수익성 제고와 불황타개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소
비를 위축시켜 기업의 실적악화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측 가
능한 미래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불안 최
소화 및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 촉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아직 일본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수지는 양
호한 수준이나,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재정수지
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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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55년 체제’로 상징되는 자
민당의 54년간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은 2009년 8월 30일은 일본 현대사
에 한 획을 그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지각변동의 배경에는
소득격차 확대, 고용불안 및 노후불안, 막대한 국가채무 등 일본경제의 어두
운 단면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의 집권은 오늘날 일본이 안고 있는 위와
같은 제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자민당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관료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국민
은 집권경험이 거의 전무한 민주당에 대한 ‘불안’보다 자민당에 대한 ‘불만’
이 더 컸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가져온 경제사
회적 배경인 일본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표면
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인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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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와중에도 일본의 경우는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이 비교
적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일본경제가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부
문에서 국제적인 위상강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해석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뜻밖에도 일본경제는 실물경제부문에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2008년 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연율 기준)은 12.1% 감소하여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6.3%)은
물론, 영국(-6.0%), 독일(-8.2%)에 비해서도 심각한 양상을 드러냈다.
이렇듯 선진국 중에서 금융부문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일본이 왜 실물경
제부문에서는 유독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을까? 이는 버블붕괴 이후
이어진 장기불황 과정에서 GDP의 50% 이상을 점하는 가계소비가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2002년부터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높아진
수출의존도라는 일본경제의 취약성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시에 표출
되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도쿄대학의 이와이(岩井克人) 교수는 “최근 경제
위기는 ‘수출입국’ 모델의 종언”이라고 지적하였다( 財界 2009. 4. 7).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수출증가 자체에 있지 않다.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라도 호조를 보인다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수출의 대GDP 비중이 15% 정도에 불과한 일본경제의 구조상, 수출 주도로
일본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장
기불황기에 가계소비가 정체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설명가능한 일반
현상이다(Ando and Modigliani 1963). 그러나 GDP의 절반을 넘는 가계소
비가 장기간 둔화되고 있다면 이는 장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시경제
운용상의 중대 현안으로서, 원인 분석과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본에 미친 수출 급감이라는 일시적
충격보다는, 이를 계기로 드러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 특히
가계소비 정체와 과도한 수출의존도 증가라는 측면에 주목한다. 가계소비 둔

14│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소득감소를,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고용불안 및 저
출산․고령화라는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취약을 지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GDP의 지출 측면 중 최대 비
중을 점하는 가계소비와 수출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정부지출 및 설비투자에
관해서는 필요 한도 내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문제의식과 분석 틀
가. 일본경제의 수요 측면에 주목
고전파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세이의 법칙(Say's law)’에 따르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며 양자는 이자율 및 임금과 물가의 유연한 작용에 의해 늘 균
형을 이루게끔 되어 있다. 즉 총수요의 부족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측면이다.
세이의 법칙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이 공급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즉 공급주의 경
제학에서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인하가 노동공급(고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스톡을 증가시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불러
온다고 믿었다.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를 초래하나 장기적으로는
생산 및 소득 증가로 세수증대를 가져온다는 ‘레퍼 곡선(Laffer curve)’은
공급주의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신고전학파 이후 거시경제학에서는 총수요의 안정적 성장이 장기 경제성
장에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 케인즈 경제학
이 서 있다.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으로 거시경제학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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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마련한 케인즈 경제학은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
한다. 케인즈 경제학은 한 경제가 완전고용을 이루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를 중심축으로 하는 총수요의 견실한 성장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한다. 케인즈
경제학은 1960년대 말부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이를 적극 수
용한 것을 계기로 이후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까지 미국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그 폐해로 정부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증대, 그리고 재정적자
심화라는 케인즈 경제학의 전형적인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를 배경으로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공급주의 경제학과
결합되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재임 이래,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 수상 재
임 이후 규제완화, 작은 정부, 민영화, 시장 개방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확산
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 일본에서 그 효시는 나카소
네 정권(1982~89년)이라 할 수 있으며 고이즈미 정권 기간에 최고조에 달했
다.1) 그러나 공급주의 경제학도 감세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적자를 초래
한다는 점에서는 케인즈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한편 프리드만이 주창한 화폐수량설에 입각한 통화주의(monetarism)는 케
인즈 경제학의 핵심 정책수단인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과다한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에 의해 상쇄될 뿐이라고 폄하하였
다. 이들은 오히려 통화량 조절이나 정책금리 등을 통한 통화정책이 재정정
책에 비해 경기변동에의 대응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통화주의가 총수
요 촉진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점
에서는 케인즈 경제학과 대비되나, 총수요의 중요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1) 일본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은 芳賀健一(200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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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통화주의자인 동시에 자유방임주의자였던 프리
드먼은 중앙은행이 명확한 정책효과를 확신할 수 있기 전에는 섣불리 통화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총수요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그의 유명한 베이비시팅 조합 사례(Krugman 2009)에서 알 수 있
듯이 오늘날에는 재정정책뿐 아니라 통화주의에 기반한 금융정책의 유용성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즉, 오늘날 대다수 경제정책은 전통적인 케인지언이나
통화주의자와 달리 양자를 대체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크루그먼도 금융정책에 대한 과도한 신봉은 위험한 것으로, 이를 통
해 경기변동을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한다.
크루그먼이 오히려 문제삼은 것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유효성 여부가 아
니라, 그 어떤 경제정책도 경기변동을 잠재우지 못하며 따라서 불황은 주기
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통찰이 모두에게 미흡했다는 점이
다(Krugman 2008). 그 실례를 우리는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가 겪어 온 장기불황 타개에 전통적인 경제정책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과거 미국에서
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무수한 비판에 직면했다. 일본정부와 집권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한 대규모 정부투자사업이나
상품권 배포 등 일시적인 경기부양조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그
결과는 일본 GDP의 170.9%(2008년 기준)에 달하는 국가채무였다. 금융정
책은 그나마 일본의 장기불황 탈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정책금리 인하 방식이 거의 무용지물인 제
로금리 상태로 갈 때까지도 유동정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급기야 디플레이션 해소 시점까지 무제한의 통화량 확
대라는 대대적인 양적완화정책의 오랜 실시 이후 겨우 경기회복 신호가 보
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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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일본경제는 다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전대미문의 최장기 호
황을 맞았다. 그러나 그 호황을 이끈 것은 일본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
힘입은 내수의 회복이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해외수요, 즉 수출의 급증이었
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금융완화의 결과로 나타난 엔화가치의
하락과 그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입은 바 컸다. 고이즈미 정권의 대
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 회복을 더
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 효과들은 사실 일본의 정책당국이 예상치 못한 것
으로서 오히려 그로 인해 활력을 잃은 가계소비가, 수출급증과 기업의 경쟁
력 제고 뒤에 가려져 있다가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최근에서야 비로소 부각
되었다. 자유방임과 공급주의 경제학에 충실했던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
의 부작용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에 비로소 인식된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고이즈미의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정책 실패의 실례가 되어
버린 셈이다.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이 낳은 부작용이 바로 보수적인 일본의
유권자들이 54년 만에 정권 경험이 거의 없는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이기 때
문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화려한 부활은 1930년대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서였다. 일본에서는 100년 만의 위기라는 소리가 심
심찮게 들려왔다. 그러나 일본을 위시하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회
복속도가 과거의 대공황 시기에 비해 예상외로 빨랐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각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출증대를 통한 소비진작에 있었다. 다시금 케
인즈 경제학의 유용성이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도 민주당의 정책공
약(manifesto)의 밑바탕에 흐르는 경제학 사조는 정부의 역할 증대와 유효수
요 창출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이다. 그러나 케인즈 경제학의
부활은 케인즈 경제학의 부(負)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지출 부
담, 인플레이션 우려, 구축효과 발생 우려도 동시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민주당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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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경제가 그간 등한시해 온 수요 측
면에 주목한다. 일본경제가 2009년 2/4분기에는 5분기 만에 0.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다. 2009년 -3%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출주도 최장기 호황이 일본에 초래한 수출의존경제의 취약성과 가계
소비의 장기둔화라는 구조적 변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경제가 최
악의 상황을 벗어나 2009년 -3%라는 그나마 과거의 전망치에 비해 낙관적
인 전망이 조심스레 제시되는 현 시점에서도 일본경제의 수요 측면의 변화
에 주목하는 이 연구의 의의가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나. 국민소득통계 분석의 기초
한 국민경제의 영역에서 일정기간 중 자국의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국제적
으로 통일된 회계기준(System of National Account)2)에 따라 작성한 것을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이라고 한다(한국은행 2005). 국민계정은 국민
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
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 나라
의 경제활동을 소득순환 중심으로 파악한 일종의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라
하겠다. 여기에는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이 포함된다.

2) 국민소득통계의 기원은 17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오늘날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29년의 대
공황을 계기로 당시 각국 정부가 미증유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거시경제통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부터다. 이후 점차 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
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3년 UN은 최초로 국민계정 체계와 부표라는 편제지침서를 발표하게 된다. 이렇
게 해서 탄생한 1953 SNA는 1968 SNA 단계를 거쳐 1993년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개
정하여 오늘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993 SNA로 개선되기에 이른다(한국은행 2005, pp. 8~10). 한국과 일본
도 현재 1993 SNA 기준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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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통계의 추계는 생산된 부가가치의 생산, 지출(처분), 분배(배분)
중 어느 측면을 보는가에 따라 생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이 세 가지의 총합은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
라 이론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이 중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지출국민소
득과 분배국민소득이다.
❚ 표 1-1. 국내총생산(지출 측면)의 주요 항목별 비중 ❚
민간최종소비지출
국내수요
(내수)

민간수요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지출
민간주택
민간기업설비
민간재고품 증가
정부최종소비지출

공적수요

공적고정자본형성
공적재고품 증가

해외수요
(외수)

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

재화의 수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서비스의 수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공제)

서비스의 수입

재화의 수입

자료: 日本 內閣府, SNA 통계표를 토대로 작성.

지출국민소득은 국내수요와 해외수요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민간수요’와
‘공적수요’로 이루어지며 ‘민간수요’는 다시 ‘민간최종소비지출’, ‘민간주택’,
‘민간기업설비’ 및 ‘민간재고품 증가’의 네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일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경우 그 대부분이 가계최종소비
지출이므로 이하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가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민간수요를 파악할 것이다. ‘공적수요’는 ‘정부최종소비지출’, ‘공적고정자본
형성’ 및 ‘공적 재고품 증가’의 세 분야로 구분된다. 후자는 ‘재화와 서비스
의 수출’ 및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공제)’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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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은 국내외에서 행한 모든 생산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소득(부가
가치)을 어느 경제주체에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지불되는 급료와 임금인 ‘피용자보수’,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
인 ‘영업잉여(기업소득)’, 타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와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생산 및 수입세’, 생산주체에게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빌려 준 대가로 받는 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으로 나
뉜다. 이와 같이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분배받
는 소득을 본원소득(primary income)이라고 한다.
이때 국민소득은 평가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실제 시장에서
지급한 가격으로서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뺀 금액이
‘시장가격 기준 국민소득’으로서 이는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국민순소득(NNI)과 같은 개념이다. 여기에 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하
고 보조금을 더한 것이 ‘요소비용 기준 국민소득’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이라 할 때는 후자를 말한다.
한편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경제주체 간에 이전되는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보험금, 구호금, 장학금, 기부금 등의 ‘이전소득’이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은
소득세 혹은 법인세와 같이 소득과 부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금 즉 경상세를
정부에 납부하는데 이를 ‘경상이전’이라고 한다. 이전소득과 경상이전을 통
해 사회 전체의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
피용자보수, 영업잉여(기업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분배된 본원소득인 국민
소득은 다시 여러 형태로 경제주체들 간에 재분배되고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이 되고 여기에 연금기금과 연금준비금의 변동액이 더해진 금액이 최종 소
비지출로 쓰이거나 저축으로 돌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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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최근 일본경제가 금융부문보다
실물경제부문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점을 살펴
볼 것이다. 나아가, 일본경제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2/4분기
에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자율적인 회복 전망은 그다지 밝
지 않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GDP 지출 측면의 각 항목별 비중 및 성장률과 기여
율 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일본경제가 수출의존형 성장구조로 정착한 원
인과 결과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의 수출이 어떠
한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가계소비의 둔
화실태와 그 원인을 규명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소득감소뿐 아니라 고용불
안 및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가 어떻게 가계소비 위축을 초래하
고 있는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전망을 내
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볼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
고 향후 연구과제도 던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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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부문
일본은 금융위기 발생 초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금융부문에 미치는
피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은 그 이유로 일본 금융기관들이 2002
년부터 지속된 부실채권처리와 BIS 자기자본규제를 통하여 은행시스템의 건
전화를 도모한 점과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체제에 의한 위기관리시스템도 과
거에 비해 상당히 정비된 점을 꼽고 있다. 이보다 실질적인 이유로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파생상품 운영 등 업무변화의 국제적 흐
름에 뒤처져 있어 다행스럽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상품에 대한 손실
규모가 적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지닌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
시에 금융불안과 주택시장 붕괴로 주요국의 금융기능이 마비된 것에 비하면,
일본은 일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정도에 그쳐 금
융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금융부
문에서도 서구 정도는 아니지만 급속한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신용경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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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기도 하였다. 금융부문에서의 주가하락에 따른 신용수축 등 금융위기
의 악영향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기업이 자금조달 시 겪는 어려움이 가
중되었다. 금융기관들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기업실적의
악화, 신용 리스크 상승, 부실채권 증가라는 부(負)의 연쇄 효과를 유발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3) 일부 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자기자본
대비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어 은행부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일본은행이 조사한 ｢주요은행의 대출동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
년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자금수요가 크게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이유로 ‘다른 조달수단으로부터의 이동’,
‘유동성 자금 확보’를 지목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사채나 기업어음(CP) 거래
가 사실상 정지되면서 직접 금융시장으로부터 사채나 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곤란해지자 기업들이 간접금융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차적으로 자금
조달 여건 악화를 우려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세하면서
자금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융자태도는 장기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일
본은행이 해당 조사를 2000년 4월에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008년 7월 조
사에서 대기업 대상의 융자에 대해 ‘신중’이라고 대답한 은행비율이 ‘적극’
이라고 대답한 비율을 상회하였다. 대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
관의 융자태도는 2008년 8월 이후부터 신중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융자태도로 전환되는

3) 經濟同友會(2009. 4. 22)에 의하면, 부실채권 손실금액(전국은행 기준)은 2006년 이후 증가 추이(2006년 3,629
억 엔 → 2007년 10,460억 엔→ 2008년 11,238억 엔)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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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의 긴
급경제대책을 통하여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대출확대를 중점적으로 강화한 대책들이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림 2-1. 일본 주요은행의 자금수요 동향 ❚

주: 자금수요판단 DI는 과거 3개월간 자금수요가 ‘증가’한 비율에서 ‘감소’한 비율을 제외한 값임.
자료: 日本銀行(2009. 4), 主要銀行貸出動向設問調査 .

❚ 그림 2-2. 일본 주요은행의 융자태도 ❚

주: 금융기관의 융자태도 DI는 과거 3개월간 융자태도가 ‘적극적’인 은행비율에서 ‘소극적’인 은행비율을 제
외한 값임.
자료: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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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주가는 해외시장의 급락에 연동되어 버블 붕
괴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이와 동시에 급격한 엔고도 지속되었다. 2008
년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엔화 상승은 기존의 헤지펀드 등이 일본의 저금리
를 이용하여 엔화자금을 빌려 달러로 바꾼 뒤 신흥시장에 투자해 온 엔캐리
자금(약 40조 엔 규모)에 대한 자금회수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 그림 2-3. 일본의 환율 및 주가 추이 ❚

자료: Bloomberg.

최근에는 엔화 강세 기조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주가도 실물경제 회복
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엔화 환율은
2008년 하반기의 최고점(110.53, 2008/8/15) 대비 저점(87.24, 2008/12/17)
기간 동안 21.1%나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3월 이후에는 90엔 후
반대까지 상승하였다가 6월부터 8월까지는 95엔대 전후에서 등락하면서 엔
화 강세 기조가 약화되었다. 주가는 2008년 하반기에 해외시장의 급락에 영
향을 받아 버블 붕괴 이후 최저치인 6,994엔(2008/10/25)을 기록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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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8,000엔 대로 반등한 이후 미국의 주가 회복과 일본기업의 실적 개
선으로 2009년 8월 14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10,597엔까지 상승하였다.

2. 실물부문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일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금융부문보다는 실물부문에서 극
심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과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국면을 시현하였으나 2007년
10월을 정점으로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의 충
격까지 더해져 총체적인 위기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일
본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파급되면서 수출급감→생산
감소→기업이익 감소→설비투자 감소→고용환경 악화→임금하락→가계
소비 감소라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되었고, 그 결과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3.2%)을 기록하였다.
❚ 표 2-1. 일본의 연도별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
(단위: 전년도대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GDP

1.1

2.1

2.0

2.3

2.3

1.8

-3.2

기여도

가계소비

1.2

0.5

1.2

1.8

1.1

1.0

-0.6

-0.3

설비투자

-2.9

6.1

6.8

6.2

5.5

2.1

-9.6

-1.5

공공투자

-5.4

-9.5

-12.7

-5.6

-8.8

-6.3

-4.4

-0.2

수출

11.5

9.8

11.4

9.0

8.3

9.3

-10.2

-1.8

수입

4.8

3.0

8.5

5.9

3.1

1.7

-3.7

0.6

주: 회계연도(4월∼익년도 3월) 기준의 실질GDP 증가율을 작성한 것임.
자료: 日本 內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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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을 수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수출
급감이 경기감속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까
지 실물경제 침체가 확산되면서 엔화 강세도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수출감소를 더욱더 부추긴 결과, 2008년도 수출의 GDP 증가율은
-10.2%로 급감하였다. 수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08년도 기준으로 14.8%
에 불과하지만, 그 기여도가 -1.8%포인트로 마이너스 성장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요인으로는 설비투자의 급감이다. 2008년도 설비투자의 GDP 증가
율은 -9.6%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여도(-1.5%포인트)도 수출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수출 급감으로 인한 기업수익 악화는 생산위축을 유발시켜 설비투자를 크게
감소시켰다. 특히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인한 수출 급감이 과잉공급 문제를
유발하면서 설비투자의 하락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셋째 요인으로는 장기호황기에도 크게 호전되지 못했던 가계소비가 또다
시 악화된 점이다. 세계경기의 감속이 일본기업의 수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데다 엔고로 인하여 기업수익이 크게 감소하자, 일본에서도 대량해고 계획,
신규채용 취소 등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 들어서면서 소
니(총 16,000명 중 비정규직 8,000명)를 비롯하여 도요타(비정규직 3,000
명), 닛산(비정규직 1,500명), 마츠다(비정규직 1,300명), 미츠비시(비정규직
1,100명)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감원계획을
내놓았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급격한 고용악화가 전개되면서 가
계소비도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의 체감경기는 제1차 석유위기 당시
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기업의 수익환경도 유례를 찾
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2009년 3월 시점에 시행된 단칸조사(단기
경제관측조사)4)에서 대기업제조업의 경기체감지수는 2008년 12월 시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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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포인트 하락한 -58을 기록하였다. 이는 제1차 석유위기 당시인 1975년 5
월 조사치(-57)를 상회하여 과거 최악의 수준을 경신한 것이다. 이후 2009년
6월 시점의 단칸조사 결과에서는 경기체감지수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수출
급감에 따른 대량감산을 배경으로 일본기업의 설비과잉 및 고용과잉 체감지
수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과잉문제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설비 및 고용 과잉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용조
정이 가속화되고 설비투자계획도 축소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일본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안정화 대책과 긴
급경제안정대책을 잇따라 발표하였다.5) 금융시장안정화 대책으로는 2차례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0.5% →0.1%), 국채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1.4
조 엔),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21조 엔), 주식시장안정화
대책(20조 엔),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10조 엔)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 긴급경제대책을 책정하였다. 생활대책
(2008년 10월, 5조 엔), 생활방어긴급대책(2008년 12월, 4조 엔), 경제위기
대책(2009년 4월, 15.4조 엔)에서 책정된 재정지원의 총 규모는 24.4조 엔
에 달하며, 이는 2000년 이후 10차례에 걸친 경제대책 규모의 약 3배에 이
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긴급경제대책은 주로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중소기업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세 차례
의 긴급경제대책에 관련된 추경예산안 편성이 지연되면서 2008년도 말 위기
상황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일본은행은 분기마다 1만 314개사를 대상으로 단칸조사를 시행하여 기업의 실물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는 경기판
단지수(DI: Diffusion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경기체감지수는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를 지수화한 것이며, 설비 및 고용 체감지수는 각각에 대한 ‘과잉’이라
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부족’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5)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형근(200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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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일본 제조업 대기업의 단칸지수 추이 ❚

주: 경기체감지수는 [좋다]－[나쁘다], 설비체감지수와 고용체감지수는 [과잉]－[부족].
자료: 日本銀行.

나. 2009년 2분기 GDP 성장률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실질기준으로 전기대비 0.9%(연율 3.7%)를
기록, 5분기 만에 겨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플러스 성장은 수출경
기 회복과 긴급경제대책의 효과로 인한 가계소비와 공공투자의 증가가 견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주요국의 재고조정 진전 및 경기대책 효
과로 중국을 비롯한 대아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5분기 만에 증가세
(-22.5%→6.3%)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수출회복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4조 위엔 규모의 경제대책 특수에 힘입어 화학제품․비철금속과 같은 소
재업종과 IT관련 부품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진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에서의 공공투자 규모가 점차 조정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출회복
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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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일본의 분기별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
(단위: 전기대비, %)
2008

2009

1/4

2/4

3/4

4/4

1/4

2/4

기여도

실질GDP

1.0

-1.1

-1.0

-3.5

-3.1

0.9

-

가계소비

1.3

-1.0

0.1

-0.7

-1.2

0.8

0.5

설비투자

1.3

-1.7

-4.9

-7.1

-8.5

-4.3

-0.6

공공투자

-3.4

-5.1

1.7

2.2

2.6

8.1

0.4

수출

6.0

-4.1

-0.8

-13.6

-22.5

6.3

0.8

수입

3.0

-3.1

0.2

2.5

-14.9

-5.1

0.8

주: 회계연도(4월∼익년도 3월) 기준 실질GDP 증가율(계절조정치)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 內閣府(2009. 8. 17), ｢ 質ＧＤＰ成長率1次速報値｣.

가계소비는 각종 경제대책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3분기 만에 증가세
(-1.2% →0.8%)로 전환되었다. 이는 4월 이후부터 정액급부금 지급,6) 에코
카 감세 효과7) 등 경기대책 효과가 발생하면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지출증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경기후행지수에 해당되는 실업률은
2009년 1월 4.1%에서 7월 5.7%로 과거 최악의 수준인 5.5%(2002년 8월
시점)를 경신하였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확대되
면서 7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36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구직자 대비 구
인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2008년 10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09년 7월 현재 0.42배(계절조정치)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처럼 가계소비를 지탱하는 고용․소득 환경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가계소비는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 일본정부는 경기대책의 일환으로서 가계소비진작을 위해 2조 엔 규모(1인당 1만 2,000엔, 65세 이상 및 18세
미만의 경우 2만 엔)의 정액급부금을 책정하여, 2009년 7월 27일 시점까지 대상자 중 91.4%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다.
7) 일본정부는 내수진작 및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저연비차량을 대상으로 에코카 감세 및
보조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원책의 영향으로 2009년 8월 승용차 판매대수가 2008년 7월 이래 13개
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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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일본의 실업률 및 취업자 수의 추이 ❚

자료: 日本 總務省, ｢勞動力調査｣.

공공투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집행 및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등
을 배경으로 증가세(2.6% →8.1%)가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정부는 약 7.1조
엔 규모의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6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55.8%의 계
약을 완료하였고, 9월까지 금년도 추경예산을 통한 공공사업의 발주를 본격
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댐건설 중단 등 공공투
자 삭감이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면서 공공투자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
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설비투자는 수출과 생산회복에도 불구하고 향후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설비투
자의 감소폭(-8.5% →-4.3%)이 축소되면서 급속한 감소 추세는 탈피하였지
만, 증가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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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일본정부는 4월 27일 2009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0.0%에서 -3.3%
로 크게 하향조정, 2년 연속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2009년도 GDP 성장률은 작년 12월 시점에서 실질 0.0%, 명목 0.1%
로 예상된 바 있으나, 4월 시점에서 실질 -3.3%, 명목 -3.0%로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일본정부는 전망치를 하향 수정한 이유를 2008년도 후반부터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감하여 유례없는 속도로 경기가 악화
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 표 2-3. 2009년도 일본경제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
일본정부

일본총합연구소

미즈호총합연구소

2008년 12월 2009년 4월 2009년 6월 2009년 8월 2009년 6월 2009년 8월

실질GDP 성장률
개인소비
설비투자
공공투자
수출

0.0
0.4
-4.2
2.2
-3.2

-3.3
0.3
-14.1
18.6
-27.6

-3.5
-0.5
-14.5
5.3
-23.6

-2.8
-0.0
-16.5
14.9
-15.5

-3.8
0.7
-17.8
14.7
-20.4

-3.1
0.3
-18.0
16.7
-16.9

명목GDP 성장률

0.1

-3.0

-3.7

-3.6

-2.8

-3.3

소비자물가

-0.4

-1.3

-0.9

-0.9

-1.5

-1.3

실업률

4.7

5.2

-

-

5.3

5.5

자료: 日本 內閣府(2009. 4. 27); JRI 日本總合硏究所(2009. 6. 11 및 2009. 8. 17); みずほ總合硏究所
(2009. 6. 12 및 2009. 8. 19).

최근에 일본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분기 GDP 성장률 실적치를 반영하여
2009년도 경제전망치를 소폭 상향 수정하고 있다. 2009년도 GDP 성장률이
소폭 조정되었다고 해도 -3% 내외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경제는 2008년도
와 2009년도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
본총합연구소(JRI)와 미즈호총합연구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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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거 6개월 동안의 급속한 경기후퇴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설
비투자 감소와 가계소비 둔화가 지속되어 또다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하반기 이후 일본경제가 수출과 공공투자를 중
심으로 회복세를 견지해 갈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다. 특히 공공투자의 경우 민주당 정권의 정책변화에 의해 직접
적으로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
본경제는 2010년에 가서야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맞추어 수출증가와 설비투
자 회복에 힘입어 1%대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일본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이 또다시 장기
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9년 6월 소비자물가지
수는 전년대비 -1.7%를 기록, 2개월 연속 과거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으로 본원통화가 급증하였음에도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억제 및 건축수요 부진으로 인한 소재가격 및 수
입상품가격의 하락이 소비자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일본 상장기업의 2009년 3월기 당기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
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되어 고용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불안
문제는 정부의 긴급경제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2009년 실업률 전망치를 4.7%에서 5.2%로 상향조정
하였고, 미즈호총합연구소 역시 5.3%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등 고용환
경은 점차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가계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그 결과 GDP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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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출의존구조의 정착과
글로벌 금융위기

1. 수출의존구조의 정착
가. 수출의존형 최장기 경기회복국면(2002~07)을 시현
현재 일본경제는 제14 순환국면으로 1990년대 이후 세 번째 경기순환국
면에 해당된다. 일본정부는 제14 순환국면의 경기확장국면이 2002년 1월(저
점)부터 2007년 10월(정점)까지 69개월간 지속된 이후, 2007년 10월을 정
점으로 11월부터 경기후퇴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였다(経済社會總合硏究所
2009).
2002년 1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국면은 1990년대 두 차례의 경기회복국
면이 2년 내지 3년간의 단기적인 회복국면으로 끝난 점과는 대조적으로 6년
에 가까운 전후 최장의 확장국면을 시현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 시기 경
기동향지수(일치지수)를 살펴보면 경기정점에서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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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을 전후로 1년 정도에 걸쳐 완만한 하강속도가 견지되었다. 하
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로 파급되면서,
경기동향지수는 과거 경기후퇴국면과는 대조적으로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 그림 3-1. 일본 경기동향지수의 추이 ❚

주: 일치지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日本 內閣府
社會總合硏究所(2009. 4), ｢景氣動向指數｣.

GDP 성장률의 장기 추이를 [그림 3-2]에서 살펴보면 2002년 이후의 경
기회복은 과거에 비하여 장기간 지속된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약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시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의 실질GDP 성장률은 연평균 2.0%를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이자
나기 경기(10.1%) 및 버블 경기(4.5%)는 물론 1990년대의 1차 경기회복국
면의 성장률(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에 해당된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이 2%에 머물러 있는데다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이 저조하여 ‘풍요로움을 느
낄 수 없는 호경기’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이 기간을 ‘이자나기 경기’와 대
비시켜 ‘이자나미 경기’로 칭하기도 하며, 내용상의 특징을 살려 ‘구조조정
경기’, ‘격차형 경기’, ‘무실감 경기’라고도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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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일본 GDP 성장률의 장기 추이(1956～2008년) ❚
(단위: %)

주: 1) GDP 실적은 회계연도 전년대비 기준이며, 단 2008년 실적은 歷年 전년대비 기준으로 작성함.
2) 1956～80년까지의 GDP 실적은 舊 시계열 기준에 따른 수치임.
자료: 日本 內閣府, ｢ 民 計算SNA） 連統計｣.

또한 최근 경기회복은 과거에 비하여 회복력이 약한 가운데 수출의 기여
도가 현저히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9) 이를 반영하여 이하에서는 이 시기 경
기확장국면을 편의상 ‘수출호황국면’으로 칭하기로 하겠다. [표 3-1]에서 수
요 항목별 GDP 기여도 추이를 각각의 경기순환별로 구분하면, 이자나기 경
기부터 최근 수출호황국면까지 설비투자와 가계소비의 기여도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자나기 경기와 버블경기 시점과 비교하면, 무엇
보다 가계소비 기여도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공적수요는 1990년
대 이후 공공투자 감소를 배경으로 GDP에 대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

8) ‘이자나기 경기’란 1966~70년에 걸쳐 57개월간 이어진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기였으나 이 기록은 2002년 2월
부터 2007년 10월까지 69개월간 지속된 수출호황에 의해 경신되었다. 이자나기는 일본 건국신화에서 일본을
세웠다고 알려지는 남신 ‘이자나기노미코토(いざなぎのみこと)’를 의미한다. 이자나미(いざなみ)는 이자나기의
처이자 여신이다(http://ja.wikipedia.org).
9) 日本 經濟産業省(2007), 中小企業白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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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편 수출의 기여도는 이자나기 경기와 버블경기 시점에서 모두 마
이너스로 나타났으나, 수출호황국면에서 크게 증가하여 가계소비의 기여도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2002년 이후의 수출호황국면
은 과거에 비하여 설비투자와 가계소비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가운
데 수출이 경기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 표 3-1. 주요 지출항목별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의 추이 ❚
(단위: %)

가계소비 설비투자 공적수요
이자나기 경기(1965. 10～70 .7)

5.83

2.84

수출

1.53

- 0.24

버블 경기(1986. 11～91. 2)

2.43

2.03

0.62

- 0.23

1990년대 첫 번째 회복국면(1993. 10～97. 5)

0.90

0.97

0.35

0.05

1990년대 두 번째 회복국면(1999. 1～2000. 11)

0.55

1.04

- 0.04

- 0.04

수출호황국면(2002. 1～07. 10)

0.68

0.87

- 0.15

0.65

주: 기여도는 연평균 기준임. 단, 최근 회복국면의 실적만 회계연도 평균을 기준으로 재작성한 것임.
자료: 日本
産業省(2007), 中小企業白書 .

나. GDP 수요 항목 중 수출비중 급증
일본경제의 국민계정은 지출 측면에서 내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본의 경우 1억 2,000만의 거대 내수시장이 있어 국내총생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이 민간최종소비지출(특히 가계부문)이고, 그 뒤를 민간설
비투자(특히 건설 및 설비투자)가 잇고 있으며 수출(특히 재화의 수출)과 수
입은 주요국에 비해 모두 낮은 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난 장기불황 과정에서 민간소비 침체로 인해 GDP
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거대 내수시장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지속
적으로 정체되어 왔다. 공공투자는 장기불황기에 경기회복의 타개책으로 마
련된 긴급대책에 힘입어 비중이 높아졌으나, 고이즈미 정권 이래 그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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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2년 이래 수출의
비중 증가가 현저하고, 그로 인해 수출의존적 설비투자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GDP에서 점하는 각 수요항목의 비중이 변화되었다. 버블붕괴 뒤
경기회복기가 시작되는 1994년에 GDP에서 가계소비와 수출이 각기 점하는
비중은 55.7%, 8.6%로 내수시장이 앞도적인 우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수출
호황국면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1년 수출비중은 10.2%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6%에 이르며 설비투자의 추세는 이러한 수출
증가세와 동조적인 흐름을 보이며 수출호황국면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
면, 수출과 설비투자의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가계소비는 수출호황국면이 시
작되는 2002년 56.3%를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서 2007년 54.1%
로 감소한 뒤 2008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쳐 수출호황국면이 말
그대로 가계소비가 아닌 수출과 그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에 의한 것임을 뒷
받침한다.
❚ 그림 3-3. 일본의 실질GDP 지출 측면의 구성비 추이 ❚
(단위: %)

주: 1) 1980～93년까지는 ‘平成７ 年 기준’으로, 1994～2008년까지는 ‘平成 12歷年 기준’ 장기 시계열 데
이터를 참고하여 작성.
2) 역년 실질 계절조정치 GDP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 內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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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과거 이자나기 경기 당시 경제성장은 단연 가계소비에 의해 견
인되었던 반면 2002년 이후 호황을 견인한 것은 수출증대로서, 이를 계기로
일본경제는 수출의존형 성장 기조가 자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장기 호황기
에 일본경제는 GDP 대비 비중이 적어 성장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
출에 의존함으로써 불안한 성장이 지속되는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다. 주요 수요 항목별 성장률과 기여도의 변화
[그림 3-4]는 1960년대 이후 연도별 실질GDP 지출 측면의 성장률을 버
블호황기 전후 및 수출호황기를 중심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파악한 것으로
서, 먼저 1960년부터 버블붕괴 직전인 1990년까지는 가계소비의 성장률도
기본적으로 높았으나 그에 비해 수출이나 설비투자의 성장률이 더 높았던
시기이다. 그러나 1991～2001년의 장기불황기에는 가계소비가 크게 위축되
어 평균 1.6% 성장에 머물고 수출 또한 3.4% 성장에 그치며 설비투자는
-0.7% 감소세를 보이며 크게 위축된다. 이후 수출호황국면에는 가계소비가
1.1%로 더욱 침체된 반면, 수출은 9.3%로 대폭 증가하며 설비투자 또한 이
전 시기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 3.7% 성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항목의 세 부문이 정작 GDP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일까? [그림 3-5]는 1960년대 이후 연도별 실질GDP 지출 측면의 기여도
를 버블호황기 전후 및 수출호황기를 중심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파악한 것
이다. 이를 보면 1960년부터 버블호황기가 끝나는 1990년까지 가계소비의
연평균 기여도는 3.6%포인트로 수출(0.6%포인트)이나 설비투자(1.2%포인트)
에 비해 단연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장기불황기에는 가계소비의 기여도가 0.8%포인트로 대폭 축소되었고 수출도
이전 시기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고 설비투자 또한 -0.2%포인트를 기록하
여 동 시기 일본경제의 침체정도가 특히 가계소비 침체에 기인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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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편 수출호황기에도 가계소비의 침체가 지속된 결과,
기여도는 이전 시기보다 더 축소하여 0.7%포인트를 기록하였다. 반면 수출
은 사상최대인 1.2%포인트를 기록하며 설비투자 또한 이전 시기의 침체에서
벗어나 0.5%포인트를 기록한다. 특히 2004년의 수출 기여도는 1.7%포인트
로 1956년 이래 최고수준을 보였다.

❚ 그림 3-4. 일본의 수요 항목별 실질GDP 성장률 ❚

❚ 그림 3-5. 일본의 수요 항목별 실질GDP 기여도 ❚

(단위: %)

(단위: %포인트)

자료: 日本 內閣府.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 급감
가. 수출호황국면의 수출 급증
수출호황국면에서 수출은 연평균 9.3% 성장하며 동 기간 연평균 4.1%
성장에 그친 수입과는 대조적으로 활황을 거듭했다.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
기의 경기회복경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수출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
지면서 설비투자 증가를 유발하고, 설비투자와 생산의 증가로 고용조건을 호
전시켜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기제가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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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일본의 수출입 추이 ❚
(단위: 십억 엔)

자료: 日本 財務省.

일본의 주요 지역별 수출 현황을 [그림 3-7]에서 살펴보면, 1985년에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중수출
급증으로 동아시아 비중이 높아지고 이후 줄곧 동 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
로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IT 버블이 불러 온 호황에 힘입어 미국시장
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수출호황기에도 동아시아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 그림 3-7. 일본의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
(단위: 십억 엔)

자료: 日本 財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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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수출을 주도해 온 업종은 첨단기술 및 중급 첨단기술을 요
하는 자동차(부품 포함), 전기기기, 일반기계의 세 업종으로서 이들은 총수출
의 61.1%를 점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05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07년에는 총수출의 21.1%를 점하는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점이 주목
을 끈다.10)
❚ 그림 3-8. 일본의 주요 업종별 수출 추이 ❚

자료: 日本 財務省.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급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실적을 [그림 3-9]에서 살펴보면, 세계경기의
동반 침체 및 엔고 영향을 배경으로 2009년 6월 전년동월대비(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이상 동일 기준) -35.7%로 9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
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수출입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2008년 3월을 정점

10) 이들 품목은 일본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이 G7 주요국 중 독일 다음으로 높아 세계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양상을 보인다. Martin Sommer(2009)에 의하면 첨단기술부문은 컴퓨터, 시청각관련 제품, IT 제품, 정밀기
계장치, 항공기 및 의약품을 의미하며, 중급 첨단기술제품은 운송기기, 기계 및 화학을 의미한다.

43

제3장 수출의존구조의 정착과 글로벌 금융위기 │

으로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진 뒤 2009년 2월의
감소율은 무려 49.4%에 이른다. 3월부터 이러한 감소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는 경향(5월 -40.9% →6월 -35.7%)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입도 2008년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수입의 감소폭은 수출에 비
하여 급속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2009년 5월과 6월에 모두 40%대의 감
소율을 기록하여 수출에 비하여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
역수지는 2008년 10월에 2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고 2009년 1월까지 4
개월 동안 적자상황이 지속되었다. 이후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면
서 2009년 2월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흑자 규모도 2009년 5월
2,982억 엔에서 6월 5,080억 엔으로 확대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초기 대선진국의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던 대아시아 수출이 2009년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였
다. 2002년부터 시작된 왕성한 수출의 신장세는 2007년에 접어들어 변화하
기 시작하는데, 먼저 대미수출의 증가율이 2007년 2월에 10%대 이하로 떨
어지고 급기야 4월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뒤 9월부터는 마이너스 성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수출증가율이 2008년 8월 -21.8%로 급락한
이후 11월, 12월 모두 -30%대로 2009년 2월에는 -58.4%라는 최악의 실적
을 기록하였다. 2009년 4월 이후부터 감소폭이 조금씩 진정의 기미를 보이
면서 6월에 -37.6%로 회복되었다. 대EU 수출도 대미수출과 유사한 경로로
진행되나 그 정도는 미국보다 다소 양호해 2008년 6월 비로소 감소세로 전
환되었다. 이후 7월에 증가세로 잠시 전환한 뒤로는 급락일로를 달리다
2009년 3월에 56.1%나 감소하였다. 2009년 5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5월
-45.4 →6월 -41.4%)되고 있으나 그 폭은 대미수출의 회복에 비하여 소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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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일본의 수출입 및 증감률의 추이 ❚

주: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임.
자료: 日本 財務省.

❚ 그림 3-10. 일본의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 ❚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日本 財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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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점하던 대아시아 수출은 2007년 이후 증가율
은 주춤하면서도 증가하였으나 2008년 7월을 정점으로 이후 추락세로 돌아
선 뒤 10월 이후 성장률은 급속히 감소세로 반전하여 2009년 2월에는
46.3% 감소를 기록하였다. 대아시아 수출은 미국과 EU에 비해 최악의 상황
을 가장 먼저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축
소되고 있다. 특히 대중수출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폭이 축소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경제대책 특수에 힘입어 일본기업의 대
중수출 감소율은 2009년 1월 -45.2%에서 6월 -23.7%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핵심 중간재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미국과 EU 같은 선
진국 시장뿐 아니라 이들 시장에의 최종재 수출을 겨냥한 동아시아 주요 개
도국의 수출도 주종을 이루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생산
이 위축되자 중간재 생산비중이 높은 일본이 양 지역에서 수출감소라는 이
중 타격을 입게 되었다. 즉 2005～07년간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다가 2008년에 들어 대미수출의 감소가 두
드러지고 12월부터는 미국뿐 아니라 EU, 중국,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로 인해 수출실적은 35%나 감소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급
기야 -49.4%로 반감하였다.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우선 일본의 대미수출
이 감소하고, 중국, 아시아의 대미수출 감소에 따른 일본의 이들 국가 지역
으로의 수출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2월 이후부터 6월까지
의 지역별 수출실적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수출 총액기준으로도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별 특징을 살펴보면, 단가가 높은 수송기계 등 고
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대미수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
본의 중간재 수출도 동남아 생산 네트워크를 거쳐 결국은 미국의 최종재 수
출로 연결되어 있어 대미수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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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은 미국의 소비후퇴로 인한 대미수출 감소와 대아시
아 수출 감소라는 이중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그림 3-11.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 ❚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 財務省.

특히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부가
가치가 높은 품목의 수출 감소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가
가치가 높지 않은 상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이 극심
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10～20%대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도 자동차의 경우 최고가의 내구재이며 판매시장이 할부
금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금융위기로 인한 할부금융의 위축 및 다수 신
용불량자 속출, 소득수준 악화가 겹쳐 구매가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월평균
53%나 급감하였다.
수출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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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입수요가 감소한 데 더해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급격한
엔화가치 상승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급격한 엔고는
금융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캐리 자금에 대한 회수가 진행되면서 발
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엔화가치 자체가 일본의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기호황기에는 일본의 투자가와 기업들은 적극적으
로 대외투자를 시행하기 때문에 엔저가 되지만, 경기후퇴기에는 대외투자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기 때문에 엔고 현상이 나타난다. 일본의 경기후퇴가 심각
해질수록 외화표시 자산의 매각 움직임이 강화되고 엔고 압력이 더욱 가세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은 2002년 이후 장기간 지속
된 초저금리와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렸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엔고 현
상에 따른 수출 감소의 직격탄을 입어 매출손실과 영업손실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 그림 3-12. 일본의 수출실적 및 엔화 환율 추이 ❚

자료: Bloomberg.

또한 2007년 이후부터 기업의 생산과 설비투자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된 결과 수출과 내수와의 상관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수출 급감이 일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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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졌다. 수출과 설비투자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수출 감소가 직접적으로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수출과 설비투자와의 상관관계가 시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차
가 2007년 이후부터 크게 감소하여 수출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설비투자 조
정으로 반영되고 있다.
❚ 그림 3-13. 일본 GDP의 수요 항목별 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 ❚

자료: 日本

産業省(2009), 通商白書 .

수출과 생산과의 상관관계도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수요 항목별 생산유
발금액(가계소비, 투자, 수출에 의한 제조업 생산액)의 추이를 보면 2000년
에는 가계소비에 의해 유발된 생산금액의 비율이 약 42.5%로 가장 높은 수
준이었지만, 2007년에는 소비에 의한 유발금액 비율이 35.6%로 감소하였다.
한편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금액은 2000년 27.8%에서 2007년 37.7%로 증
가하여 가계소비에 의한 유발금액을 초월하여 수요 항목 중 제조업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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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의 주요 수출업종인 수송기계, 일반기계, 전기기계의 수출비중
과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모두 전산업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는 이들 세 가지 업종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생산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수
출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른 시차가 발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생산감소로 연
계되어 일본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설비투자, 생산이 수출에 강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감소에 의한 경기후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되
고 있다.
❚ 표 3-2. 주요 수출업종의 생산파급효과 ❚
부 문

수출금액 구성비(%)

수출비중(%)

생산파급효과

수송기계

23.7%

29.0%

2.82배

일반기계

19.7%

27.9%

2.20배

전기기계

19.1%

34.9%

2.14배

전산업 평균

-

7.6%

1.93배

주: 財務省, ｢平成20年度 貿易統計｣; 總務省, ｢平成17年度 産業連 表 基本表｣를 참고하여 經濟産業省이 작성.
자료: 日本 經濟産業省(2009), 通商白書 .

3. 평가 및 전망
2008년 9월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일본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배
경으로 금융부문에서의 영향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
으나, 실물부문에서는 2008년 4분기, 2009년 1분기 연속으로 미국이나 유럽
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실물경기가 급속히 침
체된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본 장에서는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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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부문보다 실물부문에 집중된 원인을 수출형 성장구조에서 찾고 있다. 일본
경제가 2002년부터 6년간 지속되었던 수출호황기에 자리하게 된 수출 의존
형 체질로 굳어진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
부문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 규모의 수요 감소와 엔고에 의한 수출 급감으
로 내수 전체의 침체로 연계되면서 실물부문의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 것
이다.
수출호황기에는 수출이 외수의존형 체질이 강화된 일본경제의 성장을 지
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동 기간 외수의존형 성장구조는 수출증
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증대되면서 생산증대와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구조
가 형성되었지만,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임금상승이 억제되었고
글로벌 사업 확대로 일본 내 고용창출효과가 작았기 때문에 고용증가를 통
한 소득증대와 소비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한 채 종결된 것
으로 평가된다.
일본경제는 2009년 2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극심한 경기침
체에서 벗어나 일부에서 회복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
까지나 정액급부금 지급, 대규모 공공투자 등 경기대책의 효과가 발현되면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수출회복을 통한 생산회복,
설비투자 증가라는 호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소비를 지탱
하는 고용․소득환경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수의존형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대응에 집중하여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수출회복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집중된 수출전략에서 벗어나 신흥국과 아시아국가에 대한 투자
를 포함한 다각화 전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수주도형
산업의 성장이야말로 고용환경과 소득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을 통하여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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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수를 자극할 수 있는 기반형성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실업증가
등의 경제현안들은 일본국민들로 하여금 자민당 정권의 무능과 관료주의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정권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변화를 촉발하였다.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절대안정 의석수로 압승하
며 54년 만에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정권을 획득하였다. 이러
한 민주당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변화가 일본경제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개관하면, △경기부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공립․사립 고교수업
료 무료조성금 지급 △농가소득 보상 등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방식이 선
택된 점이 공공투자 확대 등을 중시한 자민당의 정책과 크게 차별적이다. 또
한 민주당은 향후 4년간 소비세 인상 없이 기존 예산 범위 내의 낭비적․불
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해 총 16.8조 엔의 재원을 확보하여 신규정책의 재원
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댐
건설 등이 이미 중지된 것을 포함하여 공공투자 1.3조 엔 축소, 공무원인건
비 삭감, 정부자산 삭감 등을 통하여 정부지출 자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겠으나, 선거공약에 포함된 주요 정책
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략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11)민간연구소인 미
즈호총합연구소는 민주당의 정책이 모두 그대로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가계
소비를 우선적으로 배려한 내수진작정책의 효과로 가계가처분소득이 증가하
여 민간수요가 단기적으로 급증하지만 공공투자 및 정부지출 등의 공적수요

11) みずほ 合 究所(200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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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결과, 정책시행의 효과는 실질GDP 성
장률 기준으로 2010년에는 단기적으로 1.2%포인트 증가하지만, 2011년에는
오히려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내수진작을
위한 경제대책이 직접적 지원방식을 통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의 지속적인 확대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고용, 연금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
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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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1. 가계소비12) 의 장기둔화 추이
가. 국민소득통계 의 가계소비 추이
[표 4-1]를 보면 일본의 국내총지출은 1960년대에 10.0%에 달하는 고성
장을 보인 뒤 1970년대(4.4%) 및 1980년대(4.1%)에는 4%대로 성장률이
급락하고 1990년에는 다시 1.5%로, 2000년대 이후에는 1.6%의 성장률을
보여 버블붕괴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수출호황기의 국내총지출은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1960년대에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보이던 민간최종소비지출(이하
민간소비)도 1970년대에 절반 수준인 4.6%로 하락한 뒤 1980년대에는 다시

12) 국민계정상의 ‘민간최종소비지출(민간소비)’은 ‘가계최종소비지출(가계소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지출’로 구성되나, 이 중 전자가 약 98%를 차지하므로 많은 경우 양자를 혼용하기도 하고 전자를 개인소비로
칭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자료의 입수 여하에 따라 가계
소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양자를 모두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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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로 떨어졌고, 버블이 붕괴된 1990년대에 1.3%, 2002년 이후에도 1.2%
를 기록,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버블붕괴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출이 연평균 9.9%의 고성장을 이루며 성장을 견인
한 수출호황기에 민간소비는 연평균 1.1% 성장이라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 표 4-1. 일본 국내총지출(실질)의 연대별 연평균 성장률 ❚
(단위: %)

민간
최종소비
지출

민간주택
건설

설비
투자

정부최종
소비지출

공적고정
자본형성

수출

국내
총지출

1961~70

8.9

16.4

16.0

4.9

14.3

16.3

10.0

1971~80

4.6

3.0

2.9

4.8

5.5

9.5

4.4

1981~90

3.8

4.2

8.3

2.5

0.8

5.3

4.1

1991~00

1.3

-1.8

-1.3

9.7

2.3

2.1

1.5

2001~07

1.2

-3.3

3.1

1.9

-7.5

7.3

1.6

(2002~07)

(1.1)

(-2.5)

(4.0)

(1.8)

(-8.0)

(9.9)

(2.0)

자료:

閣府,

民

計算(SNA)年報 .

그러나 60년대 이후 전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소비의 변동폭(표준편
차)은 3.37%포인트로서, 국내총지출(3.72%포인트)에 비해 변동폭이 적어 여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평활한 소비(smoothing
consumption)’ 특성으로 경기변동을 제어하는 ‘랫칫 효과(ratchet effects)’
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여타 지출항목은 과거 60년대의 고성장기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지출 대비
비중이 높은 민간소비의 성장률 둔화가 일본경제에 초래하는 ‘負’의 파급효
과는 전자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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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일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장기 추이 ❚
(단위: 십억 엔, %)

자료: 1979년까지는 68SNA 기준으로 閣府, ｢ 民 計算年報 平成12年版｣. 1980년부터는 SNA93 기준
으로, 1980~99년까지는 閣府, ｢ 民 計算(ＳＮＡ)統計 民 計算確報 平成15年度確報｣( 民
計算部企 調査課), 2004년부터는 閣府,
民 計算年報 에서 인용.

민간소비는 1980년 이래 버블호황의 순풍을 받아 플러스 성장을 구가하다
1989년을 최고점으로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급락하였으나 그럼에도 줄곧 성장
기조를 이어 오다가 1998년 처음으로 전년대비 0.2% 감소를 경험하였다(그
림 4-1 참고). 이후 2001년에 잠시 0.1%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인 뒤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가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대의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에서 가계소비의 형태별 추이를 보면, 가계소비의 55%를 넘는
비중을 점하는 것이 서비스이며, 비내구재가 25% 이상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반내구재는 1990년까지는 내구재를 상회하는 규모였으나 이후 역전되
어 2007년 현재는 내구재(12.4%)의 절반 가까이 축소된 7.4%를 점하는 데
그친다. 한편 소비형태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소득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은 역시 고가의 상품이 대부분을 점하는 내구재로서, 전년대비 성
장률이 -9.1%(1997년) ~ 15.3%(2000년)까지 변동폭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반내구재이다.

56│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 그림 4-2. 일본 가계최종소비지출(실질)의 형태별 추이(2000년 연쇄가격) ❚
(단위: 십억 엔, %)

자료: 日本

閣府(2009), 四半期別速報 時系列表 平成20年10～12月期2次速報値 .

이처럼 소득에 민감한 내구재의 성격으로 인해 그 소비증가율은 버블호황
기 20%대에서 2006년 이후 5%대로 감소하였다. 반내구재는 내구재에 비해
변동폭이 적고 비내구재, 서비스로 갈수록 변동폭은 적어진다. 한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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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1995년 이래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 없이 꾸준히 1%
대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서비스 수요의 확
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가계조사 의 가계소비 추이
국민소득통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가계소비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9,000세대의 소비실태를 보여주는 가계조사연보｣를 통해 세대당
월평균 기준 가계소비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세대와
근로자세대 모두 1990년대 후반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상승세를 보이
다가 2000년대에 급감한 뒤 하락세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
고 있다. 둘째, 양자간의 소비격차가 1970년대 후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여,
이 시기부터 비소득세대의 소비감소가 더 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4-3. 일본의 세대당 월평균 가계소비지출 추이 ❚
(단위: 엔, %)

주: 1)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세대.
자료: 日本
務省, ｢家計調査年報｣, 단, 2001년 이후는 務省, ｢家計調査年報｣(家計收支編)의 2008年 全
世帶 “時系列－ 入․支出(
， 質 減率)－1991~2008년(勤 者世 ).”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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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일본 근로자세대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

주: 1)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세대.
자료: 日本 務省, ｢家計調査年報｣, 단, 2001년 이후는 務省, ｢家計調査年報｣(家計收支編)의 2008年 全世
帶 “時系列－ 入․支出(
， 質 減率）－1991~2008년(勤 者世 )”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55111)을 토대로 작성.

❚ 그림 4-5. 일본 근로자세대의 한계소비성향 추이 ❚

주: 1)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세대.
자료: 日本 務省, ｢家計調査年報｣, 단, 2001년 이후는 務省, ｢家計調査年報｣(家計收支編)의 2008年 全世
帶 “時系列－ 入․支出(
， 質 減率)－1991~2008년(勤 者世 )”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55111)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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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의 둔화 기조는 소비수준 그 자체의 추이보다 소비성향의 추이에
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가처분소득에서 점하는 소비지출의 비율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의 추이를 통계입수가 가능한 근로자세대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그림 4-4]에서 보듯 이는 1982년에 최고 수준(79.3%)을 기록한
이래 버블호황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에는 71.2%로 떨어졌다.
이후 수출주도 호황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5년에는 74.4%로 회복되나 다
시 추락하여 2008년에는 2002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득 한 단위 증가시 소비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한계소비성향도 1990년대
이후 저하되고 있다. [그림 4-5]의 소비함수에서 기울기로 표시되는 한계소
비성향이 1970~9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이후 더욱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하여도 그 이전
에 비해 소비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과소소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南武志(2004)는 이러한 소비부진 현상을 1990년대 이후 수요부족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당시 일본경제의 부실채권처리 부진 및 고용불안 가중으
로 인해 가계가 ‘예비적 저축가설’에 입각하여 저축을 늘리는 한편 금융 시
스템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를 억제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그는 1990년대 이후 한계소비성향의 추이가 그 전에 비해
추세선에서의 이탈 정도가 높아진 점을 들어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소비동향
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한다.
이상을 통해 일본은 1980년 이후 이미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가운데
1990년대부터는 한계소비성향도 둔화하며 소비규모 자체도 이 시기부터 정
체 기미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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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
가. 소득감소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이후 소비수준 및 소비성향이 점차 저하되어 왔다
면 소비의 최대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은 어떠한 추이를 보여 왔는
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소득(요소비용표시) 전체의 추이를 살펴보자. 일본 국민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피용자보수가 65% 이상을, 기업
소득이 20% 이상을 점한다. 재산소득은 버블 호황기에 급속한 증가세를 보
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최근에는 5% 정도에 불과하다.
1980년 이후 버블경제 시기를 포함하는 1990년까지 일본의 국민소득은
연평균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버블붕괴를 계기로 1992~2001년간
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0.0%(-0.03%)를 기록하여 실로 ‘잃어버린 10년’임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 기간 중인 1997년에 국민소득은 정점을 이루나 다시금
감소세로 돌아서 2003년 최저를 기록한 이후부터는 증가세를 보인다. 한편
수출 호황기에 국민소득은 0.7% 상승하였다.
국민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피용자보수는 1980년 이래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1981~91년간 6.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이후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어 1998년 이후 2004년까
지 2000년만 제외하고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그 결과 1992
~2001년간 피용자보수는 연평균 1.0% 증가에 머물고 2002~07년간에는 국
민소득과 재산소득, 기업소득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매년 0.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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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일본의 국민소득 추이 ❚

주: 1) 국민소득(요소비용 기준) = GDP(지출 측면)-(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 고정자본소모 + 국외 순수
취 요소소득.
2) 개인기업주 등에의 노동보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혼합소득은 기업소득으로 분류, 피용자보수에는 포
함시키지 않음.
3) 기여도는 국민소득(요소가격 표시) 전년도비에 대한 기여도.
자료: 日本 內閣府(2009), ｢ 民 計算 昭和55年～平成7年遡及推計結果ポイント｣(2009. 7. 8).

62│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버블 호황기에 유난히 높은 성장률을 보인 재산소득의 성장 추세를 세 기
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81~91년까지는 11.7%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
였으나 1992~2001년간에는 연평균 12.9% 감소하여 이전과 극히 대조를 이
룬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2007년까지 다시 8.0%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단, 국민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점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그림 4-7. 일본의 가계가처분소득과 가계최종소비지출 및 가계저축 추이 ❚
(단위: 조 엔)

주: 가계최종소비지출은 명목기준,
가계가처분소득= 피용자보수 + 재산소득 - (세금 + 사회부담).
자료: 日本 內閣府(2009), ｢ 民 計算 昭和55年～平成7年遡及推計結果ポイント｣(2009. 7. 8).

이처럼 가계가처분소득의 주된 원천인 피용자보수의 성장률 둔화는 가계
의 소비 및 저축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소비정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가계가처분소득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림 4-7]을 보면 1980년
이후 가계가처분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1998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
였다. 이에 따라 가계최종소비지출도 그나마 필수재의 불가피한 소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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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의 감소세보다는 완만한 둔화세를 보인다. 그 결과 1992년 39조
엔이 이르렀던 소득과 소비 간 격차는 점차 좁혀져 2007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10조 엔으로 좁혀졌다. 따라서 가계저축은 1991년의 43조 엔에서 급
속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9.7조 엔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반증하듯 [그림 4-8]에서 가계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점하는 임금소득
(현금급여총액)의 증가율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특
히 수출호황기가 시작된 2002년에는 1970년 이래 최악인 2.9%의 감소율을
보이다가 2005년 가까스로 0%를 넘었다. 그로 인해 수출호황기 5년간 현금
급여총액은 연평균 0.4% 감소하였다. 이러한 임금수준 악화가 내구재의 대표
적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매를 꺼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동차의 신차등록대수는 1989년 20%에 육박할 정도로 1990
년까지 상승일로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다.
❚ 그림 4-8. 일본의 주요 가계관련 지표 추이 ❚

자료: 日本 內閣府(2009), ｢平成21年度 年次

財政報告｣, p. 352.

가계저축의 감소는 향후 평활한 소비를 어렵게 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소
비의 동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측면에서 투자부진을 초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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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우려된다.
실제 가계저축률의 전년대비 증감에 대한 기여도를 요인분해하면 [그림 4-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블 호황 당시까지는 전년대비 가계저축이 다소 감소하
였는데 이는 소비증가 및 소득증가 모두에 기인한다.13) 버블붕괴 이후에는 저
축감소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전히 소비지출이 소득감소보다 주
요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다시 상승세를 그리
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경기침체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에 대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보면 이 시기의 저축증
가는 ‘예비적 저축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14)
❚ 그림 4-9. 일본 가계저축률의 전년도대비 차이에 대한 기여도 ❚
(단위: %포인트)

자료: 日本 內閣府(2008), ｢平成19年度 民

計算確報(フロ 編)ポイント｣(2008. 12. 25).

13) 이때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저축률을 s, 소득총액을 I, 소득항목 I의 금액을 Ii, 소비액을 C라고 하
면 저축률의 변화요인은 아래와 같이 분해된다. [그림 4-9]의 기여도분해에서는 이 식의 제1항을 소비요인, 제
2항은 소득요인으로 하고 제3항은 사상하고 있다.



      

  




  
  

14) Hubbard, Skinner and Zeldes(1994)는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소득변화에 대비하여 현재의 소비와 저축이 추
가로 조정된다고 하는 '예비적 저축가설(precautionary saving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 증대할 경우 소비자는 현재소비를 미래시점으로 연기하여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므로
현재소비는 감소하고 미래소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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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2001년까지 다시 저축은 두드러진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감
소세를 이어간다. 2002년 이후 저축의 감소폭은 완화되나 여전히 감소 추세
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 요인은 소득감소이며, 소비지출은 미약한 수준에 머
물다가 2004년부터는 이조차도 감소한다. 이처럼 1998년 이후 저축의 감소
는 그 이전에 비해 소비증가보다는 소득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수출에 견인된 최장호황기에는 수출증가가 생산증가→투자증
가→경상이익 증가의 선순환을 이룬 반면, 이것이 고용증가→임금상승→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약했다. 다시 말해서, 1980년대부터 1990년
대 중반까지의 경기회복기에는 피용자보수의 확대기조하에 민간최종소비지출
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1998년도부터의 경기회복기와 수출호황기에는 고
용자보수의 삭감이 드러나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의 증가 추세가 견고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법인기업통계에서도 확인된다.
❚ 그림 4-10. 일본 경상이익 및 인건비의 증가 추이(1989년=100) ❚

자료: 日本 內閣府, ｢法人企業統計｣를 토대로 작성.

66│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그림 4-10]을 보면 기업의 경상이익은 버블호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9
년을 100으로 할 때 이후 1993년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최저점을 기록하였
다. 그 뒤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급하강한 1998~2001년간 기복을 이루다
가 2001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최고점에 이르렀으
며 일본의 장기불황 타개에 기여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포함하여 전산업에서 일관되게 높은 경상이익을 실현하였다.
반면 인건비는 경상이익과 마찬가지로 1989년 당시 정점을 이루었으며 이
후에도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경상이익의 추세와 달리 110(제조업)~130(전산
업) 부근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다가 200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다.
그러다가 전산업에서는 인건비가 2003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나 제조
업에서는 오히려 그 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06년에 잠시 증가세로 돌
아서는 듯 싶더니 2007년에는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락한다. 이처럼 제
조업의 인건비는 1989년 이전에는 전산업을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그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여 1989년을 경계로 오히려 전산업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지고 이후 양자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수출호황기에 높은 수출비중으로 실적호조를 보인 대표적인 업종인 자동
차는 이와 같은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한다. 이 시기 자동차 업종에서 실현한
높은 경상이익은 개별 기업들의 높은 사내유보로 이어졌다. 즉 자동차의 경
우 미츠비시 자동차공업을 제외하고는 전 업체가 1.1~2.8배에 이르는 사내
유보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도요타자동차는 2007년도의 사내유보액이 약
14조 엔에 달해 전체 17개사 총액의 45.5%를 차지하는 업계 최고 수준으
로 2000년도 대비 두 배에 육박한다. 2007년도 사내유보액 기준 2위인 혼
다기연의 경우 유보규모는 도요타에 크게 못미치나 17개사 총액의 22.8%
를 점하며 2001년도에 비하면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
차 17개사의 사내유보 총액은 2001년도에 비해 두 배가 되는 기록적인 수
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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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일본 완성차 기업의 사내유보 추이(연결재무제표 기준) ❚
(단위: 억 엔)
2001년 3월

2004년 3월

2005년 3월

2006년 3월

2007년 3월

2008년 3월

가와사키중공업

1,488

1,825

2,018

2,381

2,760

3,129

IHI

2,703

2,482

2,316

2,396

2,700

3,047

닛산자동차

14,075

26,853

32,123

34,020

36,238

39,969

이스즈자동차

1,447

205

1,156

1,855

2,677

3,085

도요타자동차

72,651

95,468

103,613

119,411

131,273

139,332

히노자동차

984

1,737

1,861

2,138

2,315

2,583

미츠비시自工

6,516

-64

-894

-1,643

-1,488

-909

도요타車體

1,053

1,650

2,115

2,226

2,259

2,467

아이싱精機

4,614

5,003

5,425

6,010

6,546

7,398

마츠다

1,657

2,490

2,898

3,103

3,773

4,593

다이하츠공업

2,008

2,304

2,551

2,845

3,197

3,395

혼다技硏

26,287

45,791

57,326

56,908

65,818

69,903

스즈키

5,710

6,764

7,333

8,015

8,922

9,794

후지중공업

3,210

4,137

4,174

4,256

4,450

4,563

야마하발동기

2,002

2,881

3,310

3,954

4,820

5,555

도요타합성

1,195

1,445

1,564

1,692

1,823

2,127

도요타자동직기

3,473

4,345

4,753

5,104

5,528

6,225

합계(17사)

151,073

205,316

233,642

254,671

283,611

306,256

주: 사내유보액은 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 퇴직준비금, 장기 부채성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
자료: 全國勞動組合總連合․勞動運動總合硏究所, 國民春 白書 (2002年~2009年版), 학습의 友社, 및 각사의
有價證券報告書 , 日 財務デ タ (日本經濟新聞社)를 근거로 작성. 谷江武士(2009)에서 재인용.

한편 자료입수의 제약상, 단독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동 기간 완성차 기
업의 경상이익이 2.6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총 인건비는 7.6% 인상에
그친다. 그 결과 부가가치에서 점하는 인건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
배율은 14.5%포인트 감소하였다. 동 기간 단독 재무제표 기준 종업원 수는
감소하여 1인당 인건비는 15.4%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상이익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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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 또한 총 인건비를 총 종업원 수로 나눈 것
에 불과하여, 실제 이 중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더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더 소득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표 4-3. 일본 완성차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단독재무제표 기준) ❚
(단위: 백만 엔, %)

항 목

2001년 3월 2004 년 3월 2005년 3 월 2006 년 3 월 2007 년 3 월

2007/2001년
(%)

인건비

2,101,613

2,204,144

2,205,323

2,266,654

2,261,937

7.6

임차료

62,621

75,587

72,067

61,379

52,434

-16.3

지불이자

71,888

53,356

49,193

44,607

46,190

-35.7

경상이익

901,029

1,697,352

1,419,430

2,046,556

2,333,165

158.9

감가상각비

660,158

627,839

650,297

743,381

838,602

27.0

부가가치

3,797,309

4,658,278

4,369,310

5,162,577

5,532,328

45.7

노동소득분배율

55.34

47.32

50.16

43.91

40.89

▲14.5p

연결종업원수

698,943

735,683

791,825

818,248

867,115

단독종업원수

235,768

213,765

211,700

214,576

219,916

자료: ｢日 財務デ タ(自動車)｣(日本

24.1
(168,172)
-6.7
(▲15,852)

新聞社)에 의거해 작성. 谷江武士(2009)에서 재인용.

고임금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퇴출도 임금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내각부는 2005년부터 이 요인에 의해서 10년간 임금총액이 8% 감소할 것으
로 추산한 바 있다. 이들이 퇴직 후 재채용 시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
되어 임금은 과거의 약 50% 수준으로 반감하였다. 비정규직의 연령계급별 분
포를 나타낸 [그림 4-11]을 보면 1990년 이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연령계급은 단연 65세 이상이다. 특히 이 연령층이 대거 퇴출된
2005년 그 비중은 67.5%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68.6%로 더욱 높아졌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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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할 15~24세 중 재학생을 제외한 수치는 이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55~64세 연령계급의 비정규직 비중도 43%에 달하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그림 4-11]에서 65세 이상 연령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연
령층은 15~24세의 청년층이다. 단, 이 중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한
수치는 2005년부터 공개되고 있어 2005년부터 살펴보더라도 34.2%를 점하
고 있으며 2008년에는 다소 개선되어 32%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청년층 3명 중 1명 꼴로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점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못지않게 노동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 그림 4-11. 일본 비정규직의 연령계급별 분포 ❚

주: 1) 2001년 이전은 ｢ 力調査特別調査｣, 2002년 이후는 ｢ 力調査詳細集計｣에 의해 작성. 단, 양 조사는
조사방법 및 조사기준월 등이 다르므로 시계열 비교시에는 주의를 요함.
2) 2001년 2월 이전의 분류는 ‘위탁 및 기타’(2000년 8월과 2001년 2월은 ‘기타(위탁 등))’, 2001년 8월
부터는 ‘계약사원 촉탁’과 ‘기타’로 분류.
3) 비중은 임원을 제외한 피용자 전체에 대한 것임.
자료: 日本 總務省, 平成20年 力調査年報(II詳細集計) (http://www.stat.go.jp/data/roudou/report/2008/dt/index.htm).

1990년 대비 변화율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연령계급이 25~34세이다.
이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0년 11.7%에 불과했으나 2008년 25.6%
로 동 기간 2배가 훨씬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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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일본 연간 근로소득의 고용형태별 피용자 수 ❚
(단위: 만 명, %)

피용자 수

비중

피고 임원
용자 제외
피고 정규 비정규 파트․
파견 계약․
용자 직
직 아르바 사원 촉탁 기타
이트

정규 비정규
직
직

5407 5007 3374 1633 1120

106

278

129

-

-

-

807

785

83

702

615

19

34

34

16.0

2.5

44.0

100～ 199만엔 918

885

339

546

390

34

87

35

18.1

10.3 34.2

200～ 299만엔 837

800

602

198

70

32

76

20

16.3

18.3 12.4

300～ 399만엔 782

734

652

81

16

14

39

12

15.0

19.8

5.1

400～ 499만엔 589

542

509

33

5

3

18

7

11.1

15.4

2.1

총수
100만엔 미만
2
0
0
5

임원
제외
피고
용자

500～ 699만엔 684

615

594

21

1

1

11

8

12.6

18.0

1.3

700～ 999만엔 471

412

399

13

1

0

5

7

8.4

12.1

0.8

1000～1499만엔 150

107

104

3

0

-

1

2

2.2

3.2

0.2

43

15

14

0

0

0

0

0

0.3

0.4

0.0

5481 5088 3411 1677 1125

128

283

141

-

-

-

804

786

90

695

603

21

32

39

15.8

2.7

42.5

100～ 199만엔 944

1500만엔 이상

총수
100만엔 미만
2 200～ 299만엔
0 300～ 399만엔
0 400～ 499만엔
6 500～ 699만엔

909

342

567

397

40

92

38

18.3

10.3 34.7

886

851

633

218

73

43

79

23

17.2

19.0 13.3

795

745

659

86

18

14

40

14

15.0

19.8

5.3

586

540

508

31

4

4

17

6

10.9

15.3

1.9

669

603

581

22

2

1

12

7

12.2

17.5

1.3

700～ 999만엔 467

406

394

12

1

0

4

7

8.2

11.9

0.7

1000～1499만엔 147

106

102

3

0

0

1

2

2.1

3.1

0.2

45

16

15

0

0

-

0

0

0.3

0.5

0.0

5561 5174 3441 1732 1164

133

298

137

-

-

-

818

799

83

715

619

24

32

40

15.8

2.5

42.3

100～ 199만엔 965

1500만엔 이상

총수
100만엔 미만
2 200～ 299만엔
0 300～ 399만엔
0 400～ 499만엔
7 500～ 699만엔

932

346

586

414

43

93

36

18.5

10.3 34.7

897

861

635

225

78

41

86

20

17.1

18.9 13.3

797

746

656

90

17

17

44

12

14.8

19.6

5.3

599

556

521

35

6

3

18

8

11.0

15.5

2.1

680

614

591

22

2

1

12

7

12.2

17.6

1.3

700～ 999만엔 475

417

405

13

1

1

5

6

8.3

12.1

0.8

1000～1499만엔 144

104

102

2

0

0

1

1

2.1

3.0

0.1

41

18

16

1

0

-

1

0

0.4

0.5

0.1

1500만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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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계속 ❚
피용자 수

비중

피고 임원
용자 제외
피고 정규 비정규 파트․
계약․ 기타
용자 직
직 아르바 파견
이트 사원 촉탁
총수

5539 5159 3399 1760 1152

140

임원
제외
피고 정규 비정규
직
용자 직

320

148

-

-

41.5

825

806

92

714

608

22

35

49

16.0

2.8

100～ 199만엔 951

919

328

591

410

47

100

34

18.3

9.9

34.4

2 200～ 299만엔 911
0 300～ 399만엔 800
0 400～ 499만엔 588
8 500～ 699만엔 681

871

629

242

81

46

91

24

17.3

19.0

14.1

753

660

94

18

17

46

13

15.0

19.9

5.5

542

504

37

5

4

21

7

10.8

15.2

2.2

618

592

27

2

2

15

8

12.3

17.9

1.6

700～ 999만엔 458

401

390

12

1

0

5

6

8.0

11.8

0.7

1000～1499만엔 143

106

103

3

0

0

2

1

2.1

3.1

0.2

44

18

17

0

0

-

0

0

0.4

0.5

0.0

100만엔 미만

1500만엔 이상

자료: 日本 總務省, 平成20年
力調査年報(II 詳細集計) .
(http://www.stat.go.jp/data/roudou/report/2008/dt/index.htm)

[표 4-4]에서 2005년 이후 매년 고용형태별 근로소득(연간)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는 2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 소득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40% 이상의 세대주 피용자가 100만 엔 이하에 편중
되어 있으며 300만 엔 미만에 전체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몰려 있다. 동
일한 소득대에 속해 있는 정규직의 비중은 31~32% 수준에 불과하다. 2008
년의 경우 500만 엔 이상 소득을 얻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고작 2.5%이
나, 정규직은 33.3%에 달한다. 더욱이, 실제근무시간이 정규직과 유사한 파
견 및 계약․촉탁의 경우도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전체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內閣府 2009d, p. 202). 이러한 저임금수준의 비정규직이 증가한 결
과, 정규직에 비해 이들은 그만큼 소비여력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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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된다. 內閣府(2009d)는 總務省의 ｢家計調査｣에서 세대주가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자(세대주의 속성상 이론적인 임금에 비해 상당히 밑도는 임금을
받는 자)가 세대주인 경우 저축률이 5.9(세대주 수입이 이론치보다 15% 이
상 낮은 경우)~7.8%(세대주 수입이 이론치보다 25% 이상 낮은 경우)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15)

나.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고용불안 확대, 소득 불안정, 실업 및 노후에 대한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는 미래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의 대상자 확대,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제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이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총 피용자 수는 1985년 3,998만 명이었던 것이 2007년 5,173만
명으로 29.4%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중 정규직은 2.9% 증가에 그치는 반
면 비정규직은 164.4% 증가하여, 그 간의 피용자 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
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1985년 16.4%에
불과했으나 1990년 처음으로 20%대를 넘어 20.1%를 기록한 뒤, 버블붕괴
이후 큰 증가폭을 보여 2007년에는 1985년 수치의 두 배에 달하는 최대수
준인 33.5%에 달한다. 이와는 동전의 양면으로 정규직의 비중은 1985년
83.6%에 달했던 것이 1990년 79.8%, 2000년 74.0%를 거쳐 2007년에는
66.5%로 축소되었다.

15) 2인 이상 세대 중 세대주의 연령이 25~40세인 근로자세대에 대해 저축함수를 추계하여 임금함수의 추계치로
부터 작성한 비정규직고용 더미에 관한 계수를 도출하였다. 상세한 추정식은 日本 內閣府(2009), [부주 3-1]
및 [부도 3-4] 참고. 이때 세대주 수입이 이론치보다 15% 이상 낮은 경우와 25% 이상 낮은 경우 각각의
30%와 2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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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2. 일본의 고용형태별 피용자 수 추이 ❚

자료: 日本 總務省, 平成20年
力調査年報(II 詳細集計)
(http://www.stat.go.jp/data/roudou/report/2008/dt/index.htm)를 토대로 작성.

❚ 그림 4-13. 일본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추이 ❚

자료: 日本 總務省, 平成20年
力調査年報(II 詳細集計)
(http://www.stat.go.jp/data/roudou/report/2008/dt/index.htm).

고도성장기의 고임금․고용 보장은 일본의 고용관행인 연공서열제 및 장
기고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고도성장을 전제로 작동 가능한 것이다. 따라
서 장기불황 이후에는 그 유지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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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기업은 정규직의 해고나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과잉
상태의 조정이 곤란했다. 이에 버블경기 붕괴 이후 일본기업은 정규직의 인
건비 삭감에 머물지 않고 경기변동에의 대응이 용이하도록 정규직의 채용보
류 및 임금 억제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의 방향으로 선회하여 이를 수익률
악화와 불황 타개의 돌파구로 삼게 된다. 이 기조는 2002년 이후 수출호황
기에도 지속되었는데, 이후 총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
이 급속히 증가하여, 정규직 시장의 경직성은 해소되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비중 확대라는 고용시장의 왜곡을 낳았다.16)
이상과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차원에서는 임금격차 확대와 전반적
인 피용자보수의 감소를 초래한 성과주의의 확산으로, 정책차원에서는 노동
자파견법 개정 등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뒷받침되었다. 장기불황
기에도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진이 지연되자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여 온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파견법 개정(1996), 노동자
파견대상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1999), 고용계약 상한기간 연장
(2004), 파트타임노동법 개정(2007)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결과 1994～2004년 일본의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 및 비정규직
비중은 각기 5.2% →19.9%, 10.3% →13.9%로 증가, 동기간 OECD 평균인
14.3% →15.5%, 11.3% → 12.1%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다(OECD
2006).

또한 2008년 기준 일본의 고용보호수준(Employee

Protection

Legislation)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OECD 30개국 중 12위로 한국
(16위)보다도 근소하나마 높은 수준을 보인다(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17)

16) 비정규직의 확대는 이외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 제품수명의 단사이클화에 따른 수요의 변동성 증대 등과
같은 경기변동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
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장기불황이 일본의 고용관행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양희(2006)를 참고바람.
17) Employment protection in OECD and selected non-OECD countries(2008), 상세한 내용은 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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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정규직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뒤늦게 인식한 일본
정부는 2008년 12월 비정규직의 보호수준 강화에 나서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수혜자격요건을 1년에서 6개월 이상 고용자로 완화하고, 실업급
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애초부터 정규직도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시장 정비를 통해 노동력의 최적배
분을 유도해야 했으나 이를 실시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안
이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제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수출과 국내생산 간 연간관계가 커진
탓에 수출이 20% 감소할 경우 39조 엔의 생산감소와 200만 명의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日本總合硏究所 2009. 2. 12). 일본의 2/4분기
GDP가 플러스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09년 1월 4.1%에서 7월
5.7%로 악화되었다. 향후에도 일본기업들의 고용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
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2009년 하반기 4%대 후반에서 2010년에는 5%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
되어 당분간 가계소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사정의 악화는 가계소비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성장 전체를 둔화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
한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의하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대략 1% 증가
하면 성장률이 약 3% 감소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법칙은 각국별로 상이하
게 나타난다. 한국도 1971~98년 사이 실업률이 1% 늘면 GDP가 3.6% 감
소하였다는 실증연구가 있다. 더욱이 최근 Economist(2009. 8. 6)에 따르면
EU와 미국에서는 생산성 증대로 인해 더 이상 이 법칙이 들어맞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실업률 증가가 오쿤의 법칙 범위를 크게 벗어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쿤의 법칙에 기초하여 일본의 향후 실업률을 추정한바, 2009년도 -3%,
2010년도 -4%로 최악의 성장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실업률은 2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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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2007년도의 실업률 3.8%를 기
준으로 하면 2009년도에는 과거 최고치인 2002년의 5.4%를 능가하는 5.9%
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성장률을 위와 같이 가정
할 경우 2년간 208만 명의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며,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전후 최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永濱利廣 2009).
저출산․고령화는 수요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소비
감소를,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투자위축을 가져옴으
로써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일본의 2030년 총인구와 노동력 인구는 2006년 대비 각각 -9.8%(1,254만
명), -16.3%(1,070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2006년 20.8%에
서 2030년 31.8%로 상승하여 인구의 약 1/3이 고령자가 되며 이에 따라 일본
의 잠재성장률은 4.0%(1988～92년) → 1.7%(1993～97년) →1.0%(1998～2002
년)로 하락한 데 이어, 2030년에는 1%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4-14.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

자료: 日本 總務省; 厚生

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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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는 GDP 대비 170.9%의 국가
채무를 안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소득 대비 사회보장비율은 1970년 5.8%(4조 엔)에서 2006년 23.9%(90
조 엔)로 급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26.1%(141조 엔)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이 일본국민들에게 정부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15]에서 일본 세대주의 연령계급별 부채와 저축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대주가 고령에 가까울수록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50세
이상 세대주는 모두 평균 저축액보다 높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정년퇴직 이후인 60세 이상 인구가 주택이나 자녀 교육 등
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연령
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 특유의 사정으
로 인해 노후불안에 대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18)
❚ 그림 4-15. 일본 세대주의 연령계급별 부채․저축의 1세대당 현재액(2008년 평균) ❚

주: 2인이상 세대(6,406세대) 기준.
자료: 務省(2009), ｢家計調査 貯蓄及び負債の１世 あたり現在高-世 主の年 階級別-｣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54868).

18) 소비자가 전 생애에 걸쳐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노년기와 유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중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한다는 것이 Modigliani and Brumberg
(1959); Ando and Modigliani(1963) 등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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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령층의 저축이 많다는 것은 환언하면 이 연령층의 지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6]을 보면, 총세대 기준 70세 이상이, 근로
자세대 기준 60세 이상의 소비자가 평균 지출액을 밑도는 수준의 지출을 하
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저축액이 가장 많은 70세 이상의 연령층이 총세대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저축을, 근로자세대 기준으로는 저축액이 가장 적은
29세 이하 세대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가히 우려할 만하다.
❚ 그림 4-16. 일본 세대주의 연령계급별 세대당 지출(2008년) ❚

자료: 日本 務省(2009), 家計調査(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42230).

일본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0년대부
터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나 이는 주로 고령화대책 위주로 되어 있다. 즉
정년연장제도 도입과 재취직 지원, 연금제도 개혁, 간호․간병 서비스 강화
등 고령자 대상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사회보장
관련 예산규모는 약 14조 엔(일반회계 총예산의 17.0%)으로 큰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연금제도를 개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 안정적인 연금제도 구축이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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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2004년 공적연금제도 일원화
방안 수립 및 국민연금의 국고부담률 인상(1/3 →1/2)을 추진했으나 이에 대
한 국민들의 불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자가 발생함
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율이 2000년 73.6%에서 2006년에는 66.3%로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저출산 대책은 종래 보육서비스 강화, 육아환경 개선 위주에서 최근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08년 관련 예
산규모는 약 1.6조 엔(일반회계 총예산의 1.8%)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일
본국민들도 향후 보강되어야 할 사회보장 분야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인식하
고 있다. 일본국민은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분야가 연금(70%), 노인의료․간
병(57%) 등이나 향후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는 육아지원(43%)을, 그 다음으
로 노인의료․간병을 지적하고 있다(厚生勞動省 2006, 복수응답).

3. 가계소비 실태조사 에 나타난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일본은행은 매년 분기마다 일본의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생
활자의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일본 가계주체의
수입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를 주저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19)
이에 따르면 먼저 지난 1년간 수입 실태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나 절대적으
로 높은 비중을 점하는 것이 ‘현상유지’로서 평균 47.9%의 응답률을 보였고
‘감소’가 평균 45.2%로 이를 뒤따랐다. 추세적으로 보면 2004년 3월을 분

19) 이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분기마다 실시되나 현재 일본은행 홈페이지
에서 원문입수가 가능한 조사결과는 6회(1998. 6, 회수율 80.3%), 10회(2000. 5, 회수율 76.8%), 22회(2005.
4, 회수율 72.6%), 23회(2005. 8, 회수율 50.3%)로 제한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시점의 조사결과는 위 4개 조
사결과에서 과거와의 비교를 위해 제시한 그대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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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으로 ‘현상유지’는 다소 증가하여 이와는 동전의 양면으로 ‘감소’했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1998년 3월 시점과 비교하면 ‘현
상유지’ 비중은 낮아지고 ‘감소’ 비중은 높아졌다. 한편 ‘증가’는 가장 높은
경우(1998. 3)에도 11.1%에 불과하여 2004년 3월을 저점(5.0%)으로 하여
2005년 6월에는 6.8%로 점차 하향세를 보여왔다. 이와 같이 수입이 현상유
지 혹은 감소하는 추세가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4-17. 일본 가계의 수입 및 지출 실태와 전망 추이 ❚
(단위: %)

주: 그래프 안의 수치는 각 항목별 2005년 6월 시점의 조사결과.
자료: 日本銀行, ｢生活意識に するアンケ ト調査｣(1999. 9), (2000. 5), (2005. 3), (2005. 6)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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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을 전망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드러나나 ‘현상유지’라고
응답한 비중이 좀 더 높아 평균 85.0%에 이르고 ‘감소’라는 응답은 평균
35.3%로서 실제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실적에 비해 다소 전망이
낙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전망하는 비중이
1998년 3월에 비해 하락하였고, ‘감소’를 예상하는 비중도 1998년 3월 시점
의 29.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때 42.3%에 달했으며 이후 다시 감
소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여전히 34.5%로 1998년 3월에 비해 높아진 수준
이다.
그렇다면 지출 실태는 어떨까? 전년대비 지출 실태를 묻는 설문에 ‘현상
유지’라고 답한 비중은 매 조사 시점 평균 50.9%로서, 1998년 3월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했다는 비중은 매 조사결과 평균 42.6%로서
1998년 3월부터 2005년 6월 조사 때까지 2003년 9월과 2004년 3월 시점
을 제외하고는 40~43%대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다. 반면 ‘증가’했다는 응
답은 매 조사결과 평균 6.4%에 불과하며 추세적으로도 1998년 3월 이래 다
소 상승한 수준이다.
1년 후의 지출 전망은 1년 전의 수입 실적에 비해 더 비관적이라 할 수
있다. ‘현상유지’를 예상한 비중은 전 조사 평균 56.8로 전년 실적에 비해
높으며 1998년 3월 조사 때와 비교하여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를
반영하여 ‘감소’를 예상하는 비중은 41.8%로 전년 실적 대비 1.3%포인트
낮다. ‘감소’ 비중은 1998년 3월에 비해서는 미미하게나마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를 예상하는 비중은 2005년 6월 1.3%로 1998년 11월 조사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조사 평균도 1.7%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1년 후 수입 전망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수입 수
준 그 이상으로 지출을 꺼려하고 있는 의식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왜 일본 소비자들은 이처럼 소비를 꺼려하는 것일까? [그림 4-18]에서와
같이 전년대비 지출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그 이유를 물은 조사결과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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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핵심현안을 잘 반영한다. 즉 2005년 6월 시점에서 63.1%에 달하는
응답자가 그 이유로 ‘향후 연금이나 사회보험급부 감소에 대한 불안’을 꼽았
으며 그 다음으로 ‘장래의 고용이나 수입에 대한 불안’이 52.4%에 달하며,
‘증세나 사회보장부담 인상에 대한 불안’도 47.0%를 차지한다. ‘불경기나 구
조조정 등으로 수입이 정체 혹은 줄어서’라는 당장의 임금소득 감소는
38.3%로 4위를 점한다. ‘저금리로 금리수입이 적어서’라는 재산소득 감소요
인도 20.4%를 차지한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 하락은 큰 저
해요인이라 보기 어렵다.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별로 없어서’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급 측의 혁신 결여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2005년 6월 시점의 결과도 1999년 이래 전반적인 소비성향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 그림 4-18. 일본 가계의 생활의식과 소비지출 동향(복수응답) ❚
(단위: %)

주: 그래프 안의 수치는 2005년 6월 시점의 각 항목별 조사결과.
자료: 日本銀行, ｢生活意識に するアンケ ト調査｣(1999. 9), (2000.5), (2005. 3), (2005. 6)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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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출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조사에서 ‘우연히 큰
지출항목이 있어서’가 63.2%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 다음
을 잇는 것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서’로 28.3%이다.20) 반면 ‘수
입이 증가하고 있어서’는 13.8%에 불과하며 ‘장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어
서’도 3.9%에 그친다.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지출 증가도 1~2%에 머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금이나 사회보험의 개선․충실이 전망되어서’는 고작
2.6%에 그쳐, 지출을 줄이고 있는 이유로서 높게 나타난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인한 소비정체 측면을 여실히 반증한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일본에서 가계소비지출이 위축되는 보다 근본적
인 원인이 현 시점에서의 소득감소보다는 고용불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가계주체가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일본 가계소비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저축과
소비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예비적 저축가설’이라고 추론할 수 있
다. 즉 일본 가계소비가 정체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소득환경이 악화
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예측되는 고용불안 및 장기적

20) 이는 앞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응답률이 7.2%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일견 상충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지출을 늘리
는 계층은 대체로 고소득층으로서, 이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체로 고가의 차별화 제품일 가능성
이 높아 이들에게 지출증가의 유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지출을 줄이는 계층은 중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게는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여부가 지출감소의 주 요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도 일정 수준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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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의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하다보니 스스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특히 제조업계에서 수출호황기에 기업소득이 유례없이 증가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금소득은 감소되었다. 이는 불황기에 기업이 대대적인 고용조
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
직의 채용비중을 늘렸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출로 임금 커브의 정점에
자리하는 고임금 노동자가 사라진 결과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본의 총 가계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일본국민이 소비를 꺼리고 있어 소비성향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제한 몫인 저축이 증가해야 하나 그
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피용자보수의 감소 및
현금급여총액의 감소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소비수준 유지에 필요한 만
큼의 임금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계는 과거의 저축액으로 현재
의 소비를 충당하고 있을 개연성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비적 저
축가설은 일정 수준의 소득 유지를 전제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만을 문제삼
는 것으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명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일본
의 경우는 미래 소득뿐 아니라 현재의 소득조차도 불확실하거나 변동성이
커, 이렇듯 현 시점의 저축이 어렵다는 제약으로 인해 저축을 늘리기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祝迫得夫(2009)도 이와 유사한 추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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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평가와 전망
가. 평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직면한 100년 만의 경기침체는 거대 내수시
장을 지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2002～07년 기간에 GDP의 15% 전
후에 불과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구조적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신흥시장의 부상과 미․중 경기 호조를 배경으
로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엔화 약세와 임금 감소라는 두
요인이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증대에 주요하게 기여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점차 진행되어 온 가계소비 둔화는 장기호황의 그늘에
가려져 표면화되기 어려웠다. 임금감소를 초래한 고용불안이 기업의 가격 경
쟁력 회복 및 경상이익 증가를 촉진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노동소득분배
율 저하를 초래하여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었던 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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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가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지
극히 사후적 평가이기는 하나, 일종의 ‘정책실패’도 한 몫 했다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림 5-1. 일본 수출호황국면의 전개도 ❚

이 중 장기에 걸친 저금리 정책이 초래한 엔화 약세는 불황타개를 위해
당시 불가피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부 공공투
자의 남발로 늘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고 전반
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가계소비 위축에 일조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
렵다. 나아가 일본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를 통한 불황
탈출을 용인하고 지원한 것은, 그 부작용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선택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임금감소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된 근로자가 소비를 주
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이 그와 같은 선택은 경직된
정규직 노동시장의 보호수준 완화라는 근본문제 해결은 방치하고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방식으로 회피한 것이라는 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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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경제 침체의 전개도 ❚

일본이 2002~07년간 경험한 수출주도 장기호황 당시 선순환 과정에 있었
던 대부분의 요소들이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경기침체가 악순환을 거듭하게 만드는 요소로 급반전하였다. 먼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가 급랭함에 따라 수출이 급감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그간의 높은 수출의존도에 더해 수출구조상 특정 시장 및 품
목에의 편중도, 금융부문에서는 엔캐리 자금 회수와 미․일 금리차이 감소에
기인하는 급속한 엔화강세가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이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수출과 국내투자 간의 높아진 상관관계는 수출감소가 국내생
산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가계소비의 침체 기제에는 그 이전에 비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지 않았다. 다만 이전에 비해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그
간 수출증대에 가려져 있었던 가계소비 침체양상이 표면화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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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도 일본정부의 정책실패는 일정 부분 자리하고 있었다. 금융정
책 측면에서의 신용경색은 민간소비 침체를 더욱 부추겼다. 재정정책면에서
도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미흡했던 고용 및 고령화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이 소비심리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정책 부문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배태된 비정규직 증가와 그 귀결인 임금수준 하락이 인구고령화
와 맞물려, 가계의 임금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곧 소비여력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에서 최악의 침체가 도래하자
기업이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감행한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뒤늦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선 것
은 지난 시기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실패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2002~07년간 일본이 겪은 호황은 수출주도의 위태로운 성장이었
으며 그 귀결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수출주도 경기침체라 하
겠다. 즉 일본경제는 수출주도 경제라는 불안한 성장구조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한 ‘임금소득 하락’이 초래한 장
기 ‘가계소비 둔화’ 기조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나. 전망
비록 일본경제가 2009년 2/4분기에 모처럼의 회복세를 보였고 이를 근거
로 일부에서는 2009년에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앞으로 수출이 아닌 내수에 의해 특히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에 의
한 자율적인 경기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타 경제지표
의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경기후행지표로서의 특성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고용지표에서 잘 드러난다. 앞으로도 고
용불안은 일본뿐 아니라 여타 선진국에서 일시적인 정책으로 해소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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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구조적 문제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통적인 고저축 국가에서 저
저축국가로 전환한 점과 그로 인해 소비의 경기변동에 대한 동조성이 커진
점도 앞으로의 소비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이다.
2002년 이후 수출의존형 경제성장체질이 굳어진 일본경제의 특성과 여전
히 불안정한 고용환경 및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이 단 기
간 내에 바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斎藤俊輔(2009. 2)도 수출의존도
가 높아진 일본경제가 내수주도가 아닌 또 다시 외주주도에 의해 설비투자
가 증가세로 돌아설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볼 때 중단기적으로
일본경제의 회복여부를 좌우할 변수는 수출이라 하겠다. 이는 바꿔 말하자면
일본경제는 앞으로도 대외변수의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성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즈음에서 일본은 여전히 저력있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
져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中谷巌(2008)가 지적하듯, 과거 일본경제를 지탱해
온 주요 요인인 장인정신을 지닌 양질의 노동력과 이를 가능하게 한 일본식
고용관행이 현재 그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성과주의, 임금하락, 비정규직
활용 등은 수출호황기에 기업의 불황타개를 위한 지렛대가 되었으나 현 시
점에서는 근시안적인 사고, 현장주의의 저하, 숙련도 저하 및 근로윤리 저하
등으로 변하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
렵다.
민간연구소인 일본총합연구소조차 노동소득분배율의 적정화 및 안정화를
위해 임금결정방식에 있어 지나친 단기적 성과 중시 풍조의 수정,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정처우, 직종별 노동시장 정비를 내 놓았을 정도다. 이 제안
에는 위와 같은 일본의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글
상자 참고).
일본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새 내각
의 위기관리능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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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가채무 규모와, 전후 최초로 정권을 이어받게 될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겪게 될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감안한다면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 상자 5-1. 일본총합연구소의 노동소득분배율 적정화․안정화를 위한 제안
1. 임금결정방식에 있어 지나친 단기적 성과 중시 풍조의 수정
임금이 지닌 인재육성기능을 고려하여 새로운 성과주의 임금제도 구축해야 함.
능력개발과 인센티브를 위한 임금표․승진표의 수정, 우수 실적을 수행한 근로
자에 대한 성과급 증액, 인재개발시스템의 재건 및 강화 등이 그것임.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공정처우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종업원을 가치창조의 주체로 인식, 비정규직에 대한 인
재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확립
3. 직종별 노동시장 정비
노동시장 정비를 통해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최적배분이 일어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직종별 임금차이가 기본급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만들어 노
동소득분배율이 적정하게 결정되는 시스템을 정비

2. 한국에의 시사점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오히려 심각하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일본경제는 벤치마크의 대상으로든 반면교사의 대상으
로든 우리에게 적지 않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표면화된 일본경제의 구조변화를 한국의 상황과 간략히 대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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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적 수출여건 마련
한국의 2008년 GDP(당해년 가격)에서 민간소비와 수출이 점하는 비중은
각기 54.5%, 52.9%이다. 한편 한국의 2008년 GDP(2005년 연쇄가격 기준)
증가율에 대한 지출항목의 기여도는 민간소비 0.5%포인트, 수출 2.4%포인
트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악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 1/4분기에는 각기
-2.0%포인트, -3.0%포인트로 나타나 GDP는 -3.4%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훨씬 높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
한 수출의 감소폭도 크고 그로 인해 GDP 성장에의 부정적 영향도 컸다. 다
만, 일본이 엔고의 영향을 겪은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원화 환율이 상
승했어도 일본만큼 극심한 수출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수출의존형 성장구조는 대외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약성을 지닌다. 이에 한국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내수기반 확보의 중요성
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나 내수시장의 협소함이라는 제약을 단시일 내에
쉽게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내수위주 성
장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니와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외변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위험분산 및 상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생산
품목 및 수출품목의 다각화,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경우 다소 과도한 고가제품군에
특화한 점이 일본기업의 수출감소를 더욱 부추겼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원론적인 차원의 고부가가치화는 해당 시장규모(segment)가 크지 않다는 점
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적인 환율정책 운용의 중요성이 배가된다. 국내의 민간기업, 특
히 중소기업에 절실한 것은 지극히 안정적인 움직임 가운데 점차 그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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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되고 있는 관세보다, 매우 예측불허한 환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OECD, G20 등의 다자무대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협력의 장에서도 환율변동성의 최소화에 노력하며, 나아가 외환위기에
대비한 통화스왑규모 확대, 아시아채권시장(ABM) 육성, 아시아통화기금
(AMF) 창설,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경제통합을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확대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달리
그 진원지가 역외국인 미국이었으며 역내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은 대체
로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모두 실물경제 부문에서 타격이 컸
던 까닭은 역외시장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이번 글
로벌 위기는 동아시아의 자발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역내시장의 구매력을 제
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한계 및 미국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지켜봤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국의 개별적 대응의 한계도 자각한
현 시점에서 글로벌 위기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동아시아 차원의 대안적 거
버넌스 구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김양희 2009).
이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서 기존의 무역자유화 위주의 한․일 FTA 프레
임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교두보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한․일 양국
간에 새로운 지역통합모델을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일본에서 아시아외교
중시와 우호적 한일관계 증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을 표명하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한일관계의 진전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민주
당의 또 다른 공약인 자국 농산물 시장 보호기조는, 여전히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목인 아시아 주변국과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상충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그간 주장해 왔듯이 한․일 FTA를 진정으로 동아시
아 경제공동체의 교두보로 삼고자 한다면, 우선 한․일 FTA에서부터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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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실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나.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
가계소비를 둘러싼 상황 또한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대비로는
3.6% 증가했으나, 전년동기에 비하면 아직도 0.8% 감소한 수준이다. 한국의
민간소비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 이전인 2007년 4/4분기에도 경제성장률
을 밑돌며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02년 이후 계속적으로 수출증가율을 크
게 하회하는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
가 등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자산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
향력 증대, 소비 조절이 용이한 선택재가 가계소비에서 점하는 비중 증가 등
을 배경으로 가계소비의 경기 대칭성이 높아졌다(김영태․우신욱․임웅지
2009). 특히 2009년 2/4분기 가계신용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697조
7,493억 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21) 이러한 부채증가는 당분간 소비
가 자율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임을 시사한다.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와 그로 인한 상시적 고용불안 가중, 불안한
국민연금제도 등에 기인하는 노후불안 등 소비의 평활화를 위협하는 불확실
성이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도 양국은 비슷한 상황이다.
가계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적정소득의 임금수준 유지가 불가피하다. 일본
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비정규직 양산으로 회피해 왔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3월 기준 약 33.4%22)로 일본과 유사한 수

2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 가계신용(분기별).
22)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에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3
월 기준 비정규직 비중이 정부 집계로는 33.8%이나 노동계에서는 52.1%로 보는 등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손기태․강유덕․김민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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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며, 이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0~60%로서 양적․질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또한 일본과 유사하게 비정규직의 희생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일본사례는 이러한 방식의 노동
시장 유연화는 그 자체로서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며 가계소비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점을 반증한다. 크루그먼을 위시한 많은 경제학자가 지적하듯
저임금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조정이 단기적인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불
황타개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기업의 실
적악화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The New York Times 2009. 5. 4).
그러나 한국적 토양에서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기업에게 전적
으로 고용안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해결방식의 한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외부 노
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이 양립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한국의 실
정에 맞춘 한국적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을 통해 고려해 봄직하다.23)

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
2009년 현재 한국의 고령화율은 10.3%로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
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4) 통계청
(2009)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15~65세 미만 인구 100명당

23) ‘유연안정성’이라는 개념은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이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이면에 정부의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 및 사회안정망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덴마크의 총리 Poul Nyup
Rasmussen에 의해 1990년대에 도입되었다(Wikipedia).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Crouch(1999)이다.
유연안정성 개념의 기원과 작동 여건 등에 관해서는 Wilthagen(2004)를,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에 관한 논
의는 이호근(2006), 북유럽의 유연안정성 정책이 한국의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손기
태․강유덕․김민희(2009)를 참조바람.
24) ‘고령화사회’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 ‘고령사회’란 그 비중이 14% 이상인 사
회를 말한다. 나아가 그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따라서 일본
은 이미 초고령사회이며, 한국은 고령사회 단계로 이행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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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15%로 선진국(24%)보다 낮으나 2035년에는 47%
로 높아져 선진국 평균(45%)을 웃돌 전망이다. 또한 2010년 한국의 노령화
지수(14세 미만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68%로 선진국(97%)
보다 낮으나 2020년에는 126%로 급증하여 선진국(117%)보다 높아질 것으
로 예측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자녀수)은 2005~10년 기간 중
1.13명으로 유럽(1.50명)이나 선진국(1.6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급속도로 인구감소 및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은 일본을 반
면교사로 삼아 지금부터 이미 예측 가능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야 한
다. 일본에서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노후불안 심리가 팽배하면 가
계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만일 한국에서 고령화가 진전된다면 생산능력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와 같은 고용불안 및 임금하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
소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술진보 및 글로벌 경쟁격화로 인해 ‘고용 없
는 회복(jobless recovery)’ 나아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기조는 쉽사리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성명기(2009)의 연간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
화지수가 2002~06년 기간 중 베이스라인 대비 5% 증가할 경우 재정부문에
서 보건의료 및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증대로 인해 재화와 용역지출과 보조
금 및 경상이전이 각기 연 3.85%와 3.14% 증가한다. 그에 반해 총세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전체 재정수지는 경상 GDP 대비 0.47% 정도(연간 3조
6,000억 원)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구조 변화의 지표로 노년부양비
를 사용한 추정에서는 재화 및 용역지출과 보조금 및 경상이전이 각기
5.55%, 4.31%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이 유연안정성 정책을 도입하고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
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재정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013~14년 재정균형을 달
성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40%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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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말의 목표 달성 시점(2012년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 30.9%로
감소)을 늦춘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경향신문 2009. 9. 6일자). 아
직 일본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이나,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할 때 재정수지 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경제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본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본 연
구는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불황의 과정에서 일본
경제가 겪은 구조변화가 어떻게 발현하였는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경제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친 가계
소비의 둔화와 수출의존도 증가라는 후자의 구조변화는 한국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비이론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의 가계소비 둔화실
태와 그 원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쳐 일본의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시간적 제약과 함께 일본의 고용불안 및 노후
불안이라는 변인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찾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내에서도 최근 일본의 소비함수를 추
정하는 연구가 드문바, 아는 본 연구가 겪은 어려움과 유사한 요인에 기인한
다.25) 이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되 가능하면 일본의 가계소비를
규정하는 제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고찰을 통해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25) 일본 내각부의 가계소비 담당 연구자 인터뷰(2009. 8. 3 실시) 및 일본경제연구센터의 관련 연구자(2009. 8.
2 실시)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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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부표 1. OECD 회원국의 고용보호규제(EPL) 수준(2008년) ❚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캐나다
독일
영국
아이슬란드
호주
일본
뉴질랜드
미국
핀란드
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덴마크
스위스
폴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터키

정규직
해고보호

비정규직
관련규제

집단해고
관련규제

OECD고용
보호지수

2.72
2.73
3.00
2.45
3.51
1.67
1.17
2.85
1.17
2.12
1.37
2.05
1.54
0.56
2.38
2.29
2.19
1.82
1.53
1.19
2.01
1.94
2.20
1.69
2.60
2.68
2.28
2.38
2.25
2.48

0.71
1.42
1.71
1.17
2.54
0.71
0.22
1.96
0.29
1.54
0.79
1.50
1.08
0.33
2.17
2.08
2.29
2.08
1.79
1.50
2.33
2.67
3.00
2.54
3.50
3.92
3.54
3.83
4.00
4.88

3.75
3.00
2.13
3.75
1.88
2.38
2.63
3.75
2.88
3.50
2.88
1.50
0.38
2.88
2.38
1.88
3.25
2.88
3.13
3.88
3.63
4.13
2.88
4.88
2.13
3.88
3.25
3.13
3.75
2.38

2.06
2.23
2.32
2.13
2.84
1.39
1.02
2.63
1.09
2.11
1.38
1.73
1.16
0.85
2.29
2.13
2.41
2.11
1.91
1.77
2.41
2.61
2.65
2.58
2.90
3.39
2.97
3.11
3.23
3.46

주: 1) 각 수치는 0(덜 경직)~6(가장 경직) 중 고용보호수준을 표시한 것임.
2) 프랑스 및 포르투갈의 수치는 2009년 수치임.
자료: OECD indicators on Employment protection(Online OECD Employn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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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그림 1. OECD 회원국의 정규직-비정규직 보호수준 격차(2008년) ❚

주: 그림의 ‘종합’은 [부표 1]의 정규직보호, 비정규직관련, 집단해고를 모두 합한 수치이며, ‘정규-비정규 격
차’는 이 중 정규직보호수치와 비정규직관련 보호수치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부표 1]을 토대로 작성.

❚ 부표 2. 일본의 비정규직 관련 주요 법안의 제․개정 내용 ❚
노동자파견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1985년에 ｢노동자파견법｣
성립, 1986년 시행.
※ 법 시행시, 상용고용의
대체가 되지 않도록 적
용대상업무를 한정. 제
정당시는 항만운송업무,
건설업무 기타 정령으로
정한 업무 이외로 하고,
대상업무를 포지티브리
스트방식(PL)으로 했음.
․1996년에 대상업무를 16개
에서 26개로 확대
․1999년에 대상업무를 PL
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
식(NL)(특례이외는 원칙자
유)로 변경
․2003년에 기간제한을 종래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
장, 제조업에 관한 노동자
파견사업 금지 해제(당초 1
년, 2007년 3월부터 최대
3년)를 골자로 하는 변경

파트 노동법의 주요 개정

노동계약법의 제정

․파트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배려. 정규 노동자
와의 균형을 이루는 대우
확보, 정규 노동자로의 전
환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개정(2008
년 4월 시행).

․취업형태의 다양화, 개별
노동관계 분쟁의 증가 등
에대응하여, 개별노동자 및
사용자의 노동관계가 양호
하게 되도록 민사상의 기
본적인 규정을 정한 노동
계약법을 제정했으나, 비정
규직 고용에 관련된 것으
로는 다음과 같음(2008년
3월 시행).

① 고용통지서의 교부․대우
에 관해서 설명
② 균형이룬 대우 확보(균형
대우의 확보조치 의무화)
③ 정사원으로의 전환 촉진, 불
평처리․분쟁해결원조 등

자료: 日本 內閣府(2009),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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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기노동계약에 관해서,
계약기간 중에는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하
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함.
② 계약기간이 필요이상으로
짧지 않도록 사용자의 배
려를 구함.

■■Executive Summary

Structural Changes of Japan’s Economy
after the Prolonged Recession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Yang-Hee Kim and Eun-Ji Kim

This study aims to address structural changes in the Japanese economy
after the prolonged recession reveal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Such
changes paved the way for the opposition party’s landslide electoral victory
over the ‘perennial ruling party’ for the first time in Japan since 1955. In
addition, they provide some lessons for Korea, in that Koreans have
witnessed phenomena similar to Japan’s in many respects. This also shedslight
on the expenditure aspect of Japan’s economy, that is, stagna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under circumstances of rising dependence on exports.
From 2002 to 2007, Japan experienced a boom driven by unprecedented
level of exports, attributable mainly to the devaluation of the Yen and low
wages of Japanese workers. The so-called ‘centennial stagnation’ of Japan’s
economy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 a sign that structural limits
of the country had been exposed; and that Japan,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ic power where household consumption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country’s GDP, while exports only consisted about 13% of Japan’s
average annual GDP during the period although Japan was heavily relia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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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In this context, Japan’s unprecedented export-driven boom during the
period was in fact a fragile one and was also the cause of the centennial
stagnation that started with the global crisis in 2008. The long-lasting
stagna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stemmed from sluggish increases in wage
levels, yet the other side of the coin was that low wages were the very factor
making Japanese firms morecompetitive in terms of prices of its exports.
The household consumption has been slowed down, first of all, by
deterioration of wage income levels in Japan. In particular, decrease in wage
income stands in stark contrastto increases in incomes of firms, an increase
without parallel in history of the Japanese manufacturing sector by virtue of
the export boom. The more basic reason can befound in the fact that most
Japanese firms conducted large-scale layoffs involving regular employees. They
were replaced by temporary workers whose wages are even lower and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so weak as to make dismissal much easier than regular
workers. The wage level of the total workforce also dropped due to retirement
en masse of baby-boomers whose wage levels were at the top of wage profile.
Future uncertainty such as employment anxiety or lack of security for the aged
further increased inactive household consumption. The failure of Japanese
government policy was also among reasons contributing to such uncertainty.
This study provides Korea with some lessons, in the form of examples
both good and bad. First, Korea needs to engage in efforts to minimize the
volatility of external variables, for stable export growth. Second, it is
inevitable for Korean firms to keep wage income levels steady in order to
maintain their volume of sales revenues through promo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Finally, Koreans should prepare, for the coming of the ‘aged
society’, where the number of persons more than 65 years of age occupies
14% or more of the total population which is happening in Korea faster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even though Korea’s fiscal deficit level is a bit
better than Ja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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