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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으로서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이
어가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은 완전히 중단되었으
며, 통일준비에 쏟아야 할 힘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비록 주변 정세는
불안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통일의 구체적인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KIEP는 지난 4년간 중장기 통일연구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통일편익비용 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방
안’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한반도 통일이 한국과 주변 4강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을 분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북한 개혁개방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2016년에는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분리운영방안’ 프로젝트를 진
행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노동·사회복지,
통화·금융·재정, 국유재산 관리 등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도출하였습니다.
2017년은 4년에 걸친 중장기 통일연구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2016년 연구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분야별로 남북한 간 통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 연
구의 목적이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면 2017년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이
성공적으로 분리운영 기간을 거친 후 주요 분야별로 안정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방
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재정, 산업·인프라 분야의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정
하기 위해 통일경제의 통합추정모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우선 지난 1년간 연구에 참여해주신 북한 전문가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임수호 통일국제
협력팀장, 최장호 부연구위원, 김범환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
년간 3개 연구 주제로 나누어 진행한 통일연구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심의위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지금 남북한관계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번 연구가 진일보한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열망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주춧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준비된 통일을 지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인식시켜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으로 나
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12월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 및 재정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지역의 모습을
전제로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이 클수록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정책
대응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 통합에 따
라 단일통화를 사용할 경우 남북한의 경제 실정에 맞춘 통화정책의 자율성도 포기
하게 되어 경제 불안정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남북한 경제의 유사성이 커
질수록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이득도 커진다. 따라서 최적통화지역
(OCA) 이론에 따를 경우 남북한 경제가 수렴한 정도가 통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임계수준보다 클 때가 남북한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된다.
통합 후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화폐통합 시의 교환비율,
통화정책 운용, 대외건전성 확보, 외환건전성 강화, 유사 시 안전장치 구축 등과 관
련한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은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시
점(또는 기간)의 남북 통화 간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력 격차, 시장상황 등
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는 변동환율제도가 타당한 방법이라
고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남북한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달 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외채
수준, 통합 시 외화유출 요인,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액을 확충
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 심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였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규제는 남한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외화
LCR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북한지역 금융회사의 경우 재무상태, 지
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합 시 북한지역 기업의

부실 정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에 따라 자본의 대거 유출 등 금융시장의 불안 가
능성이 상존하므로 자본거래 허가제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금융산업 통합방안에서는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 규제·감독 체계, 규제방식 등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금융, 서민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
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효과적인 금융중개 및
실물지원 기능을 갖추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위험을 극복하고, 대
내적으로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감독 체계와 규제방식의 개선, 금융업권별 내적 변화와 부실기
업의 구조조정 체계 확립, 정책금융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서비스 소비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북한특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
융소비자 보호의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재정 부문의 통합 과제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전제하
에서 한시적 분리운영 시 남북한 재정구조의 차이를 해소하면서도 자치분권을 강
화한 새로운 통합모형으로의 수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 비전하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연
방제에 버금가는 재정분권 방향과도 부합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
면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새롭게 개선해나가는 것의 핵심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등 재정수입 관
련 제도의 통합과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장치의 확보이다.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
질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조정의 계획성
을 제고하여 예측가능한 지방행정 및 재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 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 등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와

조세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지역의 재정적자 누적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장
치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재정 상
황이 악화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금을 교부하고, 재정적
자 감축 또는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과 개입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재정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 시 개입과 관련한 재정 준칙과 지방정부의 재정자
율성 허용에 대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

일반적으로 남북한 통일 이후 경제 및 금융정책의 운영방안에 대한 기존 논
의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남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
장경제로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정책 대응 또는 다른 체제
전환국의 사례 등이 주요 연구주제이다. 반면 본 연구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통일된 이후 두 지역의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과정을 거쳐 그 최종
단계에서 남한 경제와 통합할 시점에서의 과제와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즉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에 북한지역 내 체제전환 과제는 이
미 대부분 해결되어 시장경제체제가 상당 부분 정착된 북한 경제를 연구의 출
발점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시장경제체제를 하나로 통합할 때 예
상되는 잠재적 불안요인과 성공적 통합을 위한 정책 대응과제가 주된 분석 대
상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내지 수렴 방안을 연구하는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와는 구별된다. 또 한시
적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 북한지역은 시장경제체제로 거의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여러 체제전환국의 정책 경험을 분
석한 기존 연구와도 차별된다.
이번 연구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
영 기간에 진행되는 북한 경제의 모습은 김영찬 외(2016)에서 제시한 시나리
오를 가정하고 있다. 김영찬 외(2016)는 통화·금융·재정 부문별로 초기에 남한
과 북한특구를 분리운영한 후, 중기에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 후기에 통합을 준
비하여 남북한 제도가 수렴하는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하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통합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수렴 조건 또는 분리운영의 종료 조건 및 남북한 통합추진을 위한 준비 작
업에 대해 논의한다. 김영찬 외(2016)에서는 분리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북한특구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분
리가 고착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상정한다. 다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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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 내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방안은 우선 분리운영 기간 중 과
연 어떤 조건이 총족되면 분리운영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통합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종료 조건 설정 및 평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분리운영이 종료된 이후 남북한 금융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 북한지역 시장경제체
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지역이 한시적 분
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예측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
이 아니다. 또한 남북한 통합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을 충족하기까지
분리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개략적인 모습을 상정하고,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통합방안
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후 북한지역
에서는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산업 위주로 금융산업이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또 경제구조는 중소기업 위주이고, 이들 중소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부족이
나 통합 과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자본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상
정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경제체제를 통합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
이 높은 불안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통합 후 성공적인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통화, 환율 및 금융인프라, 금융시장과 금융업 등 금융 부문의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분리운영 종료 후 재정수입과 관련된 바람직한 조세제
도와 조세행정의 구축 및 재정지출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방안을 논의한다. 통
합에 따라 단일 통화 및 환율제도를 시행할 경우 남북한 경제에 비대칭적인 거
시 충격이 발생하여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나 외환시장을 통한 정책만으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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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어 조세 및 재정 지출 등 다른 정책 수단에 의지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조세 및 재정 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분
권화하여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
합 재정하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자 및 공공 부채 감시와 규율, 지
역 간 자원 배분 및 소득 재분배 등을 개선된 남한지역 재정분권 시스템으로 어
떻게 순조롭게 통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보고서 내
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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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와
남북한 통합
1. 선행연구
2.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시행

남북한 통일 논의의 한 축에서는 남북한이 어떤 이유로 정치적으로 통일되
더라도 경제는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함으로써 북한지역의 생산 및 고용의 불안,
남한의 지원 부담, 외환 및 자본시장에 대한 압력, 재정시스템의 작동 어려움
등의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사회복지,
통화·재정·금융, 국유재산 관리 등 세부 분야별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
적 분리운영 방안’을 분석한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중 통화·재정·금융 부문을 다룬 김영찬 외(2016)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을 초기, 중기 및 최종 단계로 나누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초기에는 북한지역에 신화폐를 도입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 체제하에서
통화량 목표제를 채택하고 정책금리 수준은 남한과 다르게 설정한다. 고정환율
제도를 택할 경우에는 자본이동을 제한하며,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특구 중앙은행에 독자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채의 발행으로 자본
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비로소 외환시장의 초기 모습이 구축된다. 지급결제
제도는 남한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금융감독제도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신속하
게 도입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기금 축적이 부족하고, 예금유인 제공의 필요성
이 큰 점을 감안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재정정책에서
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지역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조
세특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분리운영의 중기에는 금리의 점진적
자유화와 함께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외환제도도 점차 자유화한다. 이후 금
융회사의 종류가 늘어나고 상장주식도 등장이 가능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남
한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기금 등 금융인프라는
남한 시스템에 점차 수렴하도록 하며, 재정정책은 특구의 재정 균형이 중요하
므로 점진적으로 자체적인 조세재원 확보를 강화한다.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화폐, 통화정책, 외환시장, 자본시장,
금융인프라, 재정 부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화폐는 남한 원화로
의 교환을 준비하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로 수렴하며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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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의 폭도 확대한다. 그리고 북한특구 중앙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자금 공급을 일반화하고,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을 기반으로 남한 원화와 엄격한 고정환율제를 거쳐 통합한다. 자본시장은
기왕의 통합 정도를 높이고 예금보험제도도 기금을 통합하면서 단일보험제도
로 출범하며, 재정 부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지방교부금 등을 남한의 기존 체
제로 편입하여 조세제도도 수렴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김영환 외(2016)의 한시적 분리운영 시나리오를 전제
로 분리운영을 종료한 이후 남북한 금융 및 재정 부문의 통합방안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분리운영을 종료하고 남북한 통합이 적
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조건(exit conditions)
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분리운영을 시작하는 초기에 예컨대 통일조약 등
에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분리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 조건의 측정, 모니터링 및 요건 충족 여부
를 결정할 제도의 운영도 중요하다.

1. 선행연구
가. 거시경제적 수렴 요건과 최적통화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하고 남북한 경제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그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를 통합하면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
하는데, 남북 간 외환거래 비용 및 외환리스크가 제거되어 무역 및 투자가 증가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특구의 상황
에 맞는 독립적인 통화 및 외환정책이 어렵기 때문에 남북한에 비대칭적인 외
부충격(asymmetric shock)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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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충격이 발생할 때 남북한 경제의
유사성이 커질수록 그 영향도 대칭적으로 발생하여 공동 대처가 가능하게 되므
로 통합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고,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이득은 증
가한다. 그러나 통합을 통한 단일통화 사용 시 남북 경제의 실정에 맞춘 통화정
책의 자율성 포기에 따른 경제안정성의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편
익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시점은 남북한 통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임계 수준(θ1)보다 경제통합 수준이 클 때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림 2-1 참조).
일반적으로 통화동맹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단일통화 또는 완전한 대체성을 갖는 복수
의 통화를 유통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
전히 자유롭게 하거나, 재정정책을 연방제로 운용할 때 경제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림 2-1. 한시적 분리운영의 최적 종료 시점
참여에 따른 손실과 이득
GG

1
손실 < 이득

손실 > 이득

LL
0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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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수준

통화동맹을 형성하려는 나라들이 충족해야 할 조건과 절차에 대한 분석은
OCA 연구의 출발점인 Mundell(1961) 이후 많은 연구에 축적되어 있다. 이들
연구는 통화동맹의 비용-편익 분석을 토대로 통화동맹 설립의 최적지역을 결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물론 Mundell(1961) 이후 OCA 이론이 다섯 단계
에 걸쳐 발전하면서(Mongelli 2005) 초창기 이론과 후기 이론 간에 제시하는
정책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 조건으로는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생산요소의
이동성, 자본시장 통합도, 경제개방도, 생산과 소비의 다양성, 물가수준의 유사
성, 재정통합도, 충격반응의 유사성, 정치통합도 등을 들 수 있다. OCA 조건이
충족될수록 통화동맹 수립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하므로 통화동맹
의 여건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of the
European Union) 당시 명시한 경제수렴 조건에서는 재정적자, 공공부채, 인
플레이션, 장기금리 및 환율 안정성 등 5개 사항을 포함하는 4개의 주요 기준
과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 등 모두 6개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소
비자물가상승률은 과거 1년간 가장 낮은 3개국 평균치+1.5%p 이내를 유지하
고, 장기국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증권금리는 과거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국 장기금리의 평균치+2%p 이내를 유지하며, 환율은 적어도 최
근 2년간 기준환율(bilateral central rate)의 조정 없이 ERM(Exchange
Rate Mechanism)이 허용하는 환율변동폭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
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 이내, 정부 총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통합 이전에 OCA 조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통합을 먼저 하
면 사후적으로 분리 상태에서보다 더 빨리 이를 충족할 수 있다는 ‘OCA의 내
생성’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엄격한 수렴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기다
릴 필요 없이 통화동맹을 먼저 출범할 수 있다(Enoch and Krueger 2010, p.
139). 다만 역사적으로 EMU 설립 후에도 유로권 국가들이 OCA 조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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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EMU의 경우는 내생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아직 불
충분하다(표 2-1 참조).

<참고> EMU 경제수렴 조건(convergence criteria) 관련 조항
□ ｢Treaty on European Union｣의 Article 104c, 109j 조항에 5개 경
제수렴 조건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일부 발췌)
Article 104c: 정부 재정적자 및 정부 총부채 관련 조항
1. Member States shall avoid excessive government deficits.
2. The Commission shall monitor the development of the budgetary
situation and of the stock of government debt in the Member
States with a view to identifying gross errors. In particular it
shall examine compliance with budgetary discipline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two criteria:
(a) whether the ratio of the planned or actual government
deficit to gross domestic product exceeds a reference
value, unless
- either the ratio has declined substantially and continuously
and reached a level that comes close to the reference
value;
- or, alternatively, the excess over the reference value is
only exceptional and temporary and the ratio remains
close to the reference value;
(b) whether the ratio of government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exceeds a reference value, unless the ratio is
sufficiently diminishing and approaching the reference
value at a satisfactory pace.
Article 109j: 물가, 환율 및 장기국채이자율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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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he Commission and the EMI shall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progress made in the fulfilment by the Member States of their
obligations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economic and monetary
union. These reports shall include an examination of the
compatibility between each Member State’s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the statutes of its national central bank, and Articles
107 and 40 Title II 108 of this Treaty and the Statute of the
ESCB. The reports shall also examine the achievement of a high
degree of sustainable convergence by reference to the fulfillment
by each Member State of the following criteria:
- the achievement of a high degree of price stability; this
will be apparent from a rate of inflation which is close to
that of, at most, the three best performing Member States
in terms of price stability;
- the sustainability of the government financial position;
this will be apparent from having achieved a government
budgetary position without a deficit that is excessive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04c(6);
- the observance of the normal /fluctuation margins
provided for by the exchange-rate mechanism of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for at least two years,
without devaluing against the currency of any other
Member State;
- the durability of convergence achieved by the Member
State and of its participation in the exchange-rate
mechanism of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being
reflected in the long-term interest-rate levels.
The four criteria mentioned in this paragraph and the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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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s over which they are to be respected are developed further
in a Protocol annexed to this Treaty. The reports of the Commission
and the EMI shall also take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the
ecu, the results of the integration of markets, the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the balances of payments on current account and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unit labour costs and other
price indices.
□ 또한 경제수렴 조건별로 세부적인 기준(reference values)이 보충협약
(Protocol on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 기술되어 있음.
Article 1
The reference values referred to in Article l04c(2) of this Treaty
are:
- 3% for the ratio of the planned or actual government
deficit to gross domestic product at market prices;
- 60 % for the ratio of government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at market prices.
Protocol on the Convergence Criteria Referred to in Article 109j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2
The criterion on price stability referred to in the first indent of
Article 109j(l) of this Treaty shall mean that a Member State has a
price performance that is sustainable and an average rate of
inflation, observed over a period of one year before the
examination, that does not exceed by more than IVz percentage
points that of, at most, the three best performing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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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price stability. Inflation shall be measured by means of
the consumer price index on a comparable basis,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national definitions.
Article 3
The criterion on participation in the exchange-rate mechanism
of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referred to in the third indent
of Article l09j(l) of this Treaty shall mean that a Member State has
respected the normal fluctuation margins provided for by the
exchange-rate mechanism of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without severe tensions for at least the last two years before the
examination. In particular, the Member State shall not have
devalued its currency’s bilateral central rate against any other
Member State’s currency on its own initiative for the same period.
Article 4
The criterion on the convergence of interest rates referred to in
the fourth indent of Article 109j(l) of this Treaty shall mean that,
observed over a period of one year before the examination, a
Member State has had an average nominal long-term interest rate
that does not exceed by more than two percentage points that of,
at most, the three best performing Member States in terms of
price stability. Interest rates shall be measured on the basis of
long-term government bonds or comparable securities,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national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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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비유로존 EU 회원국의 경제수렴 조건 준수 현황
(단위: %)

경제수렴 조건(convergence criteria)

항목

HICP
인플레이션

초과재정적자 시정 절차
(% of GDP)
재정적자

정부부채

환율

장기
이자율

ERM II
시행

변동률

최소 2년

최대 ±15%

최대 4%

미준수

0.0

2.5

미준수

0.3

3.7

미준수

0.9

0.6

17년 3개월

-0.1

0.8

미준수

-0.4

3.4

미준수

0.0

2.9

미준수

0.0

3.6

미준수

-2.8

0.8

미준수

10.0

1.8

EDP 시행조건
기준

최대 0.7%

불가리아

-1.0

크로아티아

-0.4

체코

0.4

덴마크

0.2

헝가리

0.4

폴란드

-0.5

루마니아

1.3

스웨덴

0.9

영국

0.1

GDP 대비
3% 초과

GDP 대비
60% 초과
-

2.1

26.7
EDP 시행

3.2

86.7
-

0.4

41.1
-

2.1

40.2
-

2.0

75.3
-

2.6

51.3
-

0.7

38.4
-

0.0

43.4
EDP 시행

4.4

89.2

주: 1) 음영 부분은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의 경제수렴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표시.
2) EDP는 Excessive Deficit Procedure로 ‘초과재정적자 시정 절차’의 약자.
3) ERM II(Exchange Rate Mechanism II)는 유럽의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여 통화의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제도.
4) ICP 인플레이션과 장기이자율의 최댓값은 2016년 4월 기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2015년 회
계연도 기준, ERM II 대상국 최소기준은 2016년 5월 기준, 환율변동률은 2015년 연간수치.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Euro_convergence_criteria(검색일: 2017.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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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 및 시장의 수렴 요인
OCA 이론에서 강조하는 거시경제 지표 이외에 경기순환의 동조성(symchronization)이나, 상호 간 거래의 연계나 시장의 통합 정도(market integration)
등도 통합 시에 정책효과나 외부충격의 지역 간 비대칭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
요한 요소이다. 경기순환의 동조성은 기존 연구에서 크게 논란이 없는 통합 요
건 중 하나이다(BIS 2010). 경기순환의 상관관계가 클수록 충격에 대한 반응
도 대칭적일 가능성이 높다. 충격의 영향이 비대칭적일 경우에는 지역 간 정책
대응이 달라야 하는데, 이런 경우 통합 시에 단일한 통화정책으로 동시에 안정
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 간 교역 및 시장의 통합 정도 등도 통합 시 정책효과가 대칭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데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남북한 간 재화와 용역의 거래
가 어느 정도 국내시장과 유사한 조건과 여건하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영향을 미
친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인프라, 규제 및 감독제도 등의 통합 정도, 자본 및 노
동 등 생산요소의 흐름, 화폐의 태환성(convertibility) 및 소비자와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에서의 제약 여부 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 정치적 요인
경제적 통합 요인의 분석에만 집중할 경우 실제 통합에 필요한 국내외 정치
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체결 당시 OCA 이론에 기초한 상당수 연구 중에는 유럽의 통화동맹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OCA 이론은 정책결정
자들이 전체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
현실적인 가정으로 정치경제학 연구들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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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내에서 통합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해집단 간 통합에 따른 비용편익 차이, 정치제도 등에 따른 통화정
책의 독립성과 중요성에 대한 의미의 차이 등으로 국내외 정치 상황도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협력에 기초한
통화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향력의 균형, 리더십, 연계정치,
공동체의식 등 다양하다. 통합 시에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북한이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통화주권의 상실이 아니라 공동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합에 따른 비용이 하락한다. 예컨대 EMU의 주요 설립 동기
중 하나는 유럽통화체제(EMS: European Monetary System)하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발휘한 독일 마르크화의 지위를 약화하고 여타 참여국의 통화 주권회
복이 목적이었다(Sandholtz 1993). 그리고 통합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 리
더십이 독일의 경험 등에서 보듯이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로 인식되지 않을 때
보다 효과적이다(Wyplosz 2001). 상호 연관이 없는 두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한 분야에서의 양보를 조건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도출하는 ‘연계정치
(linkage politics)’가 가능할 경우에도 통합 가능성은 증대한다(Eichengreen
and Frieden 2001). Sandholtz(1993)는 경제적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독일의 EMU 설립 동의를 이러한 연계정치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강한 공동체의식은 통화주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하여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 도입에 반대한 덴마크
와 스웨덴의 2003년 국민투표 결과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지역공동체의식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Jupille and Leblang 2007).

28 •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2.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시행
가. 종료 조건의 설정 방식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하고 통합으로 전환하는 수렴 조건을
사전적으로 통일조약 등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
및 분석이 필요하다. OCA 이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학적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통합(AU: African Union)의
경우, 통합단계에 맞춰 수렴조건의 목표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하거나 각 지역의
통합기구별로 수렴 조건마다 하위의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EMU 협상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강세·약세, 재정 상황, 전통적 인플레이션 정
책 여부에 따라 입장 차이가 존재했듯이,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조건을 엄격
하게 설정하고 적용할지 아니면 유연한 조건이 필요한지, 기준의 충족 여부로
분리운영 종료와 통합을 결정할지, 통합 후 수렴 조건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의
조치 등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조건의 엄격성 장단점
- OCA 이론에 기초하여 비대칭적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
한 조건 설정 필요
엄격한 종료 조건

-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방만한 재정 정책 운용을 통제하여 전이(spill-over)
효과 차단
-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에는 종료 조건으로, 통합 이후에는 필요 조치의 발동 기준
으로 운용

유연한 종료 조건

- 엄격한 조건은 성장, 고용 등 중요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어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하게 적용하는 융통성 필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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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료 조건의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수렴 조건의 충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지표 작성의 통일, 모니터
링 및 점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정기적 점검을
전담할 통계부서를 운영하는 한편, 북한특구의 통계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관련 통계의 통일된 정의 및 작성 방법, 측정 범위 및 주기 등에 대
한 지침 등을 통해 통계의 비교 가능성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렴 조건에
근접하거나 통합 시에 시행할 제도 및 기구를 한시적으로 분리, 병행하여 운영
을 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가 임박한 단계에서
통합 후에 운영할 체제와 분리운영 체제를 병행 운영하여 통합 개시에 따른 문
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한
시적 분리운영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남북한 제도의 통합을 관장할 관련 조직
의 운영이 필요하다. 재무부서 및 중앙은행의 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수렴
위원회(Convergence Council)’를 구성하여 정부의 최종의사결정기관에 정기
적으로 보고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이와 같은 수렴위원회는 운영을 총괄할 총괄
분과(Coordinating Committee)를 두어 각 전문분과(Technical Committee)
의 자문내용을 평가하고, 권고내용은 수렴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상정하는 역할
을 수행하며, 전문분과는 수렴 조건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분과
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 유연한 종료 조건
단일 통화와 환율제도 채택을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경기순환의
동조성 확보를 위해 물가 수준 및 인플레이션의 유사성, 금리 및 환율의 변동
성, 재정적자 및 정부 총부채 수준과 재정통합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한시적 분리운영을 지속하는 엄격한 종료 조건을 유지할 경우, 한시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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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끝나지 않거나 통합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주별 차이, 그 외 통화동맹을 추구하고 있
는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렴 수준 및 속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
반면 통합 조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통합을 했을 경우 생
산 및 투자의 분산 및 재배치와 교역 증대 등을 통한 경제적 위험의 공동 분담,
금융시장의 통합, 자본시장의 개방 등의 영향으로 남북한 경제의 수렴이 더욱
촉진되어 분리운영 종료 조건을 더욱 빠른 시간에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
대 Rose(2000, p. 7)는 통화 동맹 내의 양국간 교역은 비동맹 국가 간 교역보
다 세 배 정도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Kenen(2002, p. 154)도 통화동맹의 교
역 증대 및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생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의문이 해결되어야 한다.
① 통합하면 추가 조치를 병행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수렴되는가, ② 한시적 분
리운영을 종료하고 남북한 경제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의 수렴 수준을 넘어야 하는가, ③ 그 수준을 넘어서면 발산하지 않고 필연
적으로 수렴을 촉진하는가 등이다. 이들 문제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이 없다.
기존의 OCA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수렴은 분명 통화동맹을 시
작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필수 조건이다.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실질균형환율이 달라져 지역 간 상대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무역수지
문제를 일으키거나, 금리에 내재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달라져 투자 흐름을
왜곡하고 경제활동 차이를 심화할 수 있어 통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
다(Enoch and Krueger 2010, p. 146). 지역 간 경제성장 속도가 크게 다르
면 단일화된 통화나 환율제도 등 거시정책보다 지역별 차별적인 재정 운용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재정 상황이 크게 다르면 적자재정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타 지역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단일통화의 강건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종료 조건을 채택하더라도 분리운영 최종
단계에서는 남북한 경제 상황이 통합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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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 독립적인 통화나 환율정책의 이점을 포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시 불확실성에 대비한 충분한
가용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분리운영을 종료하고 통합 운용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인프라는 필수 조건이다. 예컨대 지급결제제도, 시장 통합,
정책 및 정치 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한시적 분리운영의 최종단계 모습
엄격한 또는 유연한 종료 조건을 채택할 경우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
합방안’을 제시해야 할 본 연구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최종단계를 어떤 모
습으로 상정하고 출발할 것인가?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이후 금융통합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분리운영 기간
중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북한의 제체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북한
의 금융산업과 금융인프라가 남한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으면 통합 이후
금융정책 과제는 남북한 금융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 북한 금융산업의 수준이
여전히 미진하여 남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과 발
전을 우선으로 하는 금융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시장경제체제를 통합할 때 그에 따른 잠재적 불안정
성이 현실화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정책의 시행이 타당해 보인다.
남북한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 북한의 금융 및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의 여부도 불
투명한 상태에서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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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의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찬 외(2016),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2015), 안형익,
박해식(2014) 등에 근거하여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의 모습에 대해 다
음과 같은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김영찬 외(2016, pp. 84~116)는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의 최종단계에
서 통화 및 환율 부문과 관련된 북한 경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새
로운 화폐의 도입을 통해 통일 이전에 북한이 사용하던 구화폐를 신화폐가 완
전히 대체하고 북한지역에 성행하던 외화통용(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등)도
거의 해소된다. 북한지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
정에서 통화량 등 중간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정책의 최종목표인 물가상승률을
대상으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한다. 북한 화폐와 외국 화폐
간에는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는 아닐지라도 환율이 외환의 수급에 따라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동환율제를 운용한다. 다만 남한 화폐와의
관계에서는 유럽의 ERM(Exchange Rate Mechanism)과 같은 고정환율제
를 운용하거나 남한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를 운용한다.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를 경상거래로부터 시작하여 점
진적으로 자본거래로 확대하되, 북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한다.
둘째,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2015, pp. 116~119)은 남북한 통일이 이루
어지면 외화부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
북한 통일 시 북한 경제의 재건에 상당 규모의 외화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엿볼 수 있듯이 경제력 격차가 큰 사회주의경
제와 시장경제가 통합할 경우 통합경제의 경기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외화자금이 대거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는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질 수 있으며, 금융시
스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어 통일경제의 실물 부문의 부진이 더욱 악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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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남북통일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외환시장 불안, 금융시스템의 불
안정성 확대 등과 같은 금융불안요인은 통일 이후 남북 경제의 분리운영 기간
중에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시장경제체제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분리운영 기간 중 북한 경제의 성공적인 체
제전환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운영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이상의 금융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남북 경제 분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부문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북한 금융시스템의 체제전환을
연구한 안형익, 박해식(2014, pp. 9~20)에 따르면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여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원
적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분리운영 기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
한 은행시스템의 체제전환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함과 동시에 상업은
행의 민영화 과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보면 상
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신규 은행이 난립하고 은행 부실화가 진행되는 경우
가 종종 발견된다.1) 분리운영 기간 중 북한 은행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
는 감독체계가 정착될 경우 부실화 등에 따른 은행 부문의 취약성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분리운영 기간 중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은행 부문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
이 있다. 한편 은행 위주의 금융산업 구조는 북한지역 기업들이 주로 자본시장
보다는 은행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운영 기간이 진
행되면서 북한지역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분리운영 기간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성이 용이해질 수 있는 수준의 자본시장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내기가 매우

1) 체제전환국 은행시스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안형익, 박해식(2014), pp. 21~87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체제전환 초기에 은행의 신규 설립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은행 수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은행 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체계 미흡에 따른 은행 부실화로 인해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 부문
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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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2)
한편 김영찬 외(2016)에서 상정하는 재정 부문 한시적 분리운영의 특징은
북한특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전제로 과세 및 정부지출 권한을 배분하여 재
정의 자율성을 부과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개인 간 형
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구의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
입 및 부채 구조조정 지원이 필요하고 재분배 및 재정위기 예방을 위한 재정이
전 계획도 수립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재정수입의 근간인 조세제도는 남
한의 제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동일한 간접세율 부과와 필요시 조세 경감을 통
한 산업정책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엄격하거나 유연하거나 어떠한 분리운영 종료 조
건을 채택하더라도 북한특구의 재정적자 및 지방정부의 부채 수준이 남한과 충
분히 유사해야 통합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또 김영찬 외(2016)에 따라 통합
운영 이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중에 남북한 소득 수준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
제 상황, 재정수입, 재정지출 등의 차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개입과 구조조정 지
원, 재분배 및 재정이전은 이미 완료되었고, 조세 및 재정 지출제도 등 인프라
도 남한의 제도로 수렴된 상태를 상정한다.
이렇게 볼 때 분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에서 재정 부문의 통합 과제는 지방자
치 분권 강화의 전제하에서 체제 통합 후 공공 부문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조세
와 재정의 기능과 구조를 재정비하고, 재정수입 관련해서는 조세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인프라와 징세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바람직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조세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개별 세목이 시장경제와 합치되도록 어떻게 개
혁할 것인지, 신규 세목의 도입이 필요한지, 조세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등이 통합 운영 설계 시 필요한 결정이다. 통합 시점에서 납세자와 조세

2)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 북한의 금융 상황에 대한 가정은 분리운영 기간 중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 정착 여
부, 분리운영 기간의 지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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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간 정보 비대칭 심화, 거래의 지급 방식 다양화, 납세자 수 증가 및 과세
기반의 변화 등으로 징세환경이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지역의
빈곤문제 해결, 사회보장 지출,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 등 재정지출에 대비
한 안정된 재정수입의 확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조세부담률뿐만
아니라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간의 비중 설정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 등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세제도가 현실에서 잘 운영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조세행
정 체계 및 관련 인력 및 운영 등의 확보도 중요하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사회보장 지출,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비중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적자를 피하고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및 사회적 제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재정활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예산제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예산편성의 독립, 재정지출 총액 및 재정적
자의 통제 장치, 예산집행의 효율성 감시 및 감독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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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융 부문의 통합

1. 통화 및 환율 부문
2. 금융 부문 통합

1. 통화 및 환율 부문
가. 화폐통합
남북한 경제의 분리운영 이후 두 지역의 진정한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화를 하나의 통화로 통합하여 단일통화(single currency)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통화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여 도입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북한 통화를 기존의 남한
통화로 교환하여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한 통화는
북한지역보다 금융 및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남한지역에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얻고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받아들이는 데 크게 문
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찬 외(2016, pp. 89~92)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중에 도입하는 북한의 신화폐는 이미 남한 화폐 체계
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화폐단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굳이 화폐주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
여 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남북한지역의 단일통화 도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환비
율을 적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통화의 교환을 유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2015, pp. 200~218)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 경제가 붕괴된 배경에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동서독
간에 합의된 동서독 통화의 일대일 교환비율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통일
이후 동서독 통화가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교환비율이 결정되자 동독지역의 임
금이 급증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물가불안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
의 사례가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 간의 통합을 다룬다는 점에서 두
개의 시장경제체제 간 통합을 다루는 본 연구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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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 시 적절한 교환비율에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화가 교환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단행되었던 주화의 품위저하
(debasement)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화의 품위저하란 주화의 무게나
질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3~16세기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금
화, 은화 등 주화의 품위저하를 통한 개주(recoinage)를 시도하였다. 김희호
(2017, pp. 42~44)에 따르면 1509~1551년 사이에 영국왕실이 재정 확충을
위해 금과 은의 함유량을 줄이는 개주를 시도하면서 1파운드 은화에서 은의 무
게가 6.4온스에서 1온스 이하로 감소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1285~
1450년 사이에 무려 123회의 개주를 시도하였는데, 개주를 할 때마다 금화와
은화의 무게가 5~ 50% 정도 감소하였다.
유럽 왕실은 주화의 품위저하 이후 구주화와 신주화가 동일한 액면가치를
갖고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악화인 신주화가 양화인 구주화를 구축
(bad money drives out good)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주화가 구주화에 비
해 질적으로 열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화와 동일한 액면가치로 유통되도
록 함에 따라 구주화의 구매력이 신주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
다. 구주화를 보유한 사람들이 구주화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 신주화로 교
환함에 따라 시장에서 구주화가 사라지고 신주화가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 것
이다.
반면에 조선시대에도 상평통보가 도입된 초기 화폐경제시기에 동전의 무게
와 동 함유량을 낮추는 품위저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유럽과는 달리 신동전
이 구동전을 구축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 정부가 1678~1798년 기
간에 동전의 품위저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동전과 구동전의 액면가치를 동
일하게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전에 의한 구동전 구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의 배경으로 김희호(2017)는 조선시대 초기 화폐경제의
특징, 즉 동전이 부족한 전황의 지속, 동전의 사용 촉진을 위한 조선 정부의 동
전가치 안정화 정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전황, 동전가치 안정화 정책 등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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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조선시대의 전황비율
(단위: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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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황비율=(1인당 동전 주전량-1인당 소비액)/1인당 소비액.
자료: 김희호(2017), p. 52의 [Figure 2]를 원용.

시대 초기 화폐경제의 특징으로 인해 수차례의 품위저하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가치가 재화에 비해 높아지는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질적으로 우월한 구동전의 구매력이 신동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동
전이 구동전을 구축하지 않는 가운데 동일한 액면가치를 갖고 동시에 유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세 유럽과 조선시대의 품위저하 사례는 남북한 화폐통합 시 적절한 수준
의 교환비율을 통해 남한 통화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지 못하면 남한 통
화를 북한지역에서 통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한 통화가 각각
의 지역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남한 통화에 대한 북한지역
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남한 통화의 보유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북한지역 주민들이 남한 통화를 보유하게 만드는 유인은 남한 통화
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할 때 발생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한 통화 보유
유인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교환비율이 남한 통화의 구매력을 저평가할 경
우 남한지역 주민마저 북한 통화를 보유하려는 유인이 생겨 오히려 남한 통화
가 북한 통화에 의해 구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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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나, 화폐통합 시 남북한 통화의 상대적인 실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환비율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3-2. 조선시대 동전의 품위저하 이후 동전 주전량의 변화
(단위: 천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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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점 0은 동전의 품위저하가 발생한 연도이며 시점 –X는 품위저하가 일어나기 X년 전을 의미함.
1678~98년 기간을 대상으로 함.
자료: 김희호(2017), p. 63의 [Figure 5]를 원용.

남북한 화폐통합 시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남북한 통화의 교환비율은 분
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에서 결정되는 남한 통화와 북한 통화 간의 재정환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찬 외(2016, pp. 96~108)는 남북한 분리
운영 기간의 최종단계에서 북한 통화의 환율이 남한 통화를 제외하고는 변동환
율제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북한 통화와 미국달러화(예) 간의
환율이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율의
수준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북 경제통합이 임박하는 시기에
남한의 환율제도가 현행 자유변동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남한
통화와 미국달러화(예) 간의 환율도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
통화와 미국달러화 간 환율과 남한 통화와 미국달러화 간 환율의 재정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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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반영하는 환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남한과 북한이 유사한 환율제도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변동환율
제에 근접하는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남북한 교환비율 결정 시 재정환율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한 통화를 제외한 외국통화에 대해 변동환
율제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자유변동환율제에 버금갈 정도로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 경우 북한 환율
이 시장의 외환수급 압력을 남한 환율만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재정환율이
남북한 통화 간 균형환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
북한 교환비율 결정 시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화폐통합 당시의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 시기가 임박할 때 남한과 북한 통화 간 환율제
도와 관련하여 유럽의 ERM이나 통화위원회제도 등과 같은 고정환율제의 도입
을 제안하고 있으나,3)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
한 경제의 분리운영 기간에는 북한지역의 가격자유화 등에 따른 물가불안이 우
려되고 외화통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화폐가치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남북한 분리운영 초기단계에서 북한 화폐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운용하
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지역의 물가불안, 경제 불확실성 등이
완화되고 화폐가치가 안정화될 경우 남한과 유사한 형태로 변동환율제로의 점
진적 이행을 실행해나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변동환율제와 남
한의 자유변동환율제가 결합하여 탄생하는 남북한 통화 간 재정환율은 완벽하
지는 않지만 시장의 힘에 의한 남북한 통화 간 교환비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 분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두 지역 통화 간 환율을 최종단계
직전의 재정환율 수준으로 고정하여 환율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3) 김영찬 외(2016); 김병연(2014); 이영섭, 전홍택(2012)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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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분
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도 두 지역의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데, 환
율 수준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된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할 경우 투기적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남북한 분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북한지역의 자본자유
화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균형이탈
에 따른 투기적 공격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북한지역이 환율제도를 유럽의
ERM이나 홍콩과 같은 강력한 고정환율제인 통화위원회제도를 운용한다고 하
더라도 투기적 공격에 대한 취약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영국이 1992년에 ERM
을 탈퇴한 이유가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을 유지해
파운드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확산되었기 때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
국달러화에 대한 통화위원회제도를 운용하는 홍콩달러화의 경우에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했던 2015년
에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분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남북한 통화 간에 고정환율제가 도
입·운용될 경우 북한지역의 독자적 통화정책 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통화 간에 고정환율제가 운용될 경우 북한지역의 통화정책은 남한지역
의 통화정책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분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북한지역의
통화정책이 남한과 유사한 물가안정목표제의 이행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
한지역의 독자적 통화정책의 운용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물가안정목표제하
에서 금리는 통화정책의 핵심적인 운용목표가 되는데, 고정환율제 운용 시 북
한지역은 고정된 환율 수준 유지를 위해 남한과 일정한 수준에서 정책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
에 맞게 정책금리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며, 특히 통화위
원회제도 운용 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남북한 경제통합이 임박하는 시기에 남북 경제가 과연 두 통화 간 고정
환율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외환시장

제3장 금융 부문의 통합 • 43

에서 환율의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 압력이 팽배할 경우 고정환율제를 운용하
는 통화 당국은 금리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한다. 예를 들어, 남한 통화 대비 북
한 통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팽배할 때 향후 북한 통화의 가치하락을 예상하는
시장참여자들은 북한 통화를 차입하여 남한 통화에 투자하는 캐리거래를 단행
한다. 이러한 캐리거래는 남한 통화 대비 북한 통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더욱 증
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북한 통화의 평가절하가 현실화되면 캐리거래 투자
자들은 환차익을 획득하게 된다. 북한 통화 당국은 금리인상을 통해 캐리비용
을 증가시켜 캐리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정책금리가 시장금리에 원활히 전파될 때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남북한 분리운영의 최종단계에서 북한 통화 당국이 금리조정을 통해 환율의 평
가절하나 평가절상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지역의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한 통화 간 고정환율 유지를 위한 남한 통화 당국의 대북지원도 제한적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정환율제의 지속가능성이 불투
명하다. 앞에서 언급한 북한 통화의 평가절하 압력의 예를 들면, 남한 통화 당
국은 북한 통화의 평가절하 압력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에 남한 통화를 무제한적
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고정환율제의 유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남한지역의 통
화량 급증으로 남한 통화 당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한지역의 통화량 급증으로 남한 통화의 가치가 급
락할 경우 남한지역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해외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는 남한지역의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 통화정책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이 종료되어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남북한 통
화 당국은 단일화를 통해 남한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BOK)이 두 지역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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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통합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리운영 기
간의 최종단계에서 북한 통화 당국도 한국은행처럼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
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북한 통화 당국 흡수를 통한 통화정책 운용에 크게 무리
를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또는 정
책금리는 통화정책의 운영목표가 되며,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화정책
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중앙은행은 기준금
리의 목표 수준을 설정한 다음 콜금리와 같은 초단기 시장금리를 기준금리의
목표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매한다. 일
례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시 한국은행은 초단기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유
가증권을 매각한다. 한국은행의 유가증권 매각 시 금융회사의 초단기 운용자금
부족으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이 줄어들어 초단기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경제통합 단계에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 수준을 유
지할 경우 금융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
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에 북한지역에
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자본력 부족으로 인해 외부자금(external finance) 의
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에 북한지역의
직접금융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지역 기
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은행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
한 분리운영 기간에 북한지역 기업은 체제 전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의 재무 상태가 취약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
우, 북한의 많은 기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북한지역 기업의 높은 은행의존
도를 감안할 때 기업 부실화의 확산은 북한지역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훼손
할 우려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북한지역 은행의 도미노 파산도 발생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다루는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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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폭의 기준금리 변경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1996,
1999) 등은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가 작동하면 중앙은행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통해 실물경제에 대폭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통화정책
의 금융가속기(financial accelerator)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용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화폐 경로 또는 이자율 경로이
다. 화폐 경로에서 통화정책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금리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쳐 총수요가 변화하고, 그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되
거나 확장된다. 화폐 경로는 기업의 동질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변
경이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에 따라 다르지 않고 동
일하다. 반면에 기업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신용 경로에서는 통화정책이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에 따라 상이하다. 즉, 중앙은행의 기
준금리 인상 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용은 시장금리만큼 상승하는 것이 아니
라 시장금리+  만큼 상승한다는 것이다. 신용 경로에서는  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통화정책의 financial accelerator 기능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이 시
장금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
에 미치는 효과가 확장되면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
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외부자금조달 프리미
엄이 증가한다.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자금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위축으로 기업의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요의 동반 감소가 예상된
다.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후퇴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외
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추가로 증가하고, 기업의 지출 및 경기가 더욱 위축되
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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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긴축통화정책의 financial accelerator 기능

기준금리 인상

기업 재무 상태 악화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 증가

총수요 위축

경기 후퇴

자료: 박해식, 이지언(2017), p. 13의 [그림 1]을 원용.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가 작동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용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제통합 이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 분리운영 기
간 중에 북한 경제는 시장경제체제로 체제 전환을 이행하면서 분리운영 최종단
계에 진입하면 상당 부분 시장경제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분리운
영 기간 중 북한 경제의 체제 전환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최종목표로 하여 진행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 북한 경제의 구조는 남한과 유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의 신용 경
로가 작동하면 남북한 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해식, 이지언(2017)은 2005년 1/4분기~2017년 1/4분기의 분기별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이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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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들의 실증분석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측불가능(unobserved)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의 대체변수로는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전체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각각을 기준으로 부
실기업과 우량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준금리 변경이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으로 구분하여 기준금리 변경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의 외부자금조달 프리
미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추정하였다.

그림 3-4.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영향

1.5
0.970

1.0
0.5
0.0
-0.5

-0.398

-1.0
-1.5
-2.0

-1.710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주: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총자산 기준으로 각각 전체표본의 하위 10%와 상위 10%로 구분.
자료: 박해식, 이지언(2017), p. 57의 [표 9]를 재구성.

박해식, 이지언(2017, pp. 40~58)이 발견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 간
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기준금리 인상(인하) 시 외부자금조달 프리
미엄이 증가(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4) 둘째, 기준금리와 외부자금조달 프리
미엄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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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재무
상태가 더욱 취약해져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셋째, 기준금리와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재
무 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보다는 재무 상태가 취약한 부실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상기에 부실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우량기업에 비해 더
욱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5. 기준금리 인상이 우량 및 부실기업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영향

A. 총자산 대비 총자본 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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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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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기준
0.4

0.327

0.3
0.2

-0.021
우량기업

D. 총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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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0.1
0

0.01

-0.1
0.00

-0.2
-0.3

-0.244
부실기업

우량기업

-0.01

-0.006
부실기업

우량기업

주: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은 각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기준으로 전체표본의 하위 10%로
상위 10%로 구분.
자료: 박해식, 이지언(2017), p. 50의 [표 6]을 재구성.

4) 이자보상배율이 증가하면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하면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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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 시장금리와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자금차입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박해식, 이지언(2017,
pp. 40~58)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이 기업의 장기차입금에 미치는 영향
도 추정하였는데, 이들이 발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기
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장기차입금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
러한 영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중소
기업의 자금차입이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기업에 비해 중
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현상과 부합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
부실기업의 자금차입이 우량기업에 비해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기준금리와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 간 양(+)의 관
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림 3-6.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의 장기차입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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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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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총자산 기준으로 각각 전체표본의 하위 10%와 상위 10%로 구분.
자료: 박해식, 이지언(2017), p. 45, p. 57의 [표 5]와 [표 9]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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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가 더욱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무
적으로 취약하고 부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현재의 남한보다 많을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지역 부실기업의 재무적 취약성의 경우 현재 남한지
역의 부실기업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한 경제통합 이후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신중한 금리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중에 북한지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미흡할 것으
로 예상되는 점도 북한지역에서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를 더욱 강하게 작동하도
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의 미발달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
의 외부자금조달이 극히 제한되어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에만 의존하여 외부자
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하
지 않을 때 자본시장을 탐색(tapping)할 수 있는 선택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금융시장 구조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 작동
요건이 자본시장이 미발달되어 있을 때보다 약화된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자본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예금 이외에 시장수신 발행을 통해 대출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 대출재원 확보가 용이
하다. 즉, 자본시장이 발달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감소분
을 시장성수신 발행을 통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공급 능력이 저
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은행
이 기업에게 공급하는 대출자금은 자본시장이 미발달되어 있을 때보다 크게 축
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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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기준금리 인상이 우량 및 부실기업 장기차입금에 미치는 영향

A. 총자산 대비 총자본 비율 기준
2.00

2.00
1.532

1.60
1.20

B.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 기준

0.968

1.00
0.00

0.80

-1.00

0.40

-2.00

0.00
부실기업

우량기업

-0.134

0.10

0.112

0.05

-0.80

0.00

-1.20

-2.00

우량기업

D. 총매출액 기준
0.15

-0.40

-1.643
부실기업

C.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기준
0.00

-1.60

1.565

-0.05
-0.10

-1.621
부실기업

우량기업

-0.15

-0.101

부실기업

우량기업

주: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은 각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기준으로 전체 표본의 하위 10%로
상위 10%로 구분.
자료: 박해식, 이지언(2017), p. 52의 [표 8]을 재구성.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시장 접근이 용이하여 외부자금
조달의 은행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통화정책의 영향
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자본시
장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 은행의존도가 낮은 대기업의 부채규모는 연
준(Fed)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은행의
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채규모가 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ashyap, Stein, and Wilcox 1993; Oliner
and Rudebusch 1996).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중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이행
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흡하여 북한지역 기업의 대부분은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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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은행의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
흡하여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기업마저도 은행의존도가 높아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한국은행이 이러한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북한 기업의 부실화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붕
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통합 초기단계에서 한국
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북한지역 기업들이 재무 상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개
선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정책과 더불어 은행 부문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북한지역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재 우리나라는 은행 부문의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대율 규제와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
다. 예대율 규제는 시장성 수신 등 은행의 대출 재원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로
은행의 대출 공급을 제약한다. LCR 규제는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유동
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은행의 자산 운용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대
출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지역의 기업들이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
황에서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은행 부문에 남한지역 은행 부문과 동일한 수준
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은행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나 LCR 규제가 운용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박해식, 이지언
(2017, pp. 58~7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의 부채규모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예대규제 및 LCR 규제 도입 이
후에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건전성 규제로 인해 통화정책이 중소기업
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운용
하는 과정에서 북한지역 중소기업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지역 중

제3장 금융 부문의 통합 • 53

소기업의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지역 은행 부문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 부문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3-8.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 장기차입금에 미치는 영향
규제도입 이전

예대율규제

예대율 및 LCR 규제

0
-2

-1.3893

-4
-6
-8

-7.2683

-10
-12
-12.1706

-14

자료: 박해식, 이지언(2017), p. 72의 [표 12]를 재구성.

다. 외환보유액 확충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2015, pp. 116~119)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거 이
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남북한 통일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지
적하면서 통일 임박 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통합 시 장기간에 걸쳐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남북한 통일이 임박하는 시기
에 통일 이후의 경기침체를 미리 예상하여 국내에 투자했던 자금을 대거 회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남북한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방
안은 통일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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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한 분리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축소될 경우, 경제통합 이후
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
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거 해외 이탈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한 분리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통합 이후 대외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중에 자본력이 부족한 북한 당국은 외국자본에 의
존하여 북한지역의 경제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에
발생하는 외채는 경제통합 이후 통일경제의 대외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통합 이후 대외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은 외화유동성 위기 시 가장 직접적인 완충 역할을 수행하기 때
문에 경제통합 이후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으로 외환보유
액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보유액 부족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
기의 주요 원인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
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박해식 2014, pp. 80~85). 적정 외환보유액은 3개
월 수입액, 100% 단기외채규모, 위기 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규모(외국
인 보유주식액의 30%로 가정) 등 세 가지 기준을 합산하여 추정한다. 이 경우
1997년과 2008년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보유했던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보
다 각각 734억 달러와 1,215억 달러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은 잠재적인 외화유출요인에 의해 향후 일정 기
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외화유출액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한다.
외화유출요인으로는 수입액 또는 수출액, 단기외채, 기타 포트폴리오 투자자
금, 총통화량(M2 통화량을 기준으로 측정) 등이 있는데, 전통적인 산출방법은
이들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다. IMF(2011, 2013, 2014)는 ARA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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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통해 3개월간 수입액, M2의 20%, 단기외채 전액 등을 전통적인 방법으
로 제시한다. IMF는 2011년부터 발표된 ARA 보고서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시 외화유출요인의 상대적인 비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정하여 적정 외화
보유액 산출방법(ARA EM Metric)을 제시한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① 단기외
채, ② 기타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③ M2, ④ 수출액의 4개 요인에 대해 각각
30%, 15%, 5%, 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신흥국에 적합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방법(ARA EM Metric)을 비롯한 일
련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하면 전반
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은 IMF에서
제시하는 ARA EM Metric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여타 국가와의 비교에
서도 양호하다. IMF는 대략적으로 ARA EM Metric의 100~150% 정도를 외
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 전통적인 산출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해도
M2 기준에 비해서는 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IMF의 국가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약 436억 달러 규모의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며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여유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이나 IMF의 ARA EM Metric 방식이 과연 남북한 통일
이후 경제통합 단계에서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 산
출에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IMF의 ARA EM Metric
은 신흥국의 과거 데이터를 통합하여(pooling) 외화유출요인별 가중치를 일률적
으로 추정한 것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산출 방식에 비해 체계적인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IMF의 ARA EM Metric은 적용대상 국가 고유의 특성을 정확히 반
영하는 맞춤형 지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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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IMF ARA EM Metric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평가
(단위: GDP 대비 %)
외환보유액

ARA EM Metric

60

40

20

0
Korea,

India

Indonesia

Brazil

Chile

China,P.R.:

Turkey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자료: 박해식, 김남종(2017), p. 6의 [그림 3]을 원용.

그림 3-10. 전통적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평가
(단위: GDP 대비 %)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전액

총 통화량(20%)

3개월 수입액

ARA EM Metric

60

40

20

0
Korea,

India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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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e

China,P....

Turkey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Vietnam

자료: 박해식, 김남종(2017), p. 6의 [그림 4]를 원용.

또한 IMF의 ARA EM Metric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외환보
유액에 적용해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후
적으로 보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은 ARA EM Metric 대비 108% 수준으로 계산되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외화유출로 다
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잠재적 외화유출요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요인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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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산정할지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 3-1. 개성공단사업 주요 일정
(단위: GDP 대비 %)

국가

외환보유액

ARA EM
Metric

3개월 수입액

총통화량(20%)

단기외채

한국

22.68

21.6

9.23

43.69

9.82

인도

16.89

10.48

5.74

16.77

9.34

인도네시아

13.24

9.05

4.58

7.96

5.71

브라질

18.24

10.5

2.88

16.77

7.23

칠레

15.93

14.59

7.6

12.2

14.82

중국

24.83

27.07

4.38

43.72

6.76

터키

15

17.64

7.59

13.3

25.13

태국

40.46

19.65

14.69

26.01

16.64

필리핀

24.82

10.94

7.14

14.02

6.18

말레이시아

32.38

37.29

14.31

26.83

39.3

베트남

19.38

n/a

23.87

33.73

8.12

자료: 박해식, 김남종(2017), p. 7의 [표 5]를 원용.

그림 3-11.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국가별 외환보유액 변화
(단위: GDP 대비 %)
2008Q4
2008Q1

5

0

-5

LBN
THA
ISR
JOR
PAN
CHN
CZE
ZAF
CRI
SLV
URY
COL
GTM
ARG
PHL
CHL
MEX
TUR
IDN
LTU
VNM
PAK
EST
HUN
BRA
IND
ROM
MAR
POL
KAZ
HRV
BIH
PER
KOR
ARM
VEN
LKA
SRB
ECU
LVA
MYS
BGR
UKR
RUS

-10

자료: 박해식, 김남종(2017), p. 10의 [그림 6]을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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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통화스와프, 지역금융안전망 등 제2선 외환보유액 활용을 통해 경제
통합 이후 통일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화보유액은
대규모 자본이탈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지
만, 그 규모가 확대될수록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제2선 외환보유액을 외환보유액의 보완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당사국 간 정치적 사안에 민감한 양자간 통화스와프에 지나치
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CMIM과 같은 지역금융안
전망이 필요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과 제2선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축
적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건전성 규제를 강
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확충과 제2선 외환보유액의
확보는 유사시 대규모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유용한 위기대응 수단이 될 수 있
으나, 오히려 금융시스템 위험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
승원(2010)은 금융회사들이 외환보유액을 유사시 활용 가능한 예비적 유동자
산으로 인식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단기외채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거
유출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이 낮아지므로 해외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단기외
채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된다. 김승원(2010)에 따르면 2000~07년 기간 중 46
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액 증가 시 국가 전체의 단기외채와 은
행 부문의 단기외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국의 외환보
유액 규모가 확대될수록 해당 국가의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대외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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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환보유액 확충 및 제2선 외환보유액 확보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위
기예방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더불어 금
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
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외화유
동성 비율규제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유용한 참
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윤석, 박해식(2016, pp. 1~11)은
우리나라의 현행(외화 LCR 도입 이전)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
라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을 운용해왔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을 85%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1개월
갭비율에 따라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
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7일 갭비율에 따라 잔존만기 7일 이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을 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외화자산잔존만기 개월 이내
개월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부채잔존만기 개월 이내

개월 갭비율 

외화자산잔존만기 개월 이내  외화부채잔존만기 개월 이내
≥ ∆
총외화자산

일 갭비율 

외화자산잔존만기 일 이내  외화부채잔존만기 일 이내
≥ 
총외화자산

이 외에도 총 외화자산 중 일부를 안전자산5)으로 보유하도록 지도하는 외화
안전자산보유비율, 향후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외화차입금 중 50% 이상
을 여유자금6)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외화여유자금보유비율 등도 운용하여왔다.
5) 안전자산은 ① 외국통화, ② 신용등급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및 A등급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 ③ A
등급 이상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④ A등급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회
사채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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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은행 부문을 대상으로 바젤Ⅲ에서 권고하는 중요통화7)에 대한 외
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 비율)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2013년 바
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바젤Ⅲ의 일환으로 은행의 유동성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을 도입하였다. LCR 비율은
은행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 시나리오하에서 30일 동안 유동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고유동성자산
 비율   ≥ 
일간 순현금유출액

외화 LCR 비율은 LCR 비율과 함께 BCBS에서 도입한 유동성 모니터링 수
단 중 하나로 중요통화에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통화불일치 문제를 감시·추
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화 LCR 비율은 모니터링 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적
으로 정의된 최소규제비율은 없으나 회원국 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라 최소 모
니터링비율을 정할 수 있다.

중요통화별 고유동성자산
외화 비율  
중요통화별 일간 순현금유출액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부터 은행들에 대해 40%를 최소규제비율로 하는
외화 LCR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북 경제통합 이후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금융회사에 대해 외환건전성 규제
를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선별적으로 규제를 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금융회사의 경우 남한 금융회사에 비
해 재무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
한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6) 여유자금은 ①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순콜론, 예치금, 대여금, ② 선물환포지션, ③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국
공채, ④ committed credit line 등으로 구성된다.
7) 특정 통화로 표시된 부채가 은행 총부채의 5% 이상일 때 해당 통화는 중요통화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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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LCR 비율의 규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외화자산 중 일부를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수익
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재무적 취약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지역 금
융회사에게 외화 LCR 비율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수익성 악화로 재무적 취약
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남한지역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비율의
최소규제비율을 1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 금융산업이 은행산업 위주로 발전해왔고 향후 은행산업의 중요도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은행산업은 금융중개 기능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남한지역 은행산업의 외
환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이 바람직하다.
남한지역의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외화 LCR 비율규제를 적용하여 은
행 부문과 동일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높은 수준의 최소규제비율을 도입하여 운
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 당국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
래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지정하여 외환거래를 허용해왔다. 과거
에는 외환거래가 허용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가 은행 위주로 되어 있
었으나, 수차례의 규제 완화를 거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지정된 비은행 금
융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은행의 경우 설치근거법인 ｢은행법｣에서 허용하는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 외국환업무가 가능하나, 비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범위는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은행 외
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외환 LCR 비율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북한지역 금융회사에 대해 남한지역 금융회사와 동일
하게 외화 LCR 비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시 북한지역 금융회사의 재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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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분리운영
종료 시점에서 북한지역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있고 금융회사의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외화 LCR 비율을 은행부터 시작하여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이후 비은행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분리운영 종료 시점에서 북한지역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 LCR
비율규제의 적용이 무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행 남한지역의 외화유동성 비
율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지역 금융회사에 남한지역의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행 남한지역의 외화유동성 비율규제에 대해서는 위기 시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불일치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우세
하다. 현행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는 평상 시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
처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기 시 대응력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국내은행의 3개월 외화

그림 3-12.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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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윤석, 박해식(2016), p. 6의 [그림 Ⅱ-1]을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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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외채차환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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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윤석, 박해식(2016), p. 6의 [그림 Ⅱ-2]를 원용.

유동성비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은행은 규제비
율(85% 이상)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차환율이 급락하는 등 심각한 외화자금난
을 경험한 바 있다. 이처럼 남한지역의 현행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는 위기 시 외
화자산 회수 축소, 외화부채 유출 확대 등 외화자금시장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
흡하여 외화시스템 위험 방지에 한계가 있다.
이의 배경으로는 첫째, 외화유동성 규제비율의 계산을 말잔 기준으로 정하
고 있어 실질적인 외화유동성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
적이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회사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을 평상시에는 충
족하지 않고 기간 말에만 충족하도록 외화자산 및 부채를 운용하는 행위를 적
발하기가 어렵다. 금융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기
시에는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즉, 외화자금 부족 사태는 국내
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외화유동
성 비율 규제는 기간 말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남한지역의 외화유동성 규제비율은 위기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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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 일례로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은 자산 및 부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여 만기 시 대부분의 자산이 회수되고, 부채도 상당 부분 차환이
가능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화유동성비율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자산도 유동자산
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외화유동성비율은 난외계정의 미확정지급보
증이나 신용공여약정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현금유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반
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우세한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지역 금융회사
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외화안전자
산보유비율과 외화여유자금비율에서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은행의 외
화안전자산보유비율은 2010년 도입 이후 규제비율(100%)을 큰 폭으로 지속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에서는 80,000%를 넘는 경우도 관측된
다. 국내은행의 외화여유자금비율도 2015년 6월 말 현재 136%로 지도비율
(50%)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규제를 북한지역의 금융회

그림 3-14. 외화안전자산비율(은행 평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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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윤석, 박해식(2016), p. 10의 [그림 Ⅱ-3]을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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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외화안전자산비율(2개 은행)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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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윤석, 박해식(2016), p. 10의 [그림 Ⅱ-4]를 원용.

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들의 외화자산 및 부채운용의 역량을 제약할 수 있
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8)

마.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구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이 증가하면서 외화 획득과 사용에 대한 관
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용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원칙금지·예외허
용방식(positive system)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외환 당국은 ｢외국환관리법｣
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외화 사용을 억제하고 부족한 외화를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안정을 모색하여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민간 부문의 대외거래가 급격히 확대되고 1996년 OECD 가입 등 우리나
라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함에 따라 규제 위주의 외환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8) 예를 들어,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외화여유자금보유비율을 일별로 집계하여 주별로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자산의 운용을 콜론 등 손쉬운 자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여
유자금 중 30% 이상은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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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규제·
관리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외
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은 외환거래를 규제함으
로써 국내 및 외국 기업의 국내외 영업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
나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 민간 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
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예외로 규제하는 원칙자유·예
외규제방식(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이 시장원리를 제고하는 ｢외국환거래법｣체제로 대체되면서
외환 분야의 자유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전되었다.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
의 제정으로 기업의 대외활동 관련 경상거래의 지급 및 수령이 상당 부분 자유
화되었다. 2001년 1월부터는 개인의 경상거래 관련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되는
등 대부분 경상거래의 지급 및 수령 행위가 자유화되었다. 2002년 6월 외환제
도 선진화 계획에서는 개인의 고액 대외송금에 대한 한국은행 확인제도를 폐지
하여 개인의 대외지급을 전면 자유화하였다. 2006년부터는 자본거래 중 허가
사항이 모두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한 조치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상 및 자본거래 자유화
를 대폭적으로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폐지
를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외국환법령체계가 경상 및 자본거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거래 절차나 법령체
계가 여전히 복잡하여 자유화의 체감 수준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규 상품
의 등장, 신종 거래의 확산 등 국내외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
러한 환경변화를 외국환법령체계에서 신속히 담아내기가 어려워 거래의 편의
성이 저하되었다. 규제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설치근거법 등에
서 다루면 되는데, 굳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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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대외거래 자유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특히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개발국의 경우 자본자유화에 따
른 자본유입으로 자본이 축적되어 투자가 증대하면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자본이 유입
되면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는 등 자본
자유화에 따른 간접적 혜택도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자본자유화와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견해가 다수 등장하였다. Rodrik and Subramanian(2009)
은 저개발국의 자본축적이 적은 이유가 저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이 있
는 투자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면 환율이 절상되고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투자의 수익성이 저하
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Kawai and Lamberte
(2008)에 따르면 신흥국의 과도한 자본유입은 국내신용의 증가, 경기과열, 인
플레이션 가속, 환율절상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 또한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거품, 자본의 급격한 유
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남북통일 및 그에 따른 경제통합을 감안하면 ｢외국환거래법｣을 유지함으로
써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자본거래에 대해 규제를 가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자본자유화를 통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나, 자본자유화에 따른 잠재적 부
작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의 분리
운영이 경제통합 이후의 금융시스템 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렇
다고 해서 경제통합에 따른 불안정성의 완전한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
다. 북한지역에서 기업 부실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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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발생하면 경제통합 이후 자본의 대거 유출, 투기성 자본거래의 성행 등 금
융시장 불안요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본거래를 규제하는 유사시 안전장치의 구축은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환거래법｣하에서 시행한 자본거래 허가제를 참고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외환자유화로 인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유사시 안전장
치를 제도화하였다. 일례로 정부는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등 대외지급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대외지급을 전면 정지하는 대외지급 정지제도를 운용하였
다. 또한 유사시 유출입되는 자금에 대해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
치하는 가변자본예치제(VDR)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본거래 허가제도
유사시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보완장치의 하나로 국내 외환 및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본거래에 대해 적용하였다. 자본거래
허가제는 환투기 또는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외환 당국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제하였다.
자본거래 허가제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
터 외화를 차입하는 거래는 자본거래 허가제하에서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자본거래 허가제에서는 재무불건전 국내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1년 이하의 단
기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고자 하는
거래를 규제하였다. 재무불건전 국내법인의 단기외화차입은 단기외채의 무분
별한 증가로 인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증대할 우려가 있어 규제
하였다.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
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개인 및 비영
리법인의 보증 및 담보부 외화차입은 국내자본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였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도 자본거래 허가제하에서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
환 당국의 허가를 득하도록 요구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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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거래는 투기거래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규제하였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원화자금을 대출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거래도 같은 이유로 규제하였다. 1998년 10월 홍콩 통화 당국은 헤
지펀드의 단기 홍콩달러 차입을 통한 투기적 공격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홍콩달
러 차입을 규제한 바 있다.
그런데 자본거래 허가제와 같은 유사시 안전장치는 이미 폐기한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사시 안전장치는 남북통일에 따
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시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
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유사시 안전장치의 발동요건을 설
정하여 외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금융 부문 통합
김영찬 외(2016, pp. 117~152)에서는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의 최종단계에
서 북한의 주요 금융회사를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회사로 양분하고 있다. 개
발금융기구 등 정책금융기관은 남한의 관련 기관이 지점 또는 자회사 형식으로
진출하여 남한 개발연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업금융회사는 기존의 북한 은행
을 활용하여 재건되거나, ｢상업은행법｣에 따라 신규 설립 또는 남한이나 외국
의 은행이 북한 은행의 인수, 자회사, 지사, 지점 등의 형태로 북한지역에 진출
하는 형태이다. 저축은행·신협·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 설립되어 사금융
돈주(전주)가 양성화되고, 북한 내에서 자금이 축적되고 운용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시장의 발달과 함께 주식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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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외환시장을 통해 북한 통화의 가치가 적절히 평
가된다고 설명한다. 자본금 확충, 예금 등 자금조달 여건 형성, 담보권 및 신용
평가제도 확립 및 보증은행을 통한 위험분담제도도 구축되어 상업은행이 제대
로 운용 또는 작동할 여건이 마련된다. 자본시장은 채권시장을 시작으로 점진
적으로 형성되고, 통화량·시중금리·환율안정 등과 함께 정부채도 발행되는 정
도의 발전된 모습을 상정한다.
금융인프라는 남한의 시스템을 이식하거나 통합이 진행되는 단계로 상정하
였다. 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 및 전산시스템은 남한의 시스템을 활용하
는 시나리오이다. 외환시장의 경우 외환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외국
환은행들이 지정되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황이다. 지급결
제제도는 남한의 시스템을 확장하여 남한 시스템으로 통합한다고 보았다. 금융
감독제도는 남한의 제도로 통합되었지만, 감독규정은 북한의 금융발전 단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구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남한의 예금
보험기구에 편입하거나 독자적인 예금보장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의 금융 부문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통합 후 금융산업의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가. 금융정책 방향
1) 정책목표
통합 후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의 기본기능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금융 중개·
지원 기능을 갖추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적 위험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금융자산의 효과적인 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
및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융수요를 충족하고 효과적인 금융자원의 배분을 통해
실물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금융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빠르
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산업을 평가하고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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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도록 금융산업의 내적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금융자산에 대한 수
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내시장의 성숙에 대비한 금융국제화와 금융기술
을 활용한 금융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기반 구축도 중요하
다. 또한 통합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이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미
칠 부정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다각적인 대응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규제·감독 측면에서는 개방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술, 융합, 경쟁에 적합한 개방적 규제·감독체계로의 전
환을 통해 신기술, 신서비스, 신시장 창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을 활용한 모니터링 능력 제고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
제완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금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 통합 후 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북한지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자기자본·자산건전성 규제 등의 규제
수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3-2. 금융 부문의 환경변화와 정책목표
구분

환경변화

주요 정책목표

∙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상승 압력 증대
∙ 가계부채 증가
∙ 전반적인 국내 금융자산의 축적
내부 환경변화 ∙ 청년·취약계층의 금융활용도 저하

∙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요구 증대 등 금융규제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 공공성 제고
강화 기조

∙ 금융산업 내부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요구 ∙ 실물경쟁력 제고 지원
∙ 대내외적 환경 및 산업변화에 적응
∙ 빠른 고령화 진전
∙ 금융자산의 효과적 관리
∙ 고령화 대비 복지수요 증대
∙ 금융안정 책임성 강화

외부 환경변화 ∙ 부문별 양극화 현상
∙ 국내 산업구조 재편

∙ 4차 산업혁명 등 실물산업의 구조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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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적 규율체계 마련

2) 규제·감독 체계
금융산업의 규제·감독 체계는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위기대응, 소비자
보호 등 주요 금융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원칙의 수립이 중요하다.
①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② 금융 정책과 감독, ③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간의 통합/분리 여부, ④ 감독 기능의 민간 위임 여부, ⑤ 독임제와 합의제
조직 형태 등이 주된 이슈이다.
현재 남한의 금융 규제·감독 체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
관련 규제 및 감독 범위와 기능이 분산, 중첩 또는 누락된 데 따른 부작용을 해
소하기 위해 금융 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고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
록 개편한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기금 등 다양
한 기관이 금융 규제 및 감독의 일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그림 3-16. 금융 규제의 목적 및 수단
목적

수단

시스템 리스크 방지

독점 금지 규제

소비자보호

광의의 사회적 목적

◯

자산 운용 규제

◯

자본금 기준

◯

이해 상충 기준 적용

◯
◯
◯

(내부자 거래 제한 등)
공시 기준 및 의무 조항

◯

진입규제
지역 제한
상품 제한
최고 이자율 제한
투자 의무 조항
보고 의무 조항

◯

◯
◯
◯
◯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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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안정성과 효율성, 견제와 균형, 통합 및 다원화 등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예산과 조정, 정책과 감독,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간의 분리 및
통합을 반복하여왔다. 그러나 그간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 및 신정부 구성 때
마다 행정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관련 기능의 분리와 통합
등이 반복됨으로써 조직 간 갈등과 사회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금융시장의 주요 상품의 하나로서 외환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소규모 개방
경제하에서 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제금융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추세를 벗어나는 독립적인 환율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
니라 환율은 금리 등 금융상품 가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
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 구조조정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이 청와대 서별
관 회의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면서 투명성 및 결정사항 이행 과정에서의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의 식별과 모니
터링 및 선제적 조치,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상호 간 연계성에 따른 전염 최소
화, 경기대응적 감독기준 적용, 선제 또는 사후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의사결
정과 정책수단을 투명하고 일관되고 효율성 있게 운용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직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축적해나가는
한편 권력화, 책임전가, 도덕적 해이, 사각지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기관 간 갈등, 다원화, 중복, 상충에 따른 부담
증가 및 비효율성 해소가 관건이다. 바람직한 금융행정 체계에 대한 정답이 없
는 상황에서 빈번한 조직개편은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조정 및 적응 과정에
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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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및 소비자보호 등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시장 간 상호
작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통합리스크 감독 체계가 확립되어
야 한다. 부처 간 협업 및 결정된 정책방향의 이행 강제력 및 책임 제고를 위한
법정기구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능 조정과 금융부처 신설 여부는 정책과 감독 간 분리에 따
른 장단점, 역사적 사례, 기존 법체계 및 향후 금융산업 전망 등 정책환경 및 가
치판단과 연관된 문제이다.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 발생 시 종합적이고 신속하
고 충분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아우르는 효율적 대응체계
가 필요하다. 글로벌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증가, 단기 및 장기,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시장 간 연계가 높아지는 여건에서 국내 및 국제금융의 인위적 구분은
곤란하다. 국제기준 제정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 등 국제금융 협력 시 시장
과의 상시적이고 밀접한 경험 및 전문성 확보가 협상력 및 설득력을 제고한다.
금융 부처의 경우 독임제 및 합의제의 장단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부
처 업무를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통합 내지 분리 여부는 정책과 감독 간 이해상충 또
는 상호보완 정도, 이중구조에 따른 과거의 부작용 경험, 금융행정의 법적 기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인허가부터 지배구조 규율,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 제재 및 퇴출 등은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및 공정
한 시장조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상호보완적 조치로서 일원화된 체
제 유지가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전문화보다 다원화에 따른 기능 중첩, 책임
전가 및 비용 증가의 우려도 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구가 감독을 담당
할 경우 책임성 및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재 등 권한의 적법성 이슈 해결
이 중요하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법적 기구 신설을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도 필
요하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은 금융부가 담당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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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위기 점검, 정책협의, 정보공유, 구조조정에 대한
최종정책 결정 및 결정사항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지정 권한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대개 규제 목적과 감
독 수단이 달라 이해상충 내지 우선순위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기
능을 분리하는 추세이다. 유한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 비용 및 부작용 차단
을 위한 방법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기구로 분리할지를 결정
할 필요가 있다.

3) 규제 방식
업종별로 상이한 열거주의 방식의 금융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칙자유, 예외금지의 포괄주의 규제 방식을 전 업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
융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와 소비자보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영업 행위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되,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금융회사 및 금
융시스템의 안정은 미시 및 거시 건전성 규제감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17. 금융 규제 방식 개선

사전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감독을 통해 사후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가할 것인지
예: 건전성 규제와 자산운용,
진입제한과 감독/검사

독일 기능 독일 규제를
통한 규제 차익 방지
또는 기관별 규제

사전규제
VS
사후감독

기관중심
VS
기능중심

사회 구성원의 일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채찍’과 ‘당근’ 간의 균형

공적규제
VS
자율규제

규정중심
VS
원칙중심

규제 방식

지시/명령
VS
유인부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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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주의
VS
포괄주의

핵심 요인

정부 또는 감독기관이 규제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임/위탁하여
협회 등 민간단체가 수행할 것인지

목표로 하는 감독 결과를
원칙과 상위 기준 형태로
운영하고 결과를 달성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금융
회사 자율 판단 존중 여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여부
열거주의가 신상품, 신업무 개발 및 발전을
저해하고 허가 및 인가권 남용과 규제 양산의
원인이라는 지적

●

비용과 편익

●

시장 참가자의 자질

●

시장 관행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위험

●

감독 역량

●

모니터링 인프라

●

시스템 리스크 크기

●

금융회사 수용 능력

●

국제기준

규제 방식 개혁에서는 비용과 편익, 규제감독 역량, 금융회사의 수용 능력,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거주의 대 포괄주의, 사전규제
대 사후감독, 규정중심 대 원칙중심, 기관중심 대 기능중심, 공적규제 대 자율
규제 등 다양한 규제 방식의 선택 과정에서 규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
인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나. 구조조정
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로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
을 도모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공공성 제고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성 제고가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권별 성격에 맞게 신규진입 여건 등 경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
가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적 환경, 상품, 고객, 영업 채널, 시장참여자, 재무
지표(자산, 자금조달, 자본, 손익, 수입/지출, 순이자수입, 순이자마진, 자금조
달 비용과 가치) 등 산업의 일반적 배경과 진입 등 규제체계, 그리고 시장구조
및 경쟁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체제 전환국 사례에서는 대체로 체제 전환 후 10년을 전후로 하여 부도율이
안정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부실
이전 단계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를 감지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시장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이 더욱 효
율적이다. 자본시장, 채권단, 대상 기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도록 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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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은행
국유 상업은행의 민영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혁은 북한특구의 경제시스템에
은행을 통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정착되는 정도를 살피며 추진할 수 있다. 신
설한 조선상업은행·조선외환은행의 영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 민영화를 추진할
때, 체제 전환국에서처럼 국유은행 지분을 국민에 배분하는 방안(체코의 Voucher
Scheme)과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민영화하는 방안(헝가리) 등이 가능한데,
민영화 추진 시점의 경제 여건 및 통합 진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
진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은행법｣(1993년 11월 제정)에 근거하여 업무 영역이 설립 목적
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합영은행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업무범위를 보장하여 존
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 과정을 통해 가급적 여타 상업은행에 인수·합
병되도록 유도하면서 폐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18. 주요 체제전환국의 은행 시장 구조 변화
(단위: 개)

60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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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300

293

260

200
100
0

53

52

45

1995

44

40

2000
CEE

42

33
2005

SEE

30
2010

FSU

주: CEE(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SEE(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
아), FSU(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룹별 평균.
자료: Bonin, Hasan, and Wachtel(2014), pp. 31-32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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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신규 은행 설립은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 내 지방은행 설립 인가는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완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정착
되기 이전까지는 은행산업 전체의 지점 개수, 자본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규
제할 필요가 있다.

표 3-3. 통일 이후 동독지역 은행 지점 수
(단위: 개)

구분

신용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기타

계

1990

464

2,131

1,849

151

4,595

1995

1,022

2,790

2,014

5,023

10,849

1999

924

2,710

1,619

3,436

8,689

자료: 조봉현(2014), p. 11.

2) 비은행 금융회사
증권산업은 북한 내에 주식회사제도·회계제도 및 주식시장 인프라가 정착되
고 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
운영 기간에도 산업육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북한 경제가 일정 궤도에 도달
하기까지 간접금융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시스템 지속이 불가피하지만, 증
권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설립 및 업무 범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증권시장의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 소재 기업을 위한 별도의 증권시장 설립
을 추진해볼 수 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이외에 북한 소재 기업을 대상으
로 완화된 상장기준을 적용하는 별도의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 내부에 설립하
여 운영하면서 북한 기업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북한 주민의 직접매매를 허
용할 경우, 북한 주민에게 지역기업에 대한 소유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
에게는 성장성이 높은 북한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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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와 연관성이 높고 향후 정부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
산업은 정책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산업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보험산업 육성 정도를 살피며 조선국제보험회사를 생명·손해보험사로 분리·
매각하고 신규 보험사 설립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중요한 인
프라인 보험요율 및 손해사정 관련 업무는 남한의 보험개발원 분원 등 별도의
신설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에서는 신용카드 전업사 설립보다는 지급결제 효율화 등을
위해 신용판매업 중심으로 은행 In-House 형태로 신용카드업을 허용하는 정
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시장경제 확산 및 금융문화 정착에 따라 신용카드업, 시
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모든 여신전문금융업을 단계적으
로 허용해나갈 수 있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경제발전 초기에 소외될 수 있는 소매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 신용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신용 기능이 활성화되면 농협·
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의 특성에 따라 분할을 유도하고, 한국협동조합중앙회
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 경제사업을 통한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업종 간
신용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아 금융지원 기능 강화를 추진해나간다.

3) 기업 구조조정
체제 전환 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에 누적된 부실 증가는 보다 상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
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정부개입 방식보다 효율적이다.
우선 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택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매뉴얼을 도
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기업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에는 적절한 자금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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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여신분류 등에 대한 은행의 재량권을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당
사자들이 최적의 기업 구조조정 형식9)을 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
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채권자 간 이해상충으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
을 활용한 채권 매각이 활성화되도록 매각의 단계별로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온정적 신용위
험 평가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의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구조조정 채권의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제3의 독립
적 평가기관을 운영할 경우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19.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른 구조조정 방식의 다양화

워크아웃 추진이
성공적인 경우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대상 선정 및
워크아웃 진행

구조조정 채권
매각

PEF를 통한
구조조정

경영정상화

채권자 간 이해 상충 등으로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자료: 구정한(2017)의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9) ① 원샷법: 사전적인 구조조정에 적합, ② 채권은행 협약: 사적인 구조조정으로 공적 채무조정의 낙인효과가 없
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이용하기 곤란, ③ 기촉법: 권리
관계가 단순하고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적합, ④ PEF를 통한 구조조정: M&A 등을 통해 PEF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기업에 적용 가능, ⑤ P-Plan: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여 권리관계가 복잡
한 기업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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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이나 대규모 실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할 경우 명
확한 절차하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여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국가부
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① 큰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②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③ 규모가
커서 시장이 소화할 능력이 부족할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주,
채권자,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SIC(Systemically Important Corporation)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
적자금 투입의 의사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투
입 필요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20. 주요 체제전환국의 부실 채권 비중 추이
(단위: %)
CEE

30

SEE

FSU

25
20
15
10
5
0
1995

2000

2005

2010

주: CEE(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SEE(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
아), FSU(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룹별 평균.
자료: Bonin, Hasan, and Wachtel(2014), pp. 31-32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다. 정책금융
시장실패 보정, 위기 시 시장안정판, 상업 금융회사의 초기 진입이 어려운 시
장의 선도 등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다시 정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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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경제구조의 고도화, 상업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 등에 맞춰 민간 상업
업무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과의 마찰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회사의 역할 및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
특정 지역·산업을 위해 설립된 기존의 특수은행들은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
원하여 부채를 청산한 후 모두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정책금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중 인프라 건설 및 산업 개발에 정책금융기
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및 재원의 효율
적인 집행·관리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필요자금의 크기
로 볼 때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정책금융 역량이
훼손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 정도를 살피면서 추가적인 증자를 추진하거나 한
시적 분리운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영하는 등 합
작 방식으로 ‘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인프라투자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 51%, 북한지방정부가 49%를 출자하여
자본금 3,000억 원 수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인프라투자
은행 설립 초기에는 지역단위 인프라사업 투자에 주력하고, 경제발전 추이를
살펴보며 추가 출자를 통해 대규모 SOC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발전전략
이 바람직하다. 상당 기간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외자본 출자 허용 등을 통해 특화된 외국자본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도 모색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지원은행’은 한국중소기업은행의 100% 출자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지원은행에는 수신 기능을 부여하여 일정 정도 민간
상업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초기에는 제조업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기업
여신만을 취급하도록 하고, 신용보증 업무도 병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종합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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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대개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대출금 형태로 조달하며,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다. 우리나라 경우 정부의 정책금
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14%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은행 대출금의
경우 업황이 부진할수록 담보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신용등급 간 차별화가 심화
되는 문제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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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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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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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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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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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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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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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직접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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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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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3,201
(0.6)

-

-

온렌딩

4,870

3,336
(0.6)

2,843
(0.6)

2,627
(0.8)

정책
자금

75,500

70,500
(12.3)

44,375
(9.2)

44,397
(13.6)

보증
잔액

정책금융

주: 1) ( ) 안은 전체 중소기업 자금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은행대출금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
3) 비은행대출금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총대출금에서 순수가계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을 공제한 잔액 기준.
4) 회사채 발행은 일반회사채(금융채 및 ABS 제외)의 당해 연도 발행액 기준.
5) 주식 발행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한 당해 연도 발행액 기준.
6) 벤처투자는 신기술투자,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투자 잔액의 합.
7) 온렌딩은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금융 잔액 기준.
8) 보증 잔액은 신보, 기보, 지역신보 보증 잔액의 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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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대출금

은행
대출금

구분

간접금융

표 3-4. 중소기업 자금조달 형태별 추이

87,116

77,037
(13.4)

47,218
(9.8)

47,023
(14.4)

소계

583,548

574,613
(100.0)

483,132
(100.0)

326,113
(100.0)

총계

(단위: 십억 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방향은 정책목표를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실패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투자(안)이 있어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림 3-21. 현행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본체계

한국은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총액한도대출)

(재정자금·기금)

(재정자금·기금)

자금 위탁

자금 위탁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산하 집행기관)

자금 위탁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집행기관

자금 전대

지원 대상 추천
자금 제공

자금출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정책금융공사

KVIC

신용보증
직접 대출

자금 대출

투자 지원

중소기업
자료: 구정한, 김영도, 이시연(2015), p. 41.

라. 서민금융
통합 후 북한특구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도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예
상된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적정 수준의 대출기회 제공, 공정한 금융비용 부
과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불공정한 차별을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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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실현함
으로써 금융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서민은 소득 수준과 생활의 어려움 및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를 포괄하고, 국내 서민정책상에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와 70% 이하로, 국
내 금융회사는 소득(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또는 세대당 연소득 3,000만 원
이하)과 신용등급(6, 7등급 이하)을 병행하고 있다.
서민금융은 신용, 소액, 중·고금리 서비스 위주이고 광의로는 자문 및 컨설
팅 서비스를 포함,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서비스이다. 정책서민금융은 종
합적 성격의 금융, 생활안정자금,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주거안정 및 청년·대
학생 관련, 채무조정 및 기타 금융 등을 포함한다. 그 외 자활의지를 지닌 빈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및 관련 서비스 중심의
소액금융기관도 활동 중이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은 2012년 3조
6,000억 원에서 2016년 5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국민행복기금 출범
(2013년 3월) 이후 281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56만 명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서민금융 수요는 남북통합 후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업
적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 정책금융의 역할 및 지속 가능성 등에서 우
려가 상존한다. 상업적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나 정성적 신용정보
및 신용 리스크 분석 능력이 취약하고, 중금리 신용대출에 공백이 있으며, 서민
대상 자문 및 컨설팅 기능도 취약한 편이다. 이에 정책 서민금융과 상업적 서민
금융과의 연계 취약, 복지성 저금리 정책금융의 시장 기능과의 괴리, 상업시장
구축 효과 및 소액신용기관의 위축, 정책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이 주요 정
책과제로 예상된다.
서민금융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원리를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민금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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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주도적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에 따
른 분업적이고 보완적인 시스템의 정착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민간 금융회사는 시장 접
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서민금융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 대상 중금리 상품 취급 확대, 대출금리·한도·만기 및 보증률 차별화 등
을 위한 신용 데이터 축적 및 신용등급 모형의 개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집중 및 신용등급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하고, 상업적 금융회사는 개별
기관의 특성과 관계형 금융 강화를 통한 정성 정보를 감안하여 신용평가 모형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의 모범규준 제시 및 확산과 지역신용보증재
단의 출연금 차등화 등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미소금융과 소액신용기관에 축적된 서민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노하우인 모
범 사례를 여타 민간 서민금융회사로 확산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상업적 서민
금융회사는 영세자영업자 소액신용대출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는 한편 관계형
금융을 위한 여건 형성을 기반으로 이를 작동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소액신용기관은 미소금융이 취급하기 힘든 영세자영업자의 창
업 지원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지자체들은 소액신용기관이 활성화되어 지역발
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정책서민금융, 상업적 서민금융회사 및 소액신용기관 간의 역할 정립
이 중요하다. 정책서민금융은 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의 초점을 저금리보
다도 자금의 가용성 확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상업적 서민금융회사는 영세자
영업자에 대한 중금리 소액신용대출 확산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소액신용대
출을 취급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미달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액신용기관은 대출금리를 상향 조
정하여 시장금리에 접근하는 한편 대출 부실률을 더욱 낮춤으로써 상업적 측면
에서 자생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 후 정책금융 규모를 축소하고 소액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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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중금리 소액신용대출
시장이 활성화되면 정책 서민금융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 서
민금융회사는 총대출에서 소액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컨대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시스템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소액신용기관은 수익성 증진을 통해 장기 지속적인 운영이 가
능할 정도의 상업성을 확보하고 예금취급 규모도 커지면 ‘소액금융업특별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 금융소비자 보호
체제 전환 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금융서비스 소비 경험이 충분히 축적
되지 않은 북한특구와 통합한 이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
선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1) 소비자보호 원칙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금융규제 개선책을 도모하
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국회
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국은 G20와 OECD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및 이행 방안과 World
Bank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등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영업 행위 준칙, 상품판매 규제 등 사전규
제, 분쟁 조정 및 제재 등 사후규제, 소비자 교육 체계, 자문업 도입, 소비자보
호기금, 금융회사의 대응 체계 등이 주요 이슈이다. 최근에는 핀테크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나 거래의 불안정성 등에 따른 책임배분 등과 관련된 소비
자보호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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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금융소비자보호의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제도

사전적 규제

사후적 제도

· 영업 행위 준칙

· 민원

· 불건전 영업 행위 규제
- 공시, 약관 등 정보수집
관련 규율
- 판매 과정 관련 규율

금융소비자의
불만 제기

- 약관 등 금융거래 계약에
대한 규율

· 대안적 분쟁 조정(ADR)

· 소송 등

자료: 노형식 외(2014), p. 21.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의무 및 관리 책임을 일
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업 행위 준칙, 불건전 영업 행위 및
내부통제 등 사전적 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수준은 업법별로 차이가 있다. 금
융상품의 제조 및 관리부터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 영업 행위 준칙은 ｢자본시장법｣에서 가
장 충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 업법에서는 구체적인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규제
하여 영업 행위 준칙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있다.
민원, 분쟁 조정, 소송, 제재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 금융교육 제도 및 금융회
사의 대응 체계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
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민원 접수 및 처리 역량 확대, 소송으로
가기 전의 분쟁조정의 활성화,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
통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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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구분
○

○

○

설명의무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

×

×

○

×

∙ §95의2: 일반보험 계약자
∙ §95의3: 일반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계약체결 권유 시
에게 보험상품 판매권유 시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
해 설명하고, 설명내용을
상황, 보험계약의 목적 등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
확인받도록 의무화, 보험
고 보험계약자에게 부적합
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록 함.
단계별로 설명해야 함.

○

∙ §52의2②: 금융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에
게 중요 정보를 전달해야 함.

△

×

×

∙

∙ §44: 금융투자업자와 투자
자 간 등의 이해상충 발생 ∙ §47: 일반투자자 투자권유
∙ §46: 일반투자자의 경우 ∙ §46의2: 고위험 상품 판매
∙ §37: 정당한 사유 없이 투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
시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
자자 이익을 해하며 자기
내부통제 기준을 활용하여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함.
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
도 투자자에 대한 적정성을
및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
관리해야 함.
∙ §48: 설명의무를 위반할
지 않은 경우 투자권유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확
는 행위를 금함.
∙ 시행령§31: 이해상충의 관
경우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금함.
인을 받아야 함.
리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책임을 부과함.
포함해야 함.

이해상충 관리

신의성실의 의무

표 3-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영업 행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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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이해상충 관리

×

신의성실의 의무

자료: 노형식 외(2014), p. 71.

대부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저축은행법

구분

표 3-5. 계속

○

×

×

×

적합성원칙

∙ §7: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
산, 부채 상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변제 능력을 초
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
∙ §6: 거래 상대방에게 대부
여서는 안 됨.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 §4: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
변제방법 등을 설명해야 함.
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
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
은 자 등과 대부계약을 체
결하지 못함.

△

×

∙ §14: 신용카드업자는 약관
과 카드회원의 권익과 관
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안
내해야 함.
∙ §18, §39: 신용카드업자
및 할부금융업자는 고객에
게 이자율, 할인율, 연체료
율 등을 알려야 함.

△

×

설명의무

×

×

×

×

적정성원칙

또한 G20의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 사전적·사후적 소
비자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나갈 필요
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원칙에서는 사전적 규제로 법과 규제 감독 체계를 마
련하고(원칙 1),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원칙 2). 사후적 제
도로 공적 분쟁해결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원칙 9), 금융교육 체계 마련 및 금
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도 강조한다(원칙 5).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을 통해
사기나 배임으로부터 금융소비자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원칙 7).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공평하고 공정하게 소비
자를 대우하며(원칙 3), 공시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원칙 4), 책임 영업 행위 강화
(원칙 6), 개인정보보호 강화(원칙 8)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표 3-6. G20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원칙 1

법, 규제, 감독 체계(Leg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마련

원칙 2

감독기구의 역할(Role of Oversight Bodies) 강화

원칙 3

공평하고 공정한 금융소비자 대우(Equitable and Fair Treatment of Consumer)

원칙 4

공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 강화

원칙 5
원칙 6
원칙 7

금융교육과 인식(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제고
금융회사의 책임영업 행위(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Authorized Agents) 강화
금융소비자 자산의 보호(Protection of Consumer Assets against Fraud and Misuse)
강화

원칙 8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Protection of Consumer Data and Privacy) 강화

원칙 9

민원처리 및 시정(Complaints Handling and Redress) 절차 접근성 제고

원칙10

경쟁(Competition) 환경 조성

자료: FSB(2011), pp. 5-7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 금융교육
북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교육하는 한편 전문적 금융인
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은행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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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력을 상호 파견하거나 한국 금융회사에서 현장직무교육(OJT)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금융협회나 연수원 등이 전산·검사·회계 등 한국의 금융인력풀
(pool)을 조성하여 필요시 북한 금융회사에 파견하는 등의 방식도 적용해볼 수
있다.

3) 예금보호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중 예금 전액을 보호하던 방식을 통합 이후에는 보호
한도를 축소하여 점차 남북한이 동일한 수준에 수렴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
다. 부실금융회사가 나올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체계
도 갖출 필요가 있다. 기금이 부족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
북한에 진출한 한국계 및 외국계 금융회사에 향후 일정 기간 납부할 예금보험
료를 현재 가치로 선납하게 하고 추후 실제 예보료와 정산하는 방식의 추진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3-7. 주요 체제전환국의 예금보험제도 개괄
구분

독일

러시아

베트남

기구명

EdB

DPFB

DIA

DIV

(설립연도)

(1998)

(1976)

(2004)

(1999)

기관 유형

공적기관

민간기관

공적기관

공적기관

(가입의무)

(의무가입)

(자율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부보금융기관

민간 상업은행

민간 상업은행

상업은행 등

상업은행, 신협 등

예금(가계예금)

요구불예금 등

70만 루블

5,000만 동

보호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

금융상품

정기저축예금 등

정기저축예금 등

보호한도

10만 유로

전액(은행가용
자산의 30% 범위 내)

목표기금제

시행

X

시행

X

(적립 방식)

(사전·사후 적립)

(사전 적립)

(사전 적립)

(사전 적립)

보험료율

0.6%

0.6%

0.4%

0.15%

(부과베이스)

(총부채)

(총부채)

(보호예금)

(보호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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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구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라오스
Lao PDR

기구명

DIF

BFG

OBA

(설립연도)

(1994)

(1995)

(1993)

(1999)

기관 유형

공적기관

공적기관

공적기관

공적기관

(가입의무)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n/a)

은행, 주택조합

상업은행,

상업은행, 신협

협동신용조합 등

지방중소은행

협동조합 등

예금

예금

예금

10만 유로

10만 유로

3만 6,000바트

부보금융기관
보호

당좌예금

금융상품

보통 예·적금 등

보호한도

10만 유로

은행

2,800만 키프
1,200달러
목표기금제

시행

시행

X

(적립 방식)

(사전 적립)

(사전·사후 적립)

(사전 적립)

n/a

보험료율

0.16%

0.1%

0.06%

자국통화 0.14%

(부과베이스)

(보호예금)

(위험자산)

(보호예금)

외국통화 0.05%

자료: 예금보험공사(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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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제도의 개관
가. 북한 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정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
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북한은 국가 및 기관·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윤기정 1995)하고, 재정의 주체로서 개별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표 4-1. 북한 재정의 개념
구분
정의

내용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
국가예산

국가의 기본

중앙예산

재정계획

지방예산

소유관계

국영기업소 및 협동단체기업소 재정

부문별

공업, 농업, 건설, 상업, 무역 등 부문별 재정

구분
기업소재정
소비된
생산수단
1차분배

-

-

개인소득

-

사회 총생산물

분배기능

중앙집중적

국민소득

기능

사회 순소득

순소득
기업소 순소득

재분배
통제기능
자료: 김영희(2017),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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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의 재분배는 국가예산 지출을 통해 수행
일상적인 재정통제와 재정검역

북한은 1995년 ｢재정법｣을 제정한 이후 2011년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통
해 경제정책 변화, 국가예산과 기업소 기금의 효율적 운용, 기관·기업소·단체
재정의 점진적 약화 등을 반영해오고 있다. 특히 2004년 ｢재정법｣에서는 국가
예산 수입항목을 변경하여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기업소·단체 관련 재정조항을 개정하여 2002년 ‘7·1조치’에 따른 기업경영 활
동을 반영하였다. 2007년 ｢재정법｣은 생산 및 비생산 고정재산 건설자금을 국
가가 공급하도록 개정하여 고정재산의 국가 소유를 명확히 하였다. 2011년 ｢재
정법｣은 기관·기업소·단체가 본업 외 협동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늘려 국가예산
수입금이 늘어나도록 개정한 바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6·28방침’과 ‘5·30담화’를 통해 기관·기업소·단
체 등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하도록 경영활동 방식이 바뀌는 등 전통적인 계획경제와 다소 다르게 변화하면
서 결국 국가재정 체계도 변화하였다. 기관·기업소·단체는 사용하는 부지와 생
산용 건물의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개인은 시장과 같은 합법적인 경제활
동을 통해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개인수입금’의 명목으로 국가예산에 납부
하게 되었다.
남한의 재정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분리하여 각각의 법률에 따라 운용하
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가재정 한 가지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국
가예산과 기업소 재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중 주요 목표
는 남북한 재정법제의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해소하고 남한의 제도로 수렴함으
로써 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북 재정 통합 시 국가예산에 대한 부분보
다 기관·기업소·단체 재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북한의 재정제도와 남한의
재정제도 간의 수렴 정도가 통합 후 북한 기업의 생존과 북한 주민의 남한 이동
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 재정 통합의 주요 관건일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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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개수

1개

19개

67개

규모

예산순계: 274.6조 원, 총지출: 400.5조 원
∙ 우편사업
기업 ∙ 우체국예금
세입

세출

특별 ∙ 양곡관리
회계 ∙ 조달
∙ 책임운영기관
∙ 교도작업

내용
내국세
관세
목적세

∙ 보건/복지/고용

∙ 지역발전

∙ 교육

∙ 농어촌구조개선

∙ 문화/체육/관광

∙ 등기

∙ 환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R&D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SOC
∙ 농림/수산/식품

기타
특별
회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에너지 및 자원사업
∙ 우체국보험
∙ 주한미군기지이전

∙ 국방

∙ 환경개선

∙ 외교/통일

∙ 국방·군사시설이전

∙ 공공질서/안전

∙ 혁신도시건설

∙ 일반/지방행정

∙ 교통시설

∙ 사회보험성기금:
6개
∙ 사업성기금:
48개
∙ 계정성기금:
5개
∙ 금융성기금:
8개

∙ 유아교육지원
주: 예산순계 및 총지출은 2017년 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p. 15.

나. 통합과 재정분권
김영찬 외(2016)에서 제시하는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의 핵심은 재정건전성
을 강화하는 가운데 조세 및 재정정책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자
원의 배분, 소득 재분배,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통
화 및 금융 부문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 부문 통합도 재정적자와 공공부
채에 대해 감시하고 제약할 수 있도록 남한의 재정분권 시스템으로 어떻게 순
조롭게 통합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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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가 정해진 통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
록 미연에 방지하거나 구조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정상 궤도로 되돌리
기 위한 유인 및 통제 체계의 설계가 중요하다. 우호적 압력(friendly pressures),
시장의 자율조정력(market forces), 보다 유연한 기준 설정 등을 비롯해서 시
간이 경과해도 방만한 재정정책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점점 더 강한 벌칙을 부
과하는 통제방법까지 다양한 체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추진은 중앙정부가 하위 지방정부에
대해 세입 및 세출 등에 관한 재정적 권한과 기능(책임성)을 이양하는 것을 의
미한다(최병호 2007; Fukasaku and Mello 1999). 재정분권은 중앙-지방 정
부 간 재정적 권한의 적정한 배분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통제
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가 핵심이다. Boadway and Shah(2009)는 주민 선호 및 수요에 대한 대응,
정보 비대칭, 프로그램의 경쟁과 혁신, 정치경제적 이유 등을 재정분권이 필요
한 이유로 제시한다. Wolman and MoCormick(1994)은 분권화된 정부의
필요성을 효율성 가치(efficiency values)와 지배구조 가치(governance
values)로 구분하고, 전자는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공공서비스보다 지방정
부에 의한 다양한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이며, 후자는 대응과 책임,
다양성, 정치적 참여 등을 포괄하는 가치라고 설명한다.
남북한 재무 부문 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남한의 재정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재정을 재구조화하여 지방의 자주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의 심화, 복잡
한 지방세 체계, 재원조달 기능의 미약 및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미
흡 등이 흔히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재원의 보장, 재정 운영 및 관리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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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한의 재정분권 수준과 지방재정조정제도
OECD 재정분권 통계자료(OECD Fiscal Decentralisation Database
2014)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세입분권지수(지방정부자체세입/일반정부세
입)와 세출분권지수(지방정부세출/일반정부세출)는 각각 평균 0.193과 0.329
이다. 우리나라는 세입분권지수가 0.170, 세출분권지수가 0.429로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세입분권은 낮고 세출분권은 높은 수준이다.
세입분권지수 0.170은 OECD 평균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0.255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0.525), 스위스(0.479), 미국(0.419)
등 연방제 국가와 스웨덴(0.347), 핀란드(0.296)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0.2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출분권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429로 OECD 평균인 0.329를 크게 초
과하여 일본·독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
비스 전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캐나다
(0.772), 덴마크(0.643), 스위스(0.615) 등이 50%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고,
스웨덴, 미국 등이 그다음 수준이다. 추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세출의 증가
가 사회복지지출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
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분권지수가 2005년 0.415에서 2014년 0.429로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집권 정부별로 상대적 비중이 시기별로 조금씩 양상
이 다르고,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비중의 경우 참여정부
기간인 2007년까지 증가한 후 2013년까지는 점차 하락하였다가 박근혜 정부
가 들어서면서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 세입 기반의 구조적 취
약,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확대, 사회복지비 부담의 급증 등의 문제도 상
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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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OECD 주요국 국세·지방세 비율
(단위: %)

연방제 국가

비연방제 국가

구분
미국

독일

평균

영국

프랑스

일본

평균

국세

55.5

50.9

65.1

93.9

71.9

61.1

79.4

지방세

44.5

49.1

34.9

6.1

28.1

38.9

20.6

주: 위의 수치는 2014년 기준.
자료: OECD(2016), “Revenue Statistics 1964-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15).

표 4-4. 사용 기준 예산별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105.9

111.1

110.5

136.2

146.1

158.0

172.3

48.4%

46.1%

40.3%

43.7%

42.8%

42.3%

41.9%

82.6

97.6

123.5

133.6

144.0

160.0

180.9

37.7%

40.5%

45.1%

42.8%

42.2%

42.8%

44.0%

30.5

32.5

40.0

42.1

51.0

55.9

58.3

13.9%

13.5%

14.6%

13.5%

14.9%

14.9%

14.2%

중앙정부

연평균
증가율
(’04~’16)
4.1%

자치단체

6.7%

지방교육

5.6%

주: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 예산 기준 총 재정사용액.
자료: 하능식, 이선영(2016), p. 31.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이 끝나고 남북한이 통합된 후에는 남북한의 경제 및
재정 격차가 있더라도 주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행정수준(national minimum)
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북한지역의 재정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완전히 편입할 필
요가 있다. 남북한 간 지나친 재정 격차는 행정서비스의 불균등, 공공재의 불공
평성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
이 있다. 북한지역의 재정건전성이 결국 재정통합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경제상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영찬 외(2016)에서도 통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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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완전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불균형의 조정(재정 형평화 기
능),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의 보장(재원 보장 기능), 국가적 관
심 사항에 대한 참여 촉구 및 일정한 역할분담, 재난 등의 특별대책에 따른 보
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남북한 재정통합 시에는 재정적 불균형 조정
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우리나라 중앙·지방 간 재원 배분 현황
국세·지방세
국세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 123.3조 원(31.9%)

217.9조 원
75.4 : 24.6
지방세
일반재정: 176.1조 원
교육재정: 58.3조 원

가용재원
중앙정부
263조 원

① 중앙정부 → 일반재정: 82조 원
∙ 지방교부세: 36.1조 원(9.3%)
∙ 국고보조금: 45.9조 원(11.9%)

52.9 : 47.1
지방정부

② 중앙정부 → 교육재정: 41.4조 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3조 원(10.7%)
∙ 교육보조금: 0.1조 원

주: 1) 국세와 지방세는 2015년 징수액 기준.
2) 지방이전재원은 2016년 본예산 기준이며, ( )는 정부총지출(386.4조 원) 대비 차지하는 비중.
3) 중앙정부 가용자원은 재원이전을 감안한 2016년 통합재정 사용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17a), ｢지방세 통계연감｣, p. 80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0); 국회예산정
책처(2017), pp. 41~42, p. 114, p. 1190.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2017년
10월 27일)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 삶을 바
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
표로,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
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국가·시도·시
군구 간에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며,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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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 나아가 6:4로 개편하여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의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을 높이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치단체·특행
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추진 기반으로서 헌법 개정도 지원할 계획임을 공개하였다.

표 4-6. 2017 자치분권 로드맵

비

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

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핵심전략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2017b),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17. 11. 25).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위해서는 6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사무 구분 기준 정립,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기능 중심의 포괄
적 지방 이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제주특별자치제도 분권모델 완성, 교
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등이다.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균형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는 등 10개 정책
과제를 설정하였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신세원 발굴 등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할 계획이
다. 균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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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017 자치분권 로드맵 5대 분야 30대 과제
분야

과제명
∙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기능 중심의 포괄적 지방 이양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 지방교부세 역할강화 및 제도개선
∙ 국고보조사업 등 개편
∙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대
∙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지방세 체납징수 및 주민참여 강화
∙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광역연합제도 도입

3.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 지방분권국가 선언
∙ 자치입법권 확대
∙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 과세자주권 확대
∙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 제2국무회의 신설
∙ 지방정부 명칭 변경

자료: 행정안전부(2017b), 보도자료에서 일부 발췌하여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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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와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및 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한 조치는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주민참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네크워크형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5개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 자치
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광역연합제도 도입,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
화,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등이 포함된 정책이다.

2. 재정 부문의 통합 방향
가. 새로운 재정 체계로의 수렴
김영찬 외(2016)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 후 남북한의 재정을 통합할 경우
조세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로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남한의
조세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특구의 조세제도가 장기적으로 남한의 조세제도로
수렴하도록 통합하거나, 둘째로 북한특구에서 새로운 조세제도를 통한 실험이
성공할 경우 남한의 조세제도를 북한의 조세제도로 수렴하도록 통합하거나, 셋
째로 남한지역과 북한특구에서 채택한 제도와 다른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하
여 남북한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다.
김영찬 외(2016)에서는 특히 장기적으로 남한의 조세제도로의 수렴을 전제
로 한시적 분리운영을 논의하였지만, 남북한의 재정 부문 통합을 계기로 새로
운 제도로의 수렴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경로로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
부간 기능 배분, 세원 배분 및 보조금 제도 설계에서 평균적이고 총량적 관점에
서 접근하였다(하능식, 이선영 2016).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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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새로운 재정제도로 바꿔가는 것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주민의 선호와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
상되는 것을 목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정책 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재정 이전 효과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극
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지방행정연수원 2017).

나. 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세 체계의 구조상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
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균등한 지역별 세원분포와 누진세율 체계 등을 고
려할 때 지방세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일부 부유한 단체에서는 재정과잉을 초
래할 수도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자치단체재정과 분리운용되어 재정의 탄력적
운용과 지방재정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총조세 중 지방세 비
중을 30~40%로 확대하여 재정분권을 강화하려면 누진적 지방세율 체계를 개
선하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세출·세입 분권 격차의 확대로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우
선 세입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세 비중을 늘려 자체 수입을 확보하고 재정지출
책임과 재원조달 책임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방의 재정지출 책임이 확
대되는 추세에서 재원조달 책임이 따르지 못하면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
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전재원 비중이 커지면 지방의 재정자율성 감소
와 재정책임 약화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지방세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지방세 체계의 구조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세목 중 지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지방재원의 지방세
가 있고, 세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수결손 보전용 지방세도 증가하였다. 국
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일부 세목은 국세와 유사한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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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지방세의 편익 과세 기능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진하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커지고 재정
자원 사용의 책임도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표 4-8. 각 연도의 지방세 세목별 세수 실적
(단위: 억 원, %)

구분

2012
실적

2013
실적

증감률

2014
실적

증감률

2015
실적

증감률

증감률

합계

539,381

3.1 537,789

-0.3 617,250

14.8 709,778

15.0

취득세

138,024

-0.5 133,176

-3.5 163,912

23.1 208,103

27.0

등록면허세

12,460

0.3

13,119

5.3

14,851

13.2

18,313

23.3

레저세

11,293

5.3

10,415

-7.8

10,729

3.0

10,889

1.5

지방소비세

30,335

2.5

31,418

3.6

58,357

85.7

60,027

2.9

주민세

2,966

13.3

3,175

7.1

13,885

337.3

15,015

8.1

-5.8 127,844

31.6

지방소득세 102,603

8.3 103,147

0.5

97,169

재산세

80,492

5.7

82,651

2.7

87,791

6.2

92,937

5.9

자동차세

65,925

1.6

67,473

2.3

69,201

2.6

70,721

2.2

담배소비세

28,812

3.5

27,824

-3.4

29,528

6.1

30,350

2.8

8,830

8.6

9,121

3.3

11,379

24.8

13,514

18.8
6.6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50,814

2.3

50,242

-1.1

54,549

8.6

58,149

도축세

0

-

0

-

0

-

0

-

도시계획세

27

-45.8

15

-43.0

10

-31.9

1

-94.5

과년도수입

6,799

-6.6

6,011

-11.6

5,889

-2.0

3,916

-33.5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치.
자료: 행정안전부(2017a), ｢지방세 통계연감｣,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0. 20).

지방세 개편은 재정분권의 강화 및 지방세의 가격 기능 향상 등의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또는 지방세의 확충 과정
에서 지방세 본래의 역할과 기능 및 지방세의 총량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단기
적으로 개별 자치단체 자신의 수입 확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보인다. 지방세
가 세수의 배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지방 공공서비스의 가격 기능은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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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세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지방세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의 물적 기초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 통합 이후 지방재정의 분권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이해를 조정하
기 위해서는 정부 간 재정 관계 거버넌스의 구조 확립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지방
세 세목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자치단체별 나눠먹기식으로 운용되어 지방
세가 지방교부세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
세 세목을 활용한 후 여타 세목을 끌어들여 일시적으로 세수를 보전하는 사례
도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사무 및 재원 배분
원칙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을 분명히 하고,
사무사업의 배분과 세출 책임을 정립하고 정부 간 재원 배분의 기능과 역할 구
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
부가 집행하는데, 그 재원은 중앙·광역·기초단체가 분담하여 조달한다. 이러
한 사업추진 구조에서는 정부 간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은 상응하는 재원과 함께 최대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이
이양사업을 완전히 책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공급(national
minimum)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재원 보장,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균형 완
화, 지역 간 전이(spill-over) 효과의 보정, 특정 정책 추진의 촉진 등을 위해 국
세 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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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불균형을 조
정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전재원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일반재원
(지방교부세)과 집행 시 조건이 부여되는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그림 4-1. 지방세 및 지방재정지원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0

1992

1994

1996

지방교부세(A)

1998

2000

2002

국고보조금(B)

2004

2006

2008

2010

이전재원(A+B)

2012

2014

지방세수입

주: 일반+특별회계 순계 결산 기준.
자료: 하능식, 이선영(2016), p. 33.

재정조정 방식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 과정에 따
라 국가별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영국은 1인당 과세 기초와 지출 요인에
따라 결정하며, 지역별로 독자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
란드는 세입 균등화보다는 세출 수요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독일과 대만은 공
동세 방식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유한다.
남북한 재정 부문 통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 능력 강화 및 자구
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 수평적 재정균등화 기능, 배분
방식 및 지방교부세 운용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성을
더욱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2005년 이후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충, 보통
교부세의 비중 확대, 특별교부세의 비중 축소, 분권교부세의 신설 및 연장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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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동산교부세의 신설,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의 폐지,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지방행정연수원 2017).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통제나 조정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
원하고 돕는 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지방재정조정의 배분 기준으로 ① 어느 정도 필요한지, ②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③ 징세 노력 등 재원 확보와 지출 건전화에 얼마나 노
력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세 가지를 지표화하고 배분 기준을 정
립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은 중앙의 입장보다는 지방의 입장과 의사를 더욱
중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조정 정책으로 성격을 확립하고 계획성을 제고
하여 예측가능한 지방 행정·재정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중기 차원의 지역 개발
계획과 재정 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국가 계획에 부합되
는 경우 재정 지원 내용을 사전적으로 일괄 결정하는 중·장기 재정 계획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각 지방재정조정 수단별 특성·기능·의의를 유지하면서도 제도 간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 간에 체계적이고 일관
된 연계성이 없이 각 제도의 도입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연계 장치가 미흡하다. 부분
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연계장치 및 협의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3.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위기의 예방
체제 통합 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 등 재정
지출 구조 변화와 조세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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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장치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해결 메커니즘
의 확립이 중요하다. 김영찬 외(2016)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중 북한특
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기를 방지하고 특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독일식 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상
황이 악화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지원금을 교부하고, 재정
적자 감축 또는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과 개입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표 4-9. 각 연도의 분야별 재정지출
(단위: 조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건·복지·고용

86.4

92.6

99.3

106.4

120.4

126.9

129.5

교육

41.2

45.5

49.9

50.7

52.9

55.1

57.4

문화·체육·관광

4.2

4.6

5.1

5.4

6.4

6.9

6.9

환경

5.8

6

6.5

6.5

6.9

7

6.9

R&D

14.9

16

17.1

17.8

18.9

19.1

19.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1

16.7

15.4

18.1

18.6

16

SOC

24.4

23.1

25

23.7

26.1

23.7

22.1

농림·수산·식품

17.6

18.1

18.9

18.7

19.8

19.6

19.6

국방

31.4

33

34.5

35.7

37.6

38.8

40.3

외교·통일

3.7

3.9

4.1

4.2

4.5

4.7

4.6

공공질서·안전

13.7

14.5

15.2

15.8

17.1

17.5

18.1

일반·지방행정

52.4

55.1

56.2

57.2

58.2

62.9

63.3

총지출

309.1

325.4

349

355.8

384.7

398.5

400.5

주: 2011~2017년은 예산(추경)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p. 181.

재정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 시 개입과 관련한 재정 준칙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허용에 대한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예산의 편성 및 재정수지 균형 요건
등을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는지, 또 지방채 발행 등 지방정부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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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재량권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재정 자율성이 달라진다.
미국 정부 간 관계 자문위원회(ACIR: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에서는 지방정부의 균형예산 요건을 측정하기 위
해 엄격성 지수를 개발하였고, OECD의 국가 대부분이 균형 예산 요건을 비교
적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방식의 차입 용이 정도를 은행 및 공기업과
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있다(Sutherland, Price, and Joumard
2005).

표 4-10. 재정 준칙의 엄격성 지표
종합지수

부지표

하위지표
- 지출규제

∙ 재정규모 제약

- 조세자율성 제한
- 예산투명성
- 톱니효과
- 예산범위의 포괄성

∙ 배분적 효율성 제고
지방정부 재정 준칙 속성

- 지출목표의 포괄성
- 투자에 대한 획일적 규칙

종합지수

- 수지적자 통제
∙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

- 부채잔고 통제
- 수지 및 채무상황 감시
- 경기순환 흡수

∙ 충격 흡수

- 균형예산 엄격성
- 차입규제

자료: Sutherland, Price, and Joumard(2005), p. 48.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예측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1년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니터링 지표로서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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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세입결손, 자금현황, 공기업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위기관리위원회에
서 이들 지표를 심층진단하여 지자체별로 정상, 주의, 심각의 위험등급을 부여
한다. 주의등급인 경우 세출, 채무조정 등 자구 노력을 권고하고, 심각등급에서
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한다.

그림 4-2.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

재정지표
모니터링
재정수지
지방채무
■
세입결손
■
자금현황
■
공기업
■
■

위험등급별
선제적 위기관리 대책

지자체별
위험등급 부여
심층진단
(위기관리
위원회)

☞ 정상
☞ 주의
☞ 심각

(재정위기단체)

등급별
위기관리
실시

■

■

주의: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 노력권고
심각: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재정건전화 조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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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재정 통합방안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김영찬 외
(2016)에서 제시한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최종단계에서의 북한특구 모습을
전제로 그 이후의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김영찬 외(2016)에서는 분리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할 수 있는 종료 조건에 대한 정치·경제적 요건과 이들
조건의 측정, 모니터링 및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할 제도의 운영방안을 살펴보
았다. 또 분리운영이 종료된 이후 통화, 환율 및 금융인프라, 금융시장과 금융
업 등 금융 부문 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분리운영 종료 후
재정수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세재도와 조세행정의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재
정지출 측면에서의 통합방안을 살펴보았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이 클수
록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정책 대응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 통합에 따라 단일통화를 사용할 경우 남북한의 경
제 실정에 맞춘 통화정책의 자율성도 포기하게 되어 경제 불안정성에 따른 손
실이 발생한다. 반면 남북한 경제의 유사성이 커질수록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이득도 커진다. 따라서 최적통화지역(OCA) 이론에 따를 경우 남
북한 경제가 수렴한 정도가 통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임계수준보다
클 때가 남북한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된다. 물론 통합 이후 사
후적으로 수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OCA의 내생성’이 있다면 한시적 분리
운영을 좀 더 조기에 종료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순환의 동조성과 지역 간 교역 및 시장의 통합 정도 등도 통합 시 정책효
과를 대칭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기순환
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경우 충격에 대한 반응도 대칭적일 가능성이 크다. 남
북한 간 재화와 용역의 거래, 금융시장의 인프라, 규제 및 감독제도 등의 통합
정도,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의 흐름, 화폐의 태환성(convertibility) 및 소
비자와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에서의 제약 여부 등이 교역 및 시장의 통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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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내에 통합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지와 강
한 공동체의식도 필요하다. 이해집단 간 통합에 따른 비용편익 차이, 정치제도
등에 따른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의 차이 때문에 국내외 정
치적 상황도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 통합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가 중요하다.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조건의 선택, 설정 조건의 유연성, 기준이 충족될 경
우 분리·통합을 기계적으로 결정할지의 문제, 통합 후 수렴 조건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의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렴 조건
의 설정, 통계지표 작성방법의 통일, 모니터링 및 점검을 위한 제도적 체계 확
립도 중요하다.
통합 후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화폐통합 시의 교환비
율, 통화정책 운용, 대외건전성 확보, 외환건전성 강화, 유사 시 안전장치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은 한시적 분리운
영 종료 시점(또는 기간)의 남북 통화 간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력 격
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는 변동환율제
도가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남북한지역을 모
두 관할하고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
을 목표로, 전달 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운용하
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외채수준, 통합 시 외화유출 요인,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
액을 확충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 심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규제는 남한의 은행 및 비은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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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의 경우 외화LCR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북한지역 금융
회사의 경우 재무상태,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합 시 북한지역 기업의 부실 정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에 따라 자본
의 대거 유출 등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자본거래 허가제 등 안
전장치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금융산업 통합방안에서는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 규제·감독 체계, 규제방식
등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금융, 서민금융, 금융소비자 보
호 등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효과적인
금융중개 및 실물지원 기능을 갖추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위험
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감독 체계와 규제방식의 개선, 금융업
권별 내적 변화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체계 확립, 정책금융제도 재정립이 필
요하다. 또한 금융서비스 소비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북한특구의 상황을 감안
할 때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
할 때, 재정 부문의 통합 과제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
전제하에서 한시적 분리운영 시 남북한 재정구조의 차이를 해소하면서도 자치
분권을 강화한 새로운 통합모형으로의 수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 비전하에서 강력하
게 추진 중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재정분권 방향과도 부합한다. 지역의 특수성
과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제
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개선해나가는 것의 핵심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등 재정수입 관련 제도의 통합과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장치의 확보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의 가격
기능을 제고하며, 지방재정 균형 기능 강화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및 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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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제도는 통제나 조정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
고 돕는 장치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조정의 계획성을 제고
하여 예측가능한 지방행정 및 재정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조정 수단별 특성, 기
능, 의의를 유지하면서도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통합 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 등 재정지출
구조가 바뀌고 조세환경도 변화할 것임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 자치단체의 재
정적자 누적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장치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북한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앙정부
에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금을 교부하고, 재정적자 감축 또는 재정균형
을 이룰 수 있는 규율과 개입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 시 개입과 관련한 재정 준칙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허용에 대
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5장 맺음말 • 121

참고문헌
[국문자료]
구정한. 2017. ｢워크아웃 추진의 장애요인 및 향후 과제｣. 뺷금융브리프뺸, 제
26권 제2호, pp. 3~9.
구정한, 김영도, 이시연. 2015. 뺷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뺸.
KIF정책보고서 2015-02. 한국금융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2017. 뺷대한민국 재정 2017뺸. 3월.
김병연. 2014.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사례: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
뺷BOK 경제연구뺸, 제2014-32호. 한국은행.
김승원. 2010.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유입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제44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영찬, 김범환, 홍석기, 박현석. 2016. 뺷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
안: 통화·금융·재정 분야뺸.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16-0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영희. 2017. ｢북한의 재정법제 동향과 남북 재정법제 통합 방향｣. 뺷KDB북
한개발뺸, pp. 76~113. 한국개발연구원.
김희호. 2017. ｢초기 화폐경제시기 조선의 debasement 퍼즐｣. 뺷금융연구뺸,
제31권 제2호, pp. 41~82. 한국금융학회,
노형식, 송민규, 연태훈, 임형준. 2014. 뺷금융소비자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실
천과제: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뺸. KIF 연구보고서 2014-01. 한국금
융연구원.
박해식. 2014.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산정 및 운용과제｣. 추계호 편.
뺷상장협연구뺸, pp. 75~10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박해식, 김남종. 2017. ｢대외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미발간자료. 한국금융
연구원.
122 •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박해식, 이지언. 2017. 뺷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
조뺸. KIF연구보고서 2017-17. 한국금융연구원.
안형익, 박해식. 2014. ｢북한 은행시스템의 변화와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통
일금융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KIF 금융리포트, 2014-03. 한국금융
연구원.
예금보험공사. 2014. 뺷북한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방안뺸, mimeo. (7월 28일)
윤기정. 1995. 뺷재정금융사전뺸. 사회과학출판사.
이영섭, 전홍택. 2012. ｢북한특구의 화폐·금융제도 운영방안｣. 전홍택 편. 뺷남
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용방안뺸, pp. 230~280.
연구보고서 2012-10. 한국개발연구원.
이윤석, 박해식. 2016. 뺷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방안뺸. 금융위원회 용역보
고서. 한국금융연구원.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 2015. 뺷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
슈와 정책방안뺸.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봉현. 2014. ｢독일 통일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뺷KoFc 북한개발뺸,
제2호, pp. 124~128.
지방행정연수원. 2017. ｢지방재정조정제도｣. (2월)
최병호. 2007.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뺷지방재정
논집뺸, 제12권 제1호, pp. 129~160.
하능식, 이선영. 2016. 뺷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뺸. 한국지방조
세연구원. (12월)
행정안전부. 2017a. ｢지방세 통계연감｣. (10월 25일). http://www.mois.go.kr/
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
TR_000000000014&nttId=60147(검색일: 2017. 10. 20).
. 2017b.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보도자료. (10월 27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

참고문헌 • 123

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0158(검색일:
2017. 11. 25).

[영문자료]
Bernanke, B. S., M. Gertler, and S. Gilchrist. 1996. “The Financial
Accelerator and the Flight to Qua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8, pp. 1-15.
. 1999. “The Financial Accelerator in a Quantitative Business
Cycle Framework.” J. B. Taylor and M. Woodford ed. Handbook
of Macroeconomics. Elsevier Science, pp. 1341-1393.
BIS. 2010. “Economic and Financial Convergence en Route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xperience, Prospects and Statistical
Issues amidst Global Financial Turmoil.” IFC Bulletin, No. 32.
Boadway, R. and A. Shah. 2009. “Fiscal Federalism.” A Textbook on
the Princip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nin, J., I. Hasan, and P. Wachtel. 2014. “Banking in Transition
Countries,” BOFIT Discussion Papers 8.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Eichengreen, B. and J. Frieden eds. 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Monetary Unification, 2nd ed. Boulder, CO: Westview.
Enoch, Charles and Russell Krueger. 2010. “Currency Unions: Key
Variables, Definitions, Measurement, and Statistical Improvement.”
IFC Bulletin, No. 32.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FSB. 2011.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ctober)
Fukasaku, K. and L.R. de Mello. 1999. “Introduction and Overview
124 •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Chapter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Emerging Economies.”
OECD.
https://en.wikipedia.org/wiki/Euro_convergence_criteria(검색일:
2017. 6. 10).
IMF. 2011. “Assessing Reserve Adequacy.” IMF Policy Paper. (February)
. 2013. “Assessing Reserve Adequacy-Further Considerations.”
IMF Policy Paper. (February)
. 2014. “Assessing Reserve Adequacy-Specific Proposals.” IMF
Policy Paper. (December)
Jupille, Joseph and David Leblang. 2007. “Voting for Change:
Calculating Community and Euro Referendu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1, No. 4, pp. 763-782.
Kashyap, A. K., J. C. Stein, and D. W. Wilcox. 1993. “Monetary Policy
and Credit Conditions: Evidence from the Composition of
External Fin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3, pp.
78-98.
Kawai, M. and B. M. Lamberte. 2008. “Managing Capital Flows in
Asia: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Research Policy Brief,
Vol. 26.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Kenen, P. 2002. “What Can We Learn from the Theory of Optimal
Currency Areas.” Submission on EMU from Leading Academics.
HM Treasury.
Mongelli, Francesco Paolo. 2005. “What is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Telling Us about the Optimum Currency Area
Proper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43, No.
3, pp. 607-635.

참고문헌 • 125

Mundell, Robert. 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No. 4, pp. 657-665.
OECD. 2014. Fiscel Decentralisation Database.
. 2016. “Revenue Statistics 1965-2016.” http://www.oecd.org/
tax/revenue-statistics-2522770x.htm(검색일: 2017. 7. 15).
Oliner, S. and G. Rudebusch. 1996. “Monetary Policy and Credit
Conditions: Evidence from the Composition of External Finance: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pp. 300-309.
Rodrik, D. and A. Subramanian. 2009. “Why Did Financial Globalization
Disappoint?” IMF Staff Papers, Vol. 56, pp. 112-138.
Rose, A. 2000. “One Money, One Market: The Effects of Common
Currencies on Trade.” Economic Policy, Vol. 15, No. 30, pp.
7-45.
Sandholtz, W. 1993. “Choosing Union: Monetary Politics and Maastrich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7, Issue 1, pp. 1-39.
Sutherland, D., R. Price, and I. Joumard. 2005. “Fiscal Rules for SubCentral Governments: Design and Impact.”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465.
Wolman, Hal and Sharon McCormick. 1994. “The Effect of
Decentralization on Local Governments.” Robert J. Bennett
ed. Local Government and Market Decentralization.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Wyplosz, Charles. 2001. “A Monetary Union in Asia? Some European
Lessons.” David Gruen and John Simon eds. Future Directions for
Monetary Policies in East Asia, pp. 124-155. Reserve Bank of
Australia.

126 •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Executive Summary
Financial and Fiscal Integration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LEE Sangche and PARK Hae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the economic and
financial integration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discussion mainly focuses on the financial policy tasks and
responses the two Koreas should take, presupposing the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t the final stage of the interim separated operation
period. The more the economic situ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differ, the higher the cost would be for the integration; because the
shock to the two economies will be so asymmetric that policy measures
could hardly be unified. Moreover, the use of single currency may cause
economic instability and generate loss, since both Koreas will not be
able to use the currency that best reflects their own economy and have
to abandon the autonomy of monetary policy. Then yet, oppositely
remarking: the more the economic situations of the two Koreas resemble,
the greater the benefits are from the economic integration and single
currency use. Thus, as Optimum Currency Area (OCA) theory suggests,
the proper time to terminate the interim separated operation is when
the economic similarity of the two Koreas surpasses the threshold
where gains and losses from integration coincide.
In this paper, I propos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in the period of integration, including the
exchange rate policy, monetary policy operation, security of external
soundness and foreign exchange prudential, and safeguards against
crisis. Looking into detail, the exchange rate of North and South Korea’s
currency will be decided upon the arbitrage rate at the termination of
the separated operation; however, adjustments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economies as well as their market
situations. And in the end, the rate should follow th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As for the monetary policy operation, the Bank of Korea
should overhaul the correct functioning of the policy paths by taking
charge of both economies and use open market operation to set the
base rate in a bid to achieve price and financial stability.
In order to manage the macroprudential risks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oreign reserves considering
the foreign debt level of North Korea, foreign currency outflow due to
integration, and the second-tier foreign reserves. At the same time, we
need to keep a keen eye on the moral hazards of financial companies
and possibility of deepening risks. As for regulating the foreign exchang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authorities should impose
stricter foreign currency LCR regulations to South Korean banks and
non-financial institutions. In case of North Korean financial firms, we
need to take a more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of their financial
standings and local economic situation. And since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and mass capital outflows, resulting from the North Korean

financial companies’ insolvency and lack of capital adequacy, may
occur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integration, safeguards such as
the capital transaction permitting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In regard of the financial industry integration, I first review the basic
policy direction, regulatory supervision system, and regulation method;
then discuss about the main policy tasks and responses regarding the
financial market and corporate restructuring, policy finance, small
loan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basic policy direction aims
to provide efficient financial intermediary services and real support in
response to new environmental changes, while building an environment
that could effectively overcome potential risks and accumulate financial
assets internally. In order to do that, the following should be accompanied: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upervision system, internal change by
financial businesses, liquidation of insolvent corporates, frameworks for
restructuring, and revision of policy financing system. In particular,
given that economic participants of North Korea do not have much
experience in financial services consumption, policies should concentrate
in enhancing the financial accessibility and improving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No one can be so sure of the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of the
two Koreas at the terminating moment of the separated operation.
Therefore, the key to the economic integration is to maintain fiscal
soundness while eliminating the difference in financial structure
between the two Koreas and strengthening the local autonomy. This is

also in line with the vision of Decentralization Roadmap as well as that
of the federal system, which is currently being pursued for the local
autonomy in South Korea. In order to build a comprehensive system for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which not only well reflects the
regional uniqueness and diversity but also well balance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we need to integrate financial systems, such as taxation
and tax administration, and secure financial stability by regulating the
public expenditures.
The local finance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o give practical
support to the local government, not to regulate or control it. This can
be accomplished through raising the predictability of local administration;
so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induce the local governments to
prearrange the financial adjustments plans. Moreover,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e in public expenditure structure and tax environment, such
as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s and social security budgets, we
also need disciplinary devices to control the fiscal deficits of North
Korea and crisis resolution mechanisms. In case the financial situation
of North Korea deteriorat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hore up
funds to improve financial conditions, and there should be discipline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fiscal deficits or achieve fiscal balance.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for fiscal rules and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financial crisis prevention
and crisis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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