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
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경영대학
원 최고경영자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습니다 이러하던 일본경제
가

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

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년대만 해도 연간

대의 성장률

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에 들어

년대

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

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
하고 있으며

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
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가 국내총생산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에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년도 재정적
로 선진국 중

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

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
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년 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문제는

년대에 들어서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으며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날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일

본의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과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해 부실채권의 문
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
다 부실채권과 유동성함정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력이 상실된 지 오래
이며 재정팽창정책도 그 효과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과다한 재정적자
와 정부부채로 인해 이마저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부실
채권과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경제의 위
기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나 재정적자 증가가 현 추
세대로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위기에 직면하리라는 경고가 세계 주요 언
론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일본의 저성장이나 경제위기는 단지 일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세계경제 위의 자리를 차지해 온 일본의 장기침체는 세계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에 따른 선진국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
는 이들 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경제에
게 주름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력 수출품에 있어서 일본
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들은 장기침체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그 경쟁력이 크게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년 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간 외환위기도 일본의 장기침체와 이로 인한 엔화가치 하락에 원인
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저성장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
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
습니다 왜 일본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는가 왜 일본의 침체가 장기화되
었는가 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었으며 왜 일본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가 일본의 장기침체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본의 장기침체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 일본의
장기침체 경험으로부터 한국경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서
에서는 거시ㆍ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경제 장기 저성장의 원인을 살
펴보고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 질문들

에 대한 대답을 구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에서 월례 모임을 갖고 있는 국제금융연구회 소속 회원
과 본원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한 작품입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의 수
행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김원호 연구조정실장 조
종화 국제거시금융실장 김양희 부연구위원 양두용 연구위원 동덕여대
김태준 교수 등 원내외 심의위원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료정리 및 편
집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김정운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가까운 이웃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
하기를 기대합니다
년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
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연간

년대만 해도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

었던 일본은

년대에 들어

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가는

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

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설상가상으로

년대 후반

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
어버린

년 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하다 문제는

년대

에 들어서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침체
로부터 벗어날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일본의 저성장이나 경제위기는 단지 일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
동안 세계경제 위의 자리를 차지해 온 일본의 장기침체는 세계경제 성
장의 발목을 붙잡아 왔다 이에 따른 선진국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는 이
들 경제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경제에 주름
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일본의 저성장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
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
다 왜 일본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는가 왜 일본의 침체가 장기화되었는
가 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었으며 왜 일본은 보다 근본
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가 일본의 장기침체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본의 장기침체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 일본의 장기
침체 경험으로부터 한국경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서에서
는 거시ㆍ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경제 장기 저성장의 원인을 살펴보
고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 질문들에 대
한 대답을 구해 보았다
본서에서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침체는 단순히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총수요감소나 경기부진보다는 자산가격 상승기에 형성된 대
출이 거품붕괴와 함께 부실화된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즉 실물
부문과 금융부문이 동시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복합불황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
산성이 크게 저하된 데에서도 일본경제가 생동감을 잃어가는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제Ⅰ장에서는 부실대출을 발생시킨

년대 자산가격 거품형성과정과

년대 거품붕괴에 따른 자산가격 디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생산성 감
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 그리
고 창업에 대한 장벽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일본경제
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와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연금재정
의 악화와 사회보장지출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
로 우려된다
제Ⅱ장에서는

년대에 들어 시행된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으로 나누어서 그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
하였다 특히 일본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총수요관리정책으로서
년대의 경기침체기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벡터자기상관

모

형의 추정을 통한 실증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콜금리의 경우
년대 후반에는 투자 실질국내총생산 물가 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지출 증가의 경우에는
에 비해

년대 후반

년대에 들어 실질국내총생산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정지출 증대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년대의

재정지출과 경기의 움직임을 보면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재정정책의
비효율적 집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재정정책만으로 경
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재정적자의 규모는 너무나 크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적자재정의 편성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제Ⅲ장에서는

년대 일본경제가 경험한 특이한 거시경제현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한 논의와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유동성함정에 대해 새
로운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년대 일본경제는

에 근접한 장

ㆍ단기금리 그리고 무력화된 금융정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년대 초

세계경제가 경험하였던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
는 일본의 유동성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이는 유동성함정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기존의 유동성함정모형에 더하여 옵션가격의 결정
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의 유동성함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옵션모형을 통해 일본의 유동성함정 탈출시점을 시산하였고 이를 토
대로 일본이 유동성함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창출 또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창출을 위해서는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 대규모
외환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상승유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안도 통상적인 정책수단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
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의 사례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실
효성을 상실했음을 확인해 줄 뿐이다 최근 일본에도 물가안정목표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
나 단순히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만으로 일본이 유동성함정에서 탈출
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보유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통화정책에 있어 자
산디플레이션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서 부실채권 측정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년 월말 시중

은행과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위험관리채권 기준으로

조 엔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자체 분류기준으로부터 잠재적으로 부실
화될 가능성이 큰 대출이

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잠재적 부실채

권의 규모는 공식적인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며 신용금고를 포함한 전체
예금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이와 같은 부실채권에 비해
은행이 축적한 대손충당금은 겨우

조 엔에 불과한데 이는 명목상 높

은 자본비율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행들의 자본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부
실채권의 문제가 금융부실의 문제 나아가 금융위기를 가져올 우려가 있
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본의 금융부문이 부실하게 된 요인으로는

년대 후반에

나타난 자산시장 거품과 함께 대기업이 직접금융위주로 자금조달선을 전
환한 것과 가계예금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 부실채권의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장기화된 원인으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위기의
식 결여 및 시간벌기 정책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여론의 반대 부실채권
규모와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정보 불투명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더
하여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압력을 받았던 한국과는 달리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자산으로 인
해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희박한 일본으로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
로 구조조정을 시행할 유인이 낮았다는 점도 금융부실 장기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부실채권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제안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부실자산이 정리되고 금융기관들의 영업여건이
개선된다 해도 정부와 금융기관간의 공생관계나 금융기관들의 기존 영업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
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흔히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복
합불황의 문제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의 문제와 같은 미시적ㆍ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회경제시스템의 낙후성
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사
회경제시스템은 기업의 종신고용ㆍ연공임금제 정부의 경쟁규제 호송선
단행정 정치계의 족의원 득세 등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시스템은

년대 중반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과정을 거치

면서 형성된 유착관계의 결과물인데 기업 및 산업 수준에서는 경영자
기업단위 노동조합 감독관청의 자간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는 재계 산
업단위 노동조합 감독관청 여당 族議員 의 자간 연대관계가 형성되었
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불황을 조기에 탈출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보호와 지대 추구
를 위한 유착과 결탁을 고착화시킴에 따라 부실채권의 처리를 지연시키
고

년대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

이 대외채무로 인해 외부로부터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았던 한국과는 달
리 일본은 대외자산이 많아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일본이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제Ⅵ장은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
해서 분석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저성장은 경상거래 관계 자본거래 관계
그리고 경제ㆍ사회적 연계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Ⅵ장에서는 실질환율 명목이자율 총생산 인플레이션으
로 구성된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추정하여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한

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저성장
은 장기적으로 실질환율을 상승 원화가치 하락 시키는 반면 명목이자율
총생산 물가상승률 등은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해를
통해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변동에 있어

가 일본 총생산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엔 달러 환율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벡터자기상관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충격반응함수분석을 통해 볼 때 엔화 가치의
에는 원화가치의
개월만에 원화가치를

하락은 외환위기 이전

하락효과를 가져온 데 반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하락시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원 달러 환율

의 엔 달러 환율에 대한 반응속도나 반응 폭이 매우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이 제시되었다
첫째 엔화가치의 하락은 한국의 산업생산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엔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커졌으며 반응속도도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 례

서언
국문요약
서론

朴大槿

I.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朴大槿

서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전개과정
가

년

나

년

다

년

라

년 이후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가 자산가격 붕괴와 부실채권
나 생산성 감소
자산가격 디플레이션
가 자산가격 거품의 생성과정

나 지가
다 주가 거품의 발생과 붕괴
성장과 생산성
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나 창업에 대한 장벽
다 규제와 경쟁제한적 정책
재정적자와 고령화
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다 연금재정
참고문헌

II.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문제제기
년대 거시경제정책의 개관
가 경기침체와 정책대응
나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다 통화정책과 저금리
라 외환시장 개입과 엔저
재정ㆍ금융정책관련 주요 이슈
가 총수요관리정책의 적합성
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다 재정정책의 효율성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추정 및 해석

柳在元

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III.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林俊煥

서론
일본 경제의 특징
가 제로금리현상
나 제로금리하에서 통화정책의 무력성
유동성함정 이론
가 유동성함정 발생에 대한 이론
나 옵션가격 결정방식
유동성함정 탈피방안
가 거시경제적 접근방법
나 옵션가격결정 접근방법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IV.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서론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
가 부실채권의 정의
나 부실채권의 현황
다 취약한 자본구조
일본 금융부실의 장기화 원인
가 금융자유화의 충격 비대칭적 규제

李永燮

나 부실채권 처리 지연
다 경기변동 오판 거시정책 실패
정책대안
가 금융구조개혁
나 디플레이션 타개책
결론
참고문헌

V.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王允鍾ㆍ李炯根

일본의 복합불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일본의 구조개혁과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
가 구조개혁 저해요인으로서의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
나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에 대한 평가
일본의 구조개혁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VI.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문제제기
한국과 일본의 경상거래를 통한 경제적 연계
가 환율 변화로 인한 영향
나 일본 내수시장의 축소로 인한 영향
한국과 일본의 자본거래를 통한 경제적 연계
가 외국인직접투자
나 외국인증권투자 및 기타 투자
일본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기타 영향

李仁杓

일본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기본 모형
나 자료
다 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VII.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姜三模

서론
동아시아 국가의 경기와 환율
안정성검정과 벡터자귀회귀의 충격반응분석
실질환율의 고평가 분석법과 엔 달러 환율의 영향
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과 균형실질환율
나 다국간 실질환율과 엔 달러 환율
다 엔 달러 환율이 실질환율의 고평가에 미치는 영향
라 실증분석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결 론
Executive Summary

朴大槿ㆍ王允鍾

표 차례

표Ⅰ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표Ⅰ

일본의 실물경제 동향

표Ⅰ

국가의 성장요인 비교

표Ⅰ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표Ⅰ

재정과 정부 부채

표Ⅰ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

표Ⅱ

일본의 경기부양책

표Ⅱ

일본의 조세부담 및 재정적자의 규모

표Ⅲ

유동성함정 탈출시점 예측

표Ⅳ

일본의 부실채권 분류

표Ⅳ

일본의 은행대출 분류 자체평가기준

표Ⅳ

부실채권과 누적대손상각 각회계년도

표Ⅳ

일본의 은행대출 분류

표Ⅳ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 규모 전국은행

표Ⅳ

일본 은행의 수익구조

표Ⅴ

일본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표Ⅴ

기준

년말

년 고이즈미 정부의 출범 이후 도입된 주요 경제대책

표Ⅵ

원 달러 환율과 엔 달러 환율의 상관계수 추이

표Ⅵ

한국 일본의

표Ⅵ

한국과 일본간의 품목별 경합여부

대 수출 대상국
년중

표Ⅵ

일본의

대 수입상대국

표Ⅵ

한국의 대일 교역 추이

표Ⅵ

한국의 대일

표Ⅵ

대한 외국인투자 추이

표Ⅵ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표Ⅵ

외국인직접투자 중 일본의 직접투자 비중 추이

표Ⅵ

외국인증권투자 추이

표Ⅵ

일본의 대한국 증권투자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일

대 수출입 품목

차입금
표Ⅵ

목적별ㆍ국적별 외래객 입국 추이

표Ⅵ

단위근검정

표Ⅵ

관계식별 공적분검정 결과

표Ⅵ

모형의 추정 결과

표Ⅶ

일본의 산업생산과 한국의 산업생산

표Ⅶ

엔 달러 환율과 원 달러 환율

표Ⅶ

안정성 검정

표Ⅶ

검정

표Ⅶ

장기균형관계의 추정치

결과
공적분검정

그림 차례

그림 Ⅰ

일본의 주가와 지가

그림 Ⅱ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세

그림 Ⅱ

정부지출의 국내총생산비중

그림 Ⅱ

주요선진국의 국민소득

그림 Ⅱ

일본의 주요금리와 통화공급

그림 Ⅱ

일본의 대미명목환율 및 실질실효환율

그림 Ⅱ

재정지출 금리 및 본원통화충격에 대한 반응

그림 Ⅲ

실질

그림 Ⅲ

단기금리 및 장기금리의 추이

그림 Ⅲ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그림 Ⅲ

성장률 및

대비 재정부담

추이

의 외환보유고 추이

그림 Ⅲ

초과지준금 추이

그림 Ⅲ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추이

그림 Ⅲ

실질잔고 추이

그림 Ⅲ

옵션으로서 콜금리 해석

그림 Ⅲ

목표가격 수준

그림 Ⅳ

일본 지가의 변화율

그림 Ⅳ

대규모 제조업체 자금조달 중 은행대출 비중

그림 Ⅳ

가계예금 추이

그림 Ⅳ

부동산관련업 대출

대비 비율

그림 Ⅳ

일본의 이자율

그림 Ⅴ

일본사회의 고령화 추이

그림 Ⅴ

철의 삼각형 관계

그림 Ⅴ

지가와 주가의 추이

그림 Ⅵ

원 달러 환율과 엔 달러 환율 추이

그림 Ⅵ

한국과 일본의 주가지수 추이

그림 Ⅵ

일본 총생산의 단위 표준편차 변화에 따른 한국 실질환율

년 이후

명목이자율 총생산 인플레이션의 반응
그림 Ⅶ

한국과 일본의 경기

그림 Ⅶ

원 달러 환율과 엔 달러 환율

그림 Ⅶ

원 달러 환율과 엔 달러 환율

현재

그림 Ⅶ

충격반응분석 외환위기 이전

그림 Ⅶ

충격반응분석 외환위기 이후

그림 Ⅶ

한국의 실질환율 고평가

그림 Ⅶ

충격반응분석 외환위기 이전

그림 Ⅶ

충격반응분석 외환위기 이후

서론

朴 大 槿

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
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
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년대에 들어서 주가

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년대만 해도 연간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

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년대에 들어

에도 못 미치는 성장

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
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년대 초부터 하락하

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

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
이처럼 불어나
내총생산의

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정부부채가 국

로 선진국 중에서 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
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
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문제는

년 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년대에 들어서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으며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날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일본의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과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해 부실채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
실채권과 유동성함정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력이 상실된 지 오래이며
재정팽창정책도 그 효과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과다한 재정적자와 정
부부채로 인해 이마저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부실채권과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경제의 위기 가능
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부실채권이나 재정적자 증가가 현 추세대로 지속
될 경우 머지 않아 위기에 직면하리라는 경고가 세계 주요 언론에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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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발견된다
일본의 저성장이나 경제위기는 단지 일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
동안 세계경제 위의 자리를 차지해 온 일본의 장기침체는 세계경제 성
장의 발목을 붙잡아 왔다 이에 따른 선진국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는 이
들 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경제에게 주
름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주력 수출품에 있어서 일본과 경쟁관
계에 있는 한국기업들은 장기침체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그
경쟁력이 크게 잠식될 수밖에 없다

년대 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간 외

환위기도 일본의 장기침체와 이로 인한 엔화가치 하락에 원인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일본의 저성장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
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
다 왜 일본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는가 왜 일본의 침체가 장기화되었는
가 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었으며 왜 일본은 보다 근본
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가 일본의 장기침체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본의 장기침체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 일본의 장기
침체 경험으로부터 한국경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서에서
는 거시ㆍ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경제 장기 저성장의 원인을 살펴보
고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 질문들에 대
한 대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장기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년대 일본의 장기침체가

년대 초

에 발생한 주가와 부동산 가격 거품의 붕괴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더 나
아가서는 이와 같은 자산가격 거품붕괴를 촉발시킨 긴축적 금융정책에
그 직접적 원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왜 이와 같
은 경기후퇴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또는 저성장으로 이어졌는가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왜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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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답은 자산가격 붕괴의 효과가 금융기관의 부
실채권 문제와 맞물려 증폭되고 장기화되었다는 소위 복합불황의 가설이
다

년대 경기 호황기에는 은행대출의 증가와 은행대출의 담보로 사

용되는 부동산 가격상승간 상승작용 相乘作用 이 나타난 반면에

년

대의 거품 붕괴기에는 자산가격하락과 부실채권의 증가가 반대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거품의 형성에 있어서
은행대출과 자산가격간 상승작용의 고리는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에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대출받
은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증가하고
이와 함께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은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더 큰 규모의 추가대출을 가
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은행대출과 자산가격간 상승작용은 일단 자산가
격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반대방향으로 반전되어 자산가격 하락과
부실대출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부실채권으로 인해 일단 은행 시스템의 자금공급능력이 저하되자 일반
적인 총수요 감소에 의한 경기후퇴를 치유하기 위해 동원되는 정책수단
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는 기대만큼의 경기부양효과를 거둘 수
가 없거나 일시적인 부양효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더욱이 부실채권이 만
연한 상태에서의 통화증발은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인해 신용증가로 이
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금리만

수준까지 하락시켰다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향후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마저 나타나고 있
다 나아가 부실채권과 장기침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기
나아가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반하여 일본경제 저성장의 원인은 부실채권과 금융
경색보다는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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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둔화 그리고 노동시간의 절대적 감소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제 장에서는 이와 같은 장기침체 원인에 대한 두 주장을 중심으로
년대 일본의 거시경제의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뒤이
어 전개되는 심층분석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부실채권 발생의 원
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가격과 주가 거품의 형성과정과 붕괴과정
생산성 둔화의 근거로 주장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규제 창업장벽
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일본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의 문제와 노령화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서에서 대답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포함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 제Ⅱ장에서는

년대에 시행된 일본의 경

기부양정책을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으로 나누어서 그 실태와 문
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총수요 관리정책으로서의 일본의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이

년대의 경기침체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경제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경제가
에 가까운 금리로 인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주장과 함께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한 논
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Ⅲ장에서는 일본의 유동성 함
정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제Ⅲ장에서는 일본의 유동성 함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기존의 모형들에 더하여 옵션가격 결정방식을 원
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의 유동성 함정에 대한 분석이 시도될 것이
며 이를 토대로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갖춰
야 할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관련된 세 번째 질문은 왜 일본이 장기침체의
원인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침체의 장기화를 방치하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제Ⅳ장에서는 일본 금융의 부실채권 문제를 중심으로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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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Ⅳ장에서는 부실채권의 규모를 추정
해 보고 부실채권의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장기화된 원인에 대
해 논의해 보며 아울러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실채권의 처리를 비롯한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초기
에는 부실채권의 실태에 대한 정보부재 부실채권의 심각성에 대한 과소
평가 경기후퇴현상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시간
을 벌려고 한 정책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문제가 국
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거듭 지적되고 정책담당자들도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은 경제적인 원인 이외에도 공적자금 투입
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결여와 같은 경제외적 원인도 작용하였다

년

월 개각과 함께 마련된 종합 디플레 대책이 강력한 은행 및 기업 정리
계획을 포함했던 다케나카 재정금융상의 구조조정안으로부터 크게 후퇴
하여 단순한 부양책 수준으로 전락한 것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은행계의
저항과 정치인의 이익이 상호 작용한 결과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 시스템
을 감안할 때 일본경제가 스스로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
렵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Ⅴ장에서는 일본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낡은 사회경제시스템과 이해관계로부터 찾아보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기업의 종신고용ㆍ연공임금제 정부의 경
쟁규제ㆍ호송선단행정

정치계의 족의원 득세로 특징지워

지는 일본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어떻게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위한 유착
과 결탁을 고착화시킴에 따라 부실채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년대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Ⅰ장부터 제Ⅴ장까지의 다섯 장은 주로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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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분석하고 있다 장기침체의 원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은 일본경
제의 장기침체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제Ⅵ
장과 제Ⅶ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의 제시가 시도될 것이다
제Ⅵ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실물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경상거래 관계 자본거래 관계
그리고 경제사회적 연계 등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해 보고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일
본경제의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제Ⅶ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엔 달러 환율의 변화가 원 달러 환율과
한국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벡터자기
상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은

년대 중반에 나타난 엔저현상

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가져 온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다가 외환위기 이후 원 달러 환율의 엔 달러 환율에 대한 동조화가 높아
지고 있는 만큼 엔 달러 환율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발견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
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경험으로부터 한국경제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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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大 槿

서론
년 사분기의 주가폭락 이후 침체상태에 들어간 일본경제는
년 현재까지

년 이상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에만 해도 연평균
에는 연평균
다른

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던 일본경제는

년대
년대

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중
국가들의 성장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가 발표하는 반기 半期 잠재
가 잠재
히

보다 낮았던 반기가

년 반기 이후의

를 중심으로 볼 때 일본의
년 반기 이후

회 있었다 특

회의 반기 중 회가 이에 해당한다

국

가 중 일본 다음으로 음의 생산 갭을 기록했던 회수가 많았던 독일이
년 이후 회에 그쳤으며 그것도 두 반기 연속 음의 생산 갭을 기록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침체가 매우 이례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의 잠재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생산 갭을 과소추정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기침체 정도는 매우 심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의 결과 실업률은
여

년 월 현재

까지 상승하

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도산건수도
건으로

년의

건이래

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장기침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주가의 경우
수준인

엔을 기록했던 니케이 日經 지수가

하로 추락하였다
그 결과

경제를 잃어버린

년 말 최고

년에는

년부터 본격화된 지가하락도

년의 지가는

년

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엔 이

년 간 지속되었고
년대의 일본

년 이라 일컫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동안 일본정부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년대에 일본 정부는 아홉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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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 엔을 경기부양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대한 재정지

출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효과가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오히려 재정사
정만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의 확
대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로 인해
정흑자는

년에는

의

년에는 재정적자 폭이

고

년

의

에 달하는
의

대비

리고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이미

조엔의 적자로 전환되었

까지 확대되었다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일본정부의 부채는 급증하여
및 지방정부를 합하여

수준에 달했던 재

년의 정부채무는 중앙

를 기록 선진국 중에서 위를 달
에 가까운 저금리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문제는 아직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
다는 데에 있다 오히려

년대 말부터는 낮은 실질성장률에 더하여 물

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있듯이
년

년부터
년

표

에서 볼 수

년까지 년간 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년의 년간 명목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장기침체의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부실채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정부부채의 누적과 디플레이션의 악재가 겹침에 따라
은 일본경제의 위기발생 가능성을 점치기조차 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본 장
에서는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제Ⅱ장부터 제Ⅶ장까지 논의될 심층분석의 기초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절에서는 일본 장기
침체의 전개과정을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 절에서는 일본경제 장
기침체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에 대해 알아본다 제 절부터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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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일본의 주요경제지표(1994~2002)

성장률 증가율
실질
국내지출
민간소비지출
주택투자
기업투자
정부소비지출
공공투자
재고증가
순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입
저축과 투자
국민총저축
국내총투자
물가상승률 연평균
디플레이터
실업률 연평균
통화와 신용 증가율
와
총유동성
국내 신용
은행 대출

末殘

이자율
개월물
연평균
공정 할인율 연말
주
자료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년은 전망치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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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거시경제부
문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 절에서는 일본 경제문제의 발단이 된 자
산가격 거품형성과 붕괴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 절에서는 일본경제
의 생산성 둔화 특히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대해 논의한
다 특히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
규제의 문제 그리고 창업 저해요인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 절은 향후 일
본경제의 최대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정적자와 고령화의 문제에 대
해 알아본다
본 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만을 할 것이며 제Ⅱ장부터 중요한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재정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의 문제
에 대해서는 제Ⅱ장 통화정책과 유동성함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Ⅲ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실채권의 문제에 대해서
는 제Ⅳ장에서 상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전개과정
가. 1990~92년
년대 후반이래 일본 경제는 이자나기 경기이래 최장기간의 경기호
황국면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 폭락사태를 겪었고 급기야

년에 들어서 수차례에 걸친 주

월 일에는 주가가

폭락하는 일본

판 블랙 먼데이 를 겪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주가와 지가 등 자산가격이
이자나기 경기란
승국면을 말한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간 지속되었던 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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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하락하고 경기가 둔화의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는 자산가격의 붕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
었던 듯 하다
년대 일본경제의 실물경제 동향을 요약한 표
수 있듯이

로부터 짐작할

년 상반기만 해도 정부는 전후 최장기간의 경기호황국면

을 기록했던 이자나기 경기상승국면 지속기간의 갱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된

조

년에 들어 경기의 둔화조짐이 완연해짐에 따라 월에 마련
억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도 케인즈학파적인 총수요관리정

책을 통해 총수요의 감소를 일시적으로 보충하자는 의도에서 나왔다 이
와 같은 정책은 경기둔화가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총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자산가격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나. 1993~95년
이 기간에는 주가하락에 이어 부동산 가격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나타
났고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만의 저성장이 자리를 잡았다 기업들은

과도하게 축적된 시설을 축소시키고 설비투자를 줄여 나갔다 반면에 정
부는 적극적인 재정팽창과 통화팽창 등 총수요의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
을 꾀하였다 이 기간 중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약

조엔에 달하는 경

기부양책을 마련하였다 재정팽창에 맞추어 공정할인율도 인하되었고 이
에 따라 장ㆍ단기 금리도 급속히 하락하였다
이 시기에는 학계와 언론에서 일본 경제문제의 원인을 일시적인 총수
요 감소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일어
나고 있었다 이들 시도는 부실채권의 문제나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같
사실 거품붕괴가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았더라면 아예 정부가 부동산 융자
의 총량규제나 지가세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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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시구조적인 요인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도와 차이를 가
진다 하지만 부실채권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였고
아직도 정책당국과 학계 사이에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 커다란 인식의 차
이가 있었다

다. 1996~97년
이 기간 중에는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일
시적으로 회복의 모습을 보였다
은

년

표

로 회복된 데 이어

에서 보듯이 일본의 실질성장률
년에는

로 상승하였다 경기

회복과 더불어 부실채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던 주택금융전문회사
<표 I-2> 일본의 실물경제 동향
단위 억 엔
연도

주

실질
성장률

광공업생산
증가율
전년대비

소비지출
증가율

물가지수증가율
도매

소비자

실질성장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노동자세대가계 소비지출 전년대비 증감율
기준년도
년 전년대비 통합물가지수 증감률
자료 일본은행조사통계국 경제통계월보 각호 및 日本經濟新聞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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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처리가 끝남에 따라 부실채권 문제와 함께 저성장의 문제도 해결
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하시모토 내각은 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제정 등을 통해 약

년 월 이후 소비세율 인상 재정구조개혁법
조 엔에 달하는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재정긴축은 부실채권 문제의 재연과 함께

년 이후 경기침

체 재발의 원인이 되었다

라. 1998년 이후
년 말부터 금융기관의 연이은 도산과 함께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월 산요증권 三洋證券 이 도산했으며 뒤이어 홋카이도타

쿠쇼쿠은행 北海道拓植銀行

야마이치증권 山一證券 등 주요 금융기관

이 도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의 전면투입
이 결정되었다 재정정책도 긴축으로부터 확장으로 전환되었으며 금융정
책도 더욱 완화되었다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위기상황은 일단 해소되었지만 재정팽창으
로 인한 정부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대
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재정적자의 문제는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재정적자의 대부분을 장기국채
의 발행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를 대부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장기금리의 상승은 국채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나아가
금융기관에 거액의 평가손을 발생시키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
래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손은 그렇지 않아도 대형 금융기관의 연쇄도산
과 부실채권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에 타격을 줄 것
이며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설상가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고령화에의 대비 등으로 인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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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년부터는 물가가 실제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년부터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에서 볼 수 있듯이 도매물가는
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년

년

년의

년간은 명목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침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년대 일본의 장기침체가

년대 초에 발생한 주가와 부동산 가

격의 붕괴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자산가격 거품
붕괴를 촉발시킨 긴축적 금융정책 즉

년부터 월부터

년 월까

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정할인율 인상과 부동산 관련 대출억제를
위한 총량규제정책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
제는 왜 이와 같은 경기후퇴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또는 저성장으로 이어
졌는가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경제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왜 그 효과가 기
대에 미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력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가. 자산가격 붕괴와 부실채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자산가격 붕괴의 효과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
제와 맞물려 증폭되고 장기화되었다는 가설이다

에 따르면

년대 경기호황기에는 은행대출의 증가와 보통 은행대출의 담보로 사
용되는 부동산 가격상승간 相乘作用이 나타난 데 반해

년대의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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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기간에는 자산가격하락과 자기자본 비율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
융기관의 대출회수가 반대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하였다 미야자키 요시
카즈 宮崎義一

가 일본의 장기침체의 성격을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의 불균형이 상호 작용해서 진행되는 이른바 저량 유량의 복합불황 複合
不況 이라고 규명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이다 부실채권으로 인해 일단
은행 시스템의 자금공급능력이 저하되자 재정팽창과 통화팽창정책도 효
과가 없거나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그쳤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거품의 형성에 있어서 은행대출과 자산가격간 상
승작용의 고리는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에 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구입
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증가하고 이와 함께 자산가격이 상승하
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은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의 가
치를 높임으로써 더 큰 규모의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은행대
출과 자산가격간 상승작용은 일단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반대방향으로 반전되어 자산가격 하락과 부실대출의 증가로 나타났다
즉 신용제약

으로 인해 담보대출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자산가격 하락은 불량채권 발생과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신용제약을 가
져오고 이로 인해 총수요가 위축되고 다시 이로 인해 자산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신용제약과 담보대출로 인
해 총수요의 위축이 심화되는 금융증폭기

현상은

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명된 바가 있다
금융증폭기 현상으로는 왜

년대 초 자산가격의 하락과 부실대출

증가정도가 심했으며 경기침체의 폭이 심화되었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
다 그러나 왜 정부의 총수요관리에 근거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기대
에 못 미쳤으며 왜 경기침체가 정상적인 경기순환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장기화되었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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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실채권으로 인해 통화팽창이나 재정지출 증가와 같은 경기부양
정책이 왜 신규투자나 총수요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는 과잉설비문제에
더하여 과다채무문제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에

따르면 동일한 비용과 현금흐름을 가진 투자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채무상태에 따라서 투자여부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과다한 부채
를 가진 기업의 경우 투자를 해서 기대한 바의 현금흐름이 생긴다 해도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유인이 없어
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다채무문제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채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부채탕감안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
다 즉 외채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할
유인이 적으므로 외채부담의 일부를 탕감함으로써 국민들의 투자 및 생
산의욕을 높여서 남은 외채의 상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왜 부실채권의 처리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
어 왔는가의 문제다 즉 왜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도산시키고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않았는가의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의 다섯 가
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은행과 정부당국이 자산가격 하락과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현상
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관치금융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다 즉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도
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금융기관 경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주인 대리인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용된 은행

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중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함으로써
실적이 악화되는 것보다는 부실채권의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유인이 존재
한다
이상의 요인들은 대부분 외환위기 이전 한국경제에 있어서 부실채권 발생과 은
행의 부실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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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담보대출 관행을 대신할 만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즉 신용대출에 따른 위험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서는 기존의 채무자에게 추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을 비슷한 담보가치를
가진 신규 융자 희망자에게 융자를 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 기존
채무자에 대한 융자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
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년대에 시행된 정부의 재정팽창정책이 주로 공공투자와 부

동산투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부실채무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결국 구제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
다
다섯째는 불투명한 회계관행이 부실한 채무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었다는 것이다 코바야시 케이이치로 小林慶一郞 와 카토 소타 加藤創太
는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 대출에 있어서의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들고 있다 즉 부실한 기업에 대해 두 은행이
모두 대출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대출금만 손실을 보게 된다 즉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과잉채무를 진 기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은행의
채무자를 도산처리하고 새로운 대출선을 찾는 것이 은행에 유리하지 않
다 새로운 융자선으로 과잉채무가 없는 기업을 찾아낸다고 해도 이 기업
의 거래상대가 될 기업들이 과잉채무를 지고 있다면 이 기업은 네트워크
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생산성 감소
부실채권과 자산가격 거품 붕괴로 인한 상승작용이 일본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한 유력한 이론이지만 모든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
전경련 아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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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많은 학자들이 장기침체의 원인을 공급측면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은 저성장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기간 중
일본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년

대에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감소가 총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년대 들어 일본의

였는데 이것은

대비 투자의 비중이

대로 감소하

년대 후반의 거품시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둘째 투자의 재원으로서 대
출의 비중이 감소한 데에 반해 토지의 매도와 기업저축 사내유보 의 비
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거품시기에는 토지의 매수가 자금의 사용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셋째 기업에 대한 서베이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년대를 통해 은행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유량을 지속

적으로 증대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내유보와 금융자산의 매각만으로
도 투자와 토지구매의 재원을 충당하기에 충분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부터 이들은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신용수축에도 불구하
고

년대의 일본기업들은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신용수축만으로는

년대의 장기침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결

론내렸다 대신 이들은 생산성 하락에서 장기침체의 원인을 찾는다 이들
에 따르면

년대에 들어 일본의 총요소생산성

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일본경제가 규제완화와 경쟁심화라는 국제경제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더하여
준법 개정에 의해
부터

년과

년 사이에 주간 근로시간이

년 근로기
시간으로

시간으로 감소한 것이 생산성 하락의 주된 요인이다
일본경제의 공급측면의 문제들 특히 노동시장의 문제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장벽 규제와 경쟁제한적 정책 등에 대해서는 제 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이 없을 리 없다 특히
는 총수요 감소 자체가 생산성 하락의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자산가격 디플레이션
일본에서는

년부터 지가 주가 고급 그림 등의 자산가격이 급등하

년 들어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흔히 거품의 붕괴로 일컬어지

다가

는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은 일본의 장기침체의 발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 자산가격 거품의 생성과정
일본은

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에 대처하는

한편 선진국간 정책협조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년 이후 금융완화 및

내수확대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할인율이
부터

년 월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월에는 루브르 합의

년말

로

까지 인하되었으며

년

에 의한 내수 확대조치로서 조엔 규

모의 공공투자와 조엔 규모의 감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긴급경제대책
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내수확대 조치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년 중반부터 엔고

불황에서 벗어났으며 오히려 경기과열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
은 경기과열징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했으
며 그 결과 저금리 상태가
팽창이 가속화되었다
일본은행은

년 월까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거품의

이에 따라 일본의 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금리

년 중반부터 금리인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그 해

뉴욕증시의 주가폭락사태

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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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상되지 않고 저금리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기대가 바로 일본경제에 거품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다 일본의 통
공급도

화

년 이후 매년

이상 증가함으로써 유동성 과

잉상태를 야기시켰다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에 더하여 은행들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크게 확
대시킴으로써 거품경제의 출현에 한 몫을 하였다 대기업이 은행차입을
줄이고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크게 늘림에 따라 일본의 은행들
은 고객 확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업 개인 비은행 금융기관 등
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다 이들에 대한 대출은
출 증가액

조엔의

년 중 전체 대

를 차지하였다 또한 주가 및 지가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토지 주식 등을 담보로 한 대출에 있어서는 자금의 용도
위험도 및 신용도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자금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으로 대량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지가
일본의 지가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

년 한 해를 제외하

고는 매년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 기간 중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달했다 특히 그림
년부터
부터

에

에서 볼 수 있듯이 거품기간이라고 불리는

년까지 년 간

대 도시의 지가는

상승하였다

년

년 사이에는 먼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

했고 이어서 상업지역에 가까운 도시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지
가도 동경 중심의 상업지역에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동경 외곽의 주거지
역으로 번졌으며 오사카 나고야 등의 상업지역 그리고 다른 주요도시
지방의 순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들 지역에서도 모두 상업지역에서의
토지의 가격이 주거지역 지가상승을 선도했다
반면에 부동산 가격은

년부터

년까지

년 간 연평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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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 일본의 주가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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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년에는 다시

의 붐 버스트 사이클
서도 경험되었는데

지가지수(6대도시)

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같은 부동산
은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시장경제에
는 이와 같은 붐 버스트 사

이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은행부분의 취약화와 금융 또는 외환위기를
초래함을 주장한다 일본의 지가 상승과 하락의 폭이나 변동성이 컸으며
그리고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의 지가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
의 경험과 일치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가변동에 있어서는 지가
하락이

년이라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지가하락

이 거래량의 감소와 함께 발생했다는 점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으
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지가변화 특성은 다음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
다
첫째 국민소득과 인구 수준에 비해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인구는 미국의 절반 수준인 데 비해 국토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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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고 거주 가능한 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아 미국의 약
준이다

수

는 이 이외에도 일본의 높은 성장률 높은

임대료의 상승률 낮은 시간선호할인율 높은 생산성 증가율 낮은 재산
세율 등이 모두 일본의 높은 지가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의 기초여
건임을 주장한다
둘째 정책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지가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은 부동산 부문과 은행 부문간의 밀접한 연계관계를 중시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통화 팽창이
붐을 가져 왔다

년대의 지가
년대 중반의 금

융자유화는 동경이 주요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
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동경에 진입하려 했고 이에 따
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년 플라자 합의의 여파로

엔화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시킨 것도 원인이다 낮은
금리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에 의한 차입급증 현상을 가져왔다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은행의 대출행태도 변화했다 자본자유화와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은행의 고객이었던 대기업들
이 주식과 주식연계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으로 자금조달수단을 대체함에
따라 은행들은 소기업과 부동산 부문으로 대출대상을 전환할 수밖에 없
었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대출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은행과 신탁은행에서 특히 높아
졌으며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년대에 들어서도 이 비중이 계속 상

승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부
동산 관련 여신의 상당부분이 부실채권화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
를 들어

년 월말 현재 밝혀진

대 은행의 부실채권 중

정도가

부동산부문 여신이다
는 일본의 도시은행 지역은행 장기은행 신탁은행 등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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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자료 분석으로부터 지가 은행의 자산구성 그리고 부실채권비율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은행의 총여신 중 부동산 여신
비중의 연간 증가분이 지가상승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
였으며 이에 더하여 해외투자를 통해 자산구성을 다변화한 은행들이 건
전한 자산구성을 유지하는 데 더욱 성공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도 지가가 크게 변동한 지역 토지담보비중이 높은 지역 지점망이
제약된 지역의 은행들에 있어서 부실채권비중이 더욱 높음을 발견하였
다
년 이후 일본의 지가하락이 장기화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토지는
일본 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일본의 지가는 다른 경제변수
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일본의 총지가 대
년
이

그리고
년부터

년에는
년 사이에

의 비율은

년

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에서의 동 비율
사이의 값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토지가 가계와 기업의 자산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지가의 변화는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
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토지는 대출을 위한 담보로 이용되기 때문에 더
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의 지가하락 초기에는 지가하락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낙관론
이 팽배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가하락 압력으로 인해 이와 같은
낙관론이 시들어져 갈 때조차 은행과 규제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지가하락 압력이 실제로 단기간 내에 충분한 폭의 지가하락을 가져오는
데에 실패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은행과 같은 채권자들이 취
약한 차입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 부동산 매각을 통해 지
가하락이 본격화되고 이처럼 재빠른 지가조정이 부동산 경기침체를 빨
리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은행들이 부실화된 차입자들에 대해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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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규제당국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적기시정조
치와 같이 보다 투명하고 준칙에 입각한 규제수단이 은행법에 의해 도입
된 것도

년 월에 이르러서다 규제당국의 정책대응이 지연된 데에

는 은행의 지원을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 초기에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다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 인식된 이후조차도 신용조합과 주택금융전문회사 住專 들만이 자본투
입이 필요할 뿐 주요 은행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되
었다

년에 들어 대형 은행과 증권회사가 부도가 난 후에야 보다 체

계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보다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
성이 인식되었다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년대의

부동산 대출 여파로 부동산 부문 여신의 비중이 이미 지나치게 높아져
이 부문 차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조치는 스스로의 여신자산구성과
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했다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도 적극적
인 회수조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차입자들의 재무
구조 부실이 노출되면 그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이 또한 은행의 대차대
조표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오히려 부
도위기에 몰린 차입자들의 여신을 연장시켜 주는 데에 급급했다
둘째 법제도의 경직성도 구조조정의 지연에 한 몫을 하였다 은행들이
부도위기에 처한 차입자들에 대해 적극적 행동을 취하려 할 때에도 流質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끌고 까다로왔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법 제 조
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절차가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러서야 民事再生法
차가 마련되었다

와 같은 형
년 월에 이르

의 제정에 의해 이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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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가 거품의 발생과 붕괴
플라자 합의 이후 시작된 일본의 금융완화조치는 유동성을 크게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종래의 예금위주의 투
자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년에 민영화된 일본전신전화

주식의 상장과 주가상승은 개인의 주식투자 의욕을 고취시켰다 이 덕분
에

년 월 동경 주식시장 제 부 종목의 니케이 평균주가는

월의 저점에 비해

상승한 만

년

엔을 기록했다

유동성 증가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들이 주식투자수요의 증가를 가져왔
다 첫째 고액 소득자들에게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던 소액저축비과세제
도인 마루유 マル優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의 자금운용 형태에 변화
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많은 자금이 자본이득세를 물지 않는 주식투자에
투입되었다
둘째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기업들의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제도적으로는 특정금전신탁과 금외 金外 신탁이라 불리는
펀드 트러스트

가 도입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격과 별도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와 과세처리를 가능
하게 해 줌으로써 기업의 주식투자를 뒷받침하였다
셋째 기업의 은행이탈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담
보로 한 대출에 치중하게 되었다
일본의 주가상승은

년

월

타격으로 한 때 주춤하였으나
일에 만

일 미국의 블랙 먼데이 주가폭락의
년부터 다시 본격화되어

년

월

엔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를 갱신할 때까지 본격

적인 거품의 팽창을 보이게 된다

년 이후 주가상승 제 국면에 있어

서 주가상승의 도화선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특별회계처리방법의 허용
이었다 이 제도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총자산 이자를 계산할 때 특정금전
신탁의 평가손을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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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국면의 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기법이 활성화되
고 이에 따라 이들을 통한 기업자금조달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주
식연계채권은 주가가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
식연계채권은 기업의 재테크와 결합되어 내생적인 거품 팽창의 메카니즘
을 제공하게 된다 즉 지속적인 주가상승이 기대될 경우 기업들은 주식
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
게 조달된 거액의 자금을 기업은 다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에 투자하였
고 그 결과 주식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여 당초의 기대를 실현시키게 된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주가는 끝없이 상승한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주가 상승시 적은 자금으로 더 큰 수익을 누리는 것을 가
능케 하는 투자수단인 주식선물거래의 도입과 확대도 이 기간 중 주가거
품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년

월

일 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를 기록한 이후

년에 들

어 일본의 주가는 두 차례에 걸쳐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게 된다 첫째
는 월에

하락한 것과

월에

하락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가

폭락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년에 들어 일본은 주가

하락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엔화가치와 국채가격도 함께 하락하는 소위
삼저현상을 겪고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하
락할 경우 향후 주가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하여
채권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년 일본의 경우는 채권가격과 엔

화 가치도 하락한다 같은 시기에 미국도 일본과 유사한 삼저현상을 겪고
있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독일의 경우 주가 채권가격 마르크화 가치가
모두 상승하는 삼고현상이 나타난다 즉 일본의 주가하락은

년 베를

린 장벽의 붕괴 이후 나타난 독일경제로의 자금유입현상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니케이

지수선물과 니케이 평균주가와의 가격차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를 노려 거래된 현물매수ㆍ선물매도 재정거래 포지션의 청산을 위한 선
물매수ㆍ현물매도 거래의 집중도 주가하락의 기폭제가 되었다
일단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동안 주가거품의 발생원인이 된 메
카니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연계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신 채
권 만기시 원리금의 상환을 요청하게 된다 이미 재테크로서의 주식투자
에서 손실을 본 기업들로서는 이와 같은 원리금 상환부담에 응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성장과 생산성
표
균

에서 보듯이 일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년대의 연평균

미치는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년대에는

로 크게 하락하였다

년대에 연평
의 절반에도 못

년대의 연평균
표

는

로부터
국가들의 노

동생산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노동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년대에 들어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된 주요한 요인으로
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창업에 대한 장벽 규제와 경쟁제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년중

로부터

년 중에는

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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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3> OECD 국가의 성장요인 비교
피고용인

노동 생산성

자본 기여도

연평균 퍼센트 증가율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주

⋯

피고용인 당
노동 대비 자본 성장률 시간별 노동량으로 조정됨
이탈리아ㆍ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ㆍ일본
영국
캐나다ㆍ이탈리아ㆍ일본ㆍ미국
영국
캐나다ㆍ이탈리아ㆍ일본ㆍ미국
영국
서독

자료

<표 I-4> OECD 국가들의 노동생산성(1950~98)

미국 대비 노동생산성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스페인
자료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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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은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가 제조업 건설

업 도소매업 금융업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이
들은

국가들에 있어서 노동생산성 증가를 산업내 생산성 증가 효

과 산업간 자원이동의 효과 잔차 효과의 세 가지 요소로 분리해 보았는
데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내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인 데 비해

년대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산업
년대와

년대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을 가진 산업간 자원이동의 기여
가 컸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산업간 노동이동이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큰 요인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산업간 노동이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산업이나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하며 기업들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직원의 수를 조절하
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은 꽤 유연하게 변화하나 산업간 또는 기업간 근로인
력의 이동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기업들이 고용자의 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또한 이를 꺼려한 것이
하의 중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곡선

년대 노동생산성 저

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버리지

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비버리지

곡선의 우상향 이동은 실업률과 공직률 空職率

이 동시에 증

가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자와 직장간의 불
일치
실업자 중
년에는

의 증가 즉 구조적 마찰적 실업의 증가를 나타낸다 전체
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년

로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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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일본은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이

동성을 갖고 있다 낮은 노동 이동성은 일본의 노동 이직율이 프랑스와
독일의

수준이고 미국의

균 근속기간

이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남성 근로자의 평
에서 가장 길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본의 노동 이동성이 낮은 이유는 종신고용의 관례와 연공서열식 임
금체계를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장훈련

의 형태로

만 전수되는 일본기업 고유의 지식전달체계나 이직자에 대한 사회의 부
정적 인식 그리고 이와 같은 전통적인 고용관행에 입각해서 고안된 연금
제도 등도 노동의 이동성을 저하시키는 데에 한 몫을 하였다
제도적인 요인도 있다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에 우선 순위를 둔 노
동조합으로 인해 일본의 근로자들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장 혜택을 누려
왔다 노동관련 법안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데 비해 판례들은 사용자가 근
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매우 까다롭게 해석해 왔다 구체적으
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과잉고용 다른 수단의 모색 노동조
합과의 합의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판례들은 기업이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의 해고가 무효임을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의 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
고용제나 연공서열로부터 벗어난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일부에서 발생하
고 있다 정부도 노동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가 적용될 수 있는 직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년에 파견근로제
년 월에는 비자발적

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년 또는 노년 근로자의 최대 실업보험 혜택기간을
일로부터

일로 연장시켜 사회 안전망을 확충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동시장에는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
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근로자의 해고를 까다롭게 하는 기존의 고
용보호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조적 실업의 해소
를 위해 마련된 정책들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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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재훈련 프로그램들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그다지 효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으며 파견근무제의 허용도 건설업이나 의료업과 같은 주
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를 본뜬 새

로운 연금제도의 도입도 기존의 조세제도 하에서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년대에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 노동시간의 감
소를 들 수 있다 일본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년에는
어진 것이다
에 걸쳐

년

시간으로부터

시간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
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여러 해

시간으로부터

시간 일로부터 일 으로 감소시킬 것을 규정

하였다 같은 기간 중 사흘에 달하는 법정공휴일이 증가하였다
터 관공서의 격주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었고
휴무제가 실시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았다
되었으며

년부

년에는 토요일 전면

년부터 매주 토요일에 문을 닫

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한 임시법이 제정
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하루 추가시키도록

하였다

나. 창업에 대한 장벽
새로운 기업의 창업도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산물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자원배분
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의 창업률은 국제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역사적으로도
보여 주었다 물론 일본의 낮은 창업률은

년이래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년대까지만 해도 고도 성장

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되지 못했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은 기존 기업
의 팽창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년대에 들어서는 창업부진이 성
는 그 이유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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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기술 추격에 의한 성장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더 혁신
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규제완화와 세계화는 기업들에 대
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동하였으나 기존의 거대기업들은 이와 같
은 시장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만큼 유연하지가 못하였다
둘째 과거 일본이 주로 기존 기업의 팽창에 의존하여 고성장을 이룩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신설 중소기업들의 성장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아 창업률의 저하는 성장 원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창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벤처자금의 가용성 제도적 하부
구조 행정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구통계학적 요인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주로 신설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
자기업들의 존재는 기업창업에 필수적인 요소다 일본은 은행 중심의 금
융체제와 증권시장의 상대적인 발달지연 그리고 벤처의 특성에 대한 투
자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자금의 공급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벤처 자금의 공급도 주로 은행의 투자사업부나 투
자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창업 후 상당기간이 지난 기업이나
등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다
는
리고

년 중에 이루어진 벤처투자 중
정도가

미만의 기업은

년

정도가

년 이상된 기업 그

년 사이의 기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업력 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거래소 상장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신설기업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도 신설기업
에 대한 벤처투자가 부진한 요인이다
신설기업에 대한 규제와 이로 인한 행정적인 부담도 문제다
등

이 조사한 신설기업의 행정부담에 따르면 일본이

국가 들 중에서

위를 차지하였고

의 창업비용이 미국의

개 조사대상
도 일본에서

배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일본정부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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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년에는 기존 기업에 대한

보호보다 신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었고

년에 제정된 창업촉진법
도 신설기업에 대해 상법의 규정으로부터의 예외를 인정

하고 보다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년에 개정되었다

년

도 신설기업에 대해

에 제정된 산업부흥법
조세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년에 확장 개편된 소위 엔젤세

도 창업 초기기업 투자로부터의 자본이득이나 손실에 대해 세제상
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설기업의 주식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
시장
등 새로운 자본시장들도 마련되었다
증권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금융개혁도 기업공개의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벤처자금의 부족 행정적 부
담 그리고 다른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경직성 등이 일본에서의 기업신설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다. 규제와 경쟁제한적 정책
시장진입에 대한 통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점법

은

포의 진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이 법은
점포입지법
은

㎡를 초과하는 점
년 월에 대규모 소매

으로 대체되었는데 새 법

㎡를 초과하는 점포의 신설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

어 신설점포의 진입에 대한 장벽은 여전하다 대형점포에 대한 규제는 소
규모 점포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소형 점포는 일본 소매업 고용인원의
은

년 월에 폐쇄되었다

를 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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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대형점포에 대한 진입규제는 대형점포가 제공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소매업에 있어서 구조조
정과 현대화를 지연시키는 한편 소매점포들의 생산업자들에 대한 협상
력을 약화시킨다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예는 통신업이다 통신업은 현대 경
제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부구조를 제공한다 일본에서의
통신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년부터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지만 산업

의 부문에 따라서 경쟁 허용정도에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 장거리 전화
와 국제전화 그리고 이동통신의 경우 규제완화 이래로 비용이 크게 감소
하였지만

는 지주회사 형태로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공중망 부문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지
역 통신비용은 국제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부문에서의 경
쟁을 제약하는 요인은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소 요건에 대한 명확
한 정보의 부재 높은 상호접속 비용 전화번호 명의변경의 제약 시설공
동사용에 대한 단편적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통신부문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촉진형 정책체
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관련법인 독점금지법
은 비정상적인 거래 독점 불공정 행위 경쟁제한
적 합병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예외규정들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저해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의활

동도 점차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경쟁촉진
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적 자원이 갖춰져야 하고 중립성과 독립성도 확보
되어야 한다
는

년에 여러 개의 지역 통신사와 장거리 서비스 공급자로 구성된 지

주회사 체제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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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고령화
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여 년에 걸친 재정팽창의 결과 일본은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했
으며 그 결과 일본의
에 달해 있다

표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
에서 보듯이

년대에 들어 일본의 정부저축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정부투자는 증가추세를 지속했다
의 일본의 완전고용 정부저축은
률이

의

년 사이

에 달했는데 실제 정부저축

임을 감안한다면 경기변동적 정부저축 부분은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재정적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적자폭이 확대되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I-5> 재정과 정부 부채
단위

균형재정
정부부채
순부채
순부채
사회 보장 제외
주
총 공공투자 － 총 정부저축 ＋ 순 토지구매와 순 증여ㆍ상속세
자료

일본의 정부부채의 경우 그 측정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비 정부부채의 규모 역시

대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 정부부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의 경우 총부채

로 측정을 하면 연금제도를 통해 정부가 보유

한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부채 규모를 과대측정할 위험이 있다 반면
에 순부채로 측정을 하면 연금제도에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에 비해 과다
한 미래의 예상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여도 심한 편이다 공공대출 그리고 이
와 같은 정부대출이나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할 조건부 부채
를 감안하여 정부의 잠재부채를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재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변화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
께 구조변화에 기인한다 경기침체는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을 증가시켰다 정부저축을 악화시킨 구조적 변화
로는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지출과 의료비지출을 증
대시킨 인구 노령화를 들 수 있다 재정악화는 정부부채와 국채발행잔고
를 크게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
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국채

의 순발행액을

년도에 예상된

년의 완만한 재정긴축에 이어

조엔으로 제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년도 일본국채 순발행액이

안해 볼 때 위의 계획은

년에는

조엔이라는 점을 감

년 중 조엔에 달하는 지출감소가 이루어져

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출감소가 가져 올 총수요감소와 이에 따
른 성장률 저하를 감안한다면 실제 이보다 더 규모가 큰 긴축정책이 요
구될 것으로 보인다

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일본의 인구통계변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

년만 해도 여성 일인당 출생수를 나타내는 총출산율은

달했으나 불과

년 후인

년에는

명에

명으로 감소하였고 이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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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출산율의 감소는 일본인구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인 감소가 그
향후

것이다
것이다

표

년에 걸쳐 일본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될
에 따르면 향후

년간 일본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

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 중
년이면

년이면 일본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 이상 인구 한 명당 노동연령 인구가 두 명에 불과하게

된다

<표 I-6>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
단위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주 총인구에서 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일본 재무성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될 겨우 일본은 매우 심각한 재정부담을 지게 된
다 문제는 지난

년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데

에 성공을 거둔 반면 일본의 재정상황은 오랜 경기침체 속에서 악화일로
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재정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사망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가 곧 인구의 감
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
소하고 있어 실제 인구의 감소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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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출과 연금지출의 증대는 이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일본정부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부도를 막기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
의 시뮬레이

령이 높아진 결과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현재 고령화 추세가 진행될 경우 일본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현 수준에서 일정할 경우에 비해
수준을 누적적으로
년에서

년까지 실질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감소는

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성장률 면에서 보면 연

간 성장률이 평균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무엇보다도 국민저축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
져올 것이다 저축률이 낮거나 부의 저축을 하는 고령인구 비중이 증대됨
에 따라 모든 가계의 평균저축률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가계저축이 감소
할 것이다 가계저축이 감소하면 기업과 정부의 저축과 투자가 변하지
않는다 해도 일본 경제 전체의 국민저축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는 생애주기

소비이론

에 의거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저축률이
로부터

년에는

그리고

년에는

년의

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저축률 감소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현재
의

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는 이와 같은 가계저축의 감소가 정부와 기업의 저축 및 투

자의 변화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수준이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약간 감소시킬 경우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문제는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
출의 증대 연금지출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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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다. 연금재정
이와 같은 연금재정 고갈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전면적인 연
금개혁안을 마련하였고 이 안은

년 월에 의회를 통과하였다 개혁

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퇴직자에 대해 종신연금혜택을

정도 삭감하

고 연금수혜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개혁이 없
었다면 피용자 연금보험
로부터

에 있어서 연금기여액이 현행 월급여액의

년에는 월급여액의

까지 상승해야 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정치에는 상당히 큰 폭의 오차가 있을 수 있
지만 연금개혁에 따라 동 비율이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순부채를

의

로부터

수

준으로 낮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 역시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의 부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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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거시경제정책

柳 在 元

문제제기
일본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가 및 주가 하락으로 시작된 거품경제의 붕괴는 이제 단순한 경
기순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초래하기에 이르렀
다 이렇게 일본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정책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다 정책당국이 적시에 과감한 총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 물가하락과 실업증가의 악순환이 지
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디플레
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조합에 대한 논란
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책당국의 거시정책 목표는 간단명료하다 즉 어떻게 하면 급증
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물가하락을 차단하느냐로 요약된다 일
본은

년대까지만 하여도 실질적인 완전고용을 실현하였다고 평가되

어 왔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통적인 종신고용제가 상당한 정
도 붕괴되면서 경기적 실업도 크게 증대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 고도화
의 지연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자연실업률도 높아져서 현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는
속하락하였고

환가지수 역시

년이후 년 연

년을 제외하면 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총수요의 부족과 함께 해외수입물가의 하
락 그리고 한계기업들의 생존경쟁으로 인한 과잉공급이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 상승과 차입금 부담을 증가시켜 투자
및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책당국이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라고 할 수
있는 콜금리는 이제

수준까지 하락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불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대규모 공공사업 지
출 및 감세조치로 인하여 재정적자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획기적
인 재정지출의 증대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엔화의 가치하락을 통한 수출증대 및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일본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유효성도 의
문시된다
본 연구는

년대를 중심으로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

고 만약 정책실패가 있었다면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자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이 원래 의도하였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와 거시경제정책만으로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였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일본의 장기침체가 거시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예단하기보다
는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
이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일본의

년대 거시경제정책의 적합성에 대한 논쟁은 마치 한국의

외환위기직후 실행된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내외 엇갈린 평가를 연

상시킨다 한국의 경우는 물론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가 환율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후적으로 금리가 위기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인가에 대하여 많은 비판
이 가해졌다 한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가
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구조조정없이 위기
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의문시된다
한국의 경험은 일본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금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함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역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지속적
인 구조조정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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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절에서는

년대 일본정책당국이

추진한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을 개괄
적으로 살펴본다 제 절에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소개하도록 한다

년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총수요확

대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급론자들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년대 일본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총수요정책

이 적용될 수 없는 특수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제 절에서는 벡터자기
상관모형을 이용하여

년대와

년대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효과

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분석결과는

년대에 들어와 재

정지출은 여전히 투자 및 국내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통화
정책의 효과는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제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
요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년대 거시경제정책의 개관
가. 경기침체와 정책대응
버블경제의 붕괴와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정부의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여왔다
합경제대책 은

조

년대 초반 이후
년 월 발표된 종

억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한 총수요진작을 목

표로 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수상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특히

년 오부치 정권하에서는

조엔 규모의 대규모 부양

책 추진한 바 있다
표 Ⅱ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부양책은 전통적인 공공투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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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일본의 경기부양책(1993~2000)
단위 조엔

감세
공공투자
토지구매
주택관련대출
공공금융기관대출
기타
총계
자료

께 주택활성화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대출 확대 등 보완적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년 이후에는 공공금융기관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 재정지출 증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일본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민간소비 및 투자의 위축에서 발
생하는 디플레이션 갭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결과적으로 일련의 경기부양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
였다고 할 수 있다
률은

그림 Ⅱ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경제성장

년대중반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향추세를 보

이고 있다 반면 그림 Ⅱ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업률은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로 인한 투자의 둔화는 잠재적 성장을 저하시켜 장기
간에 걸친 소득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다 만약에 잠재적
체시 실제

가 부 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면 최근 경기침

와의 격차가 그다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그림 Ⅱ-1>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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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정부지출의 국내총생산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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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공공지출 소비 투자 실질국내총생산

에 의하면
어와 실제

와 잠재적

되었으며

년에는

추계방식을 사용할 경우
간의 격차는 정
를 기록하고 있다

년대에 들

에서 부 의 값으로 전환
에서

생

산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추정치를 보면 잠재적 성장률은
우 연

년의 경

정도이다 또한 실제 성장률의 감소는 산출량갭의 증가로 해

석할 수 있는데 실제

와 잠재적

간의 격차는

수준으로 증가

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년대 중반이후 경기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 배후에는

년 주택

금융전문회사의 부실채권처리가 끝난 직후 낙관적인 경기전망하에 확대
재정정책을 포기하고 재정긴축을 단행한 것이 커다란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시모토 정권은

년 월 소비세율의 인상 재정구조개혁법의 제

정 등을 통하여 조엔 규모의 재정긴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년

월 산요증권을 시작으로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 및 야마이치 증권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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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연이어 도산하였고 경기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일본정부는 다
시

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전면적인 금융위기

가 시작되었다
재정지출을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건설업
이나 농촌의 공공사업 등 승수효과가 작은 부문에 집중되었던 것이 그
주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경기부양책
자체의 한계보다는 금융부문 취약성을 위시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바야시ㆍ카토

는

년대의 경기침체를 다음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전

경련 아주협력팀 역
① 버블붕괴직후

자산디플레이션에 대하여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케

인즈적 대응
② 스톡조정기

케인즈적 경제정책 유지 부실채권 문제 대두 규제완

화론 유포
③ 일시적 회복시기
④ 전면적 금융위기

일시적 회복과 재정구조개혁
후반

금융위기 발발과 공급사이드 개혁론 대두

단적인 예로 금융부문개혁을 위한 공적자금투입규모는 부실채권 처리에 역부
족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이 부실채권 규모를 상회하는 공적자금을 투
입한 반면 일본은 이와 대조적으로 투입규모가 상당히 작았다
구분

일본

규모

조엔

부실채권규모

주

한국
조원

조엔

조원

공적자금투입

조엔

조원

부실채권잔액

조엔

조원

일본
일본

중 누계 한국

년말 현재 부실채권기준 추정치

년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처리금액
융전문회사 처리금액

자료 이우광ㆍ구본관ㆍ김선빈

조엔 한국

조엔

년이전 주택금
기간중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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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년대 일본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 및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Ⅱ

소득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년대초

대를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하향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기가 위축되면서
는 다시 정부지출이 상향추세로 반전되었다 그 결과
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년부터

년에는 정부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Ⅱ-2> 일본의 조세부담 및 재정적자의 규모(1970~2002)
단위 국민소득
연도

자료 일본 재무성

조세

사회보장

재정적자

대비 백분율
총재정부담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정부지출의 증가는 재정적자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국민소득대비 조세
부담률은

년

에 달하였으나

년에는

로 오히려 감소

하였다 한편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하였다 국민소득대비 재정적자의 규모는
년에는

로 최고조에 달하였고

일본정부의 재정적자는
록하고 있다

그림 Ⅱ
년

를 기록하였다

주요선진국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재정적자가

년 현재 국민소득 대비
독일은

년에는

를 기록한 것에 비하여 미국은

년

에 불과하였다 또한 영국과 스웨덴은

년

재정균형을 달성하였다 특히

년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였던

미국이 실질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재정
적자 규모는 더욱 놀랍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3> 주요선진국의 국민소득(NI)대비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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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확대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년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일본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의 차입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 결과 일
본의 공공부채도

년대에 들어와 크게 증가하였는데 급기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서 일본의 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하기에 이르렀다
년 말 현재 국가의 부채는
약

조 엔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재정적자규모가 위험수위에 달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재정지출규모의 확대보다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
정지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효율성이 논란의 핵
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램

년에는 재정투융자 프로그

의 운용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조치를 취하였고 연금제도개혁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기침

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개혁추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
냐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는

년 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며

에서

로 하향조정하였으

는 안정적에서 부정적 전망으로 조정하였다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예산배정 수의계약 그리고 경
기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재원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투융자계획

은 정부투자의 재원을 제공하고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금의

년에는 체신저축 및 각종연

에 대한 출연규모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채권에 대한 투자

도 감소하였다

년에는 체신저축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사정이 악화되었다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다. 통화정책과 저금리
일본의 금리는

년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

참조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라 할 수 있는 콜금리는
하락하였고
도

년 이후에는

년이래

년에는

대로

대로 다시 하락하였다 장기국채수익률

대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리는 바닥

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 대한 은행 및
비은행기관의 예치금에 적용되는 재할인율 역시

년이래

를 유지

하고 있다
저금리현상은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확대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그림 Ⅱ

것이 유효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는 통화공급과 관련된 주

요지표들의 최근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본원통화의 증가율은
년연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세로 반전되었고

년과

년과

년대에 들어오면서 긴축

년에는 각각

과

에 달하는 부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본원통화의 증가율은 다시 높아져
년 기간중
년에는

대를 유지하였고

년에는 긴축기조로 돌아섰다가

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본원통화의 증가가 반드시 통화공급의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거품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
면서 금융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통화공급증가율
은 지난 년동안 최저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Ⅱ

에서

금융부문의 명목국내여신증가율은

년에는

대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으며
도

년대에는 평균

이 감소하였고

년

년에는

년

에서

대를 기록하였다 총통화

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년

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실질총통화공급은
소세를 보이고 있다

년대에는 증가율

년에는 부의 값을 기록하였
년대 중반이후 줄곧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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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일본의 주요금리와 통화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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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기능이 악화된 것이 국내여신 및 통화량 증가에 대한 저해요
인이라고 한다면 통화확대정책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디플
레이션현상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가 제로라고 하여도 여전히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확대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금리를 더 이
상 낮출 수가 없다면 케인즈적 총수요진작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
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각에서는 확대통화정책보다는 금융부
문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라. 외환시장 개입과 엔저
일본 엔화는 최근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중앙은행
이 일본의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환율을 활용하려 하는가와 이
러한 외환시장개입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가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우선 일본중앙은행이 엔화의 가치하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관측되고 있다
그림 Ⅱ
초 달러당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엔화의 환율은
엔 수준에서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하였다가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년 현재

년대
년 중반

엔 대에서 안정세

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강한 달러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엔화약세 정책은 일본경제가 처한 곤경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용
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실증분석을 보면

년 기

간중 일본정부는 중화외환시장개입을 추진한 결과 원하는 방향으로 환율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의 경기침체에 대한 새로운 처방으로 엔화의 가치
하락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였다 그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기 위하여 취한 모든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고 마땅한 대안도 찾기 힘들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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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유도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들

은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신문보도자료를 수집하여 외환시장개입을 전후
하여 과연 환율이 추세에서 벗어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우선 외환시장개
입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호효과 역할을 담당하며 지나친 가치하락이나
가치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고 특정시점을 전후로 하여 집중
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엔화에 대한 외환시장개입은 일
본과 미국이 대칭적 개입을 실시하였을 경우가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엔화의 약세는 기초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적정
한 것인가 교과서적 환율결정모형에 따르면 일본의 금리하락은 단기적
으로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반면 디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엔화 강세를
초래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 엔화의 주요교역대상국에 대한 실
질실효환율을 보면

년 기간 중 하락하였으나

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에 더하여 일본경제
전망의 불투명에 따른 자본유출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짐작케 한다
엔화 약세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에게는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확대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일본의 경기부양으로 아시아로부터
의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효과
모두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개도국
들의 환율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엔화환율의 상승폭은 그다
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

의 하단은

년을 기준으로 하

였을 때 아시아 주요통화의 대미명목환율추세를 보여준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환율은 대략 일본 엔화보다 크게 상승
하였고 인도네시아 루피화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 중국 위안화가 대
미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그림 Ⅱ-5> 일본의 대미명목환율 및 실질실효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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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ㆍ금융정책관련 주요 이슈
가. 총수요관리정책의 적합성
년대 일본 거시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침체를 경기순환의 과정으
로 이해하고 재정지출 및 저금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인즈적 총수요관리정책과 적합성과
그 대안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중이다 총수요관리정책을 옹호하
는 입장에서는 재정지출의 확대와 금리인하조치가 없었다면 경기침체와
실업이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거
품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지나치게 물가안정을 중시한 나머
지 부정적인 총수요충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

년대 경기침

체의 주요원인이 될 것이다
반면에 케인즈학파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공급론자 또는 구조론
자들은 경기침체가 총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공급측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규제완화론과 기업구조조정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규제완화론은 정부의 과다한 규제가 생산성을 저하시키
고 새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규제완
화만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첩경이라고 주장한다 기업구조조정론은
일본기업이 미국기업에 대하여 낮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근본적
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과잉설비 및 과잉고용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코바야시ㆍ카토
일본의 경기침체가 총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공급측의
제약요건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경기대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만약에 일본의 경기침체가 공급측의 문제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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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총수요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은 잘못된 정책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의 저하가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는 한편 미래소득의 감소를
예상한 소비자들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은 자연적 결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투자 저조는

년대 과잉투자가 해

소되는 과정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케인즈학파와 구조론자간의 논쟁은 경기침체의 사회적 비용이 무엇인
가에 대해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을 낳고 있다 즉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케
인즈학파는

년대 미국의 선례를 들어 적극적인 경기부양 없이는 현재

와 같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또한 경기침체가 지속될수록 구
조조정의 비용은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조조정을 중시하는 입장
에서는 총수요확대정책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마약과 같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대공황 당시 경기침체가 비효율적 기업의 도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조정론자

의 입장과 유사하다

디플레이션과 실업의 증가는 총수요부족이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본다면 구조론자들의 주장은 잠재적 성장률의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기적인 경기대책면
에서 총수요를 진작시킬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구조론자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마치 한국의 외환위기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일시적으로 실업의 증가와 내수의 감소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조
정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일시적이나마 경기가 더욱 악화될 위험성은 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침체에서 총수요 부족이 가장 중요
한 변수임을 인정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총수요확대정
책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반론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 일본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화폐적 요인 또는 실물적 요인으로
나누는 분법적 사고는 미래 생산성하락에 대한 예상이 실질금리를 하락시키
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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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일
반적인 통화정책 준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년대 장기침체에 따른

갭의 확대에

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왜 보다 적극적인 확대통화정책을 추구하지 않
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초저금리정
책을 사용하고 있음을 내세워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
은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소한 거품붕괴 직후에는
자산시장의 거품발생이 방만한 통화정책의 결과라는 비판을 감안하여 일
본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
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년 이후에는 콜금리가 제로수준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중앙은행이 확대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유동성 함정
론 이 제기되었다

은 명목금리가 제로에 수렴하더라도 미

래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부 의 값을 갖
게 되므로 실질금리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
은 경우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달
성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유동성함정론의 요지이다 그렇
다면 제로금리 상태에서 총수요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수단이
필요한가 이와 관련하여
표

년간

은 통화당국이 적정한 인플레이션 목

를 공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

채권의 인수를 통한 통화공급증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위 관리 인플레이션
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일정기간 환율을 대폭 인상

의방
￥ 하여 물가를

상향조정하고 신뢰할 만한 물가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 시뮬레이션분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목표하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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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 긴축재정정책과 정부채권의 매입을 통한 확대통화정책의 조합은
일본경제가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게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일본경제가

년에 유동성함정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한 확대통화정책이 총수요관리에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한 논란
이 있다 최근 일본의 정책기조가 총수요관리보다는 금융부문개혁에 우
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앙은행이 확
대통화정책을 수행한다 하여도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의 위축을 해소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제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원통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통화의
증가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출의 감소가 은행의 자
금공급의 감소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의 자금수요의 감소를 반영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신용경색

의 존재여부는 금융부문 개혁

과 확대통화정책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일본 기업자료를 사용하여 과연

년대에 신용위축 현상이 존

재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부문의 어려움이 극심하였던
년에는 이같은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 재정정책의 효율성
재정적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침체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재정정책의 옹호론
자들은 공공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정승수가 크게 떨어진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확대재정정책이 비효율
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확대재

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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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년대 중반 정책당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한 것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한편 재정정책의 효율성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
른 구축효과와 리카도 등치성 원리를 강조한다

우선 재정

지출이 통화증발이 아닌 국채발행에 의존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
간투자 및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년대 이자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앞 절의

그림 Ⅱ

참조

한편 일본의 경우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증가하더라도 향후 조세
증가를 예상한 민간부문에서 저축을 증가시킬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될 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리카도 등치성 원리는 이론적
예측과 현실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재정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찬반론 모두 실증적으로는 기반
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확대재정정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국가중 최악의 상태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공부채를

일정수준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조세
수입의 증가 및 지출감소를 통한 재정수지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책당
국은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확대를 어떻게 재정건전성 제고
와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조세제도의 전반
적 개혁 및 재정투명성의 제고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소비위
축과 높은 저축률이 노령화나 연기금의 재정건전도하락 우려 등 구조적 문
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또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은

의

이론은 금리 및 외채수준이 높은 덴마크나 아일랜드에서는 가능
할지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현실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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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일본 거시경제정책이

년대 경기침체기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

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같은 실증분석과 관련된 기

와

존연구로서

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두 연구 모두 산출량
형

을 종속변수로 하는 벡터자기상관모

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는 일본경제의 침체를 설명하는 가설로 거시정책대응의

실패 유동성함정 과잉투자와 저수익률 금융중개기능 등을 제시한 후 이중 어
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를 가려내려 하였다 따라서 설명변수로 재정정책변수
정부지출 및 조세 통화정책변수 이자율 및 환율 국내자산가격 주가 및 부동
산가격 및 금융부문의 민간부문 대출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산가격의 변
동에 따른 금융중개기능의 저하가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론자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기간이
년임을 감안하면

년대와

년대에 발생하였을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과
연 총수요진작에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는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세

일본의 경기침체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각각 얼마나 잘 설명
되어질 수 있는지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이용하여

와 같이 총수요충격과 총공급충격을 도

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년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표

본기간이 너무 짧고 또한 두 변수 모두 불안정적
분석의 한계가 있다 참고로

으로 나타나

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질경

제성장률의 경우 총수요충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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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산출량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명변수로는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공공소비 및 공공투자 그
리고 재고증감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민간부문의 주택투자 및 비주
택투자에 대한 부정적 충격이 경기침체의 주원인임을 보이고 있다 즉
투자심리의 외생적 변화가 경기침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율성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총수요관리정책으로서의 효
율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책변수로서 재정지출 콜금리
와 본원통화를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콜금리와 본원통화를 둘
다 사용하는 이유는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통화가 금리 및 투자를 통
하지 않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총수요와 관련하여서는 실질국내총생산와 민간투자 그리고 물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년대 투자가 금리인하에 반응을 보였는지는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물가
는 디플레이션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물가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재정정
책이나 통화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로그
변환을 취하였다

실질정부지출
본원통화
콜금리
민간투자 재고증감제외
실질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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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 및 해석
일본경제가

년대말 발생한 거품붕괴이후

년대에 들어와 장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은

와

로 나누었다 변수들은 모두 단위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검정결과 두 기간 모두 이들 변수들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후 정부
지출 콜금리 및 본원통화 충격이 실질산출량 민간투자 및 물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때 외생성은 정부지출 금리 본원
통화 투자 실질

물가 순으로 가정하였다

우선 예측오차에 대한 분산분해를 살펴보면

년대에는 콜금리가 정

책변수로서 상당히 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의 경우는

실질국내총생산은

그리고 물가의 경우는

가 콜금리의 충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년대에 와서는 콜금

리의 변화가 이들 변수들의 변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충격이
민간투자의 경우
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산은
한 결과는

분기 후 예측오차를 설명하는 정도는
실질국내총생산의

물가는

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투자는

로 증가하였고 물가는 오히려

년대에는

에 불과한 것으
실질국내

대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

년대에 들어와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반면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림 Ⅱ

은

년대와

년대에 있어서 정책변수들에 대한 충격

이 내생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양 기간에 있어서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으며 실질

년대에 있어서 정부지출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
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년 후에는 거의 사라짐을 보여

준다 또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의 진작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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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압력을 발생시킴을 볼 수 있다
둘째

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지출은 실질국내총생산에 보다 장기

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를 상당기간 오히려 촉진
시킬 뿐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반적으로

년대가 완전고용에 가까웠다면

년대

는 경기침체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재정정책와 대조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년대에 들어와

현저하게 반감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금리인하시 투자가 증가
하는 효과는

년대와 달리 그다지 명확치 않다 또한 금리인하는 실질

국내총생산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6> 재정지출, 금리 및 본원통화충격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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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원통화의 증가가 민간투자 및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년대와 마찬가지로

년대도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의 경우 그 효과는 달리 훨씬 단기에 그치고 있다 한
편

년대에는 물가가 본원통화의 증가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년대에 들어와서 확대재정정책은 총수요

진작에 유효하였으나 통화정책의 경우는 그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리인
하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도 하겠다 한편 경기침체
기에 있어서 정책변수로서의 금리의 중요성도 퇴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년대에는 금리의 외생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재정지출 투자 및 국내
총생산의 변화에 대하여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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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금리를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평가 및 전망
본고는

년대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을 개관하고 장기침체가 총수요

관리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책실패는 총수요확대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경기진작을 위하여 충분히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않았
는가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거시경제정책이 총수요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
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정책은 공공사업의 비효
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를 진작하여 실질총생산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카도 등치성원리에 입각한 재정적
자지출의 중립성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경우는 중간목표라고 할 수 있는 콜금리가 하락추
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실질총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원통화의 증가율과 총통화량의 증가율간의 격차
가 크게 벌어진 것도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
로 짐작된다

년대에는 본원통화가 증가하더라도 물가에는 거의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정책당국이 경기진작에 미온적이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콜금리의 예측오차
재정지출이
다 한편
총생산

분기 에 대한 분산분해결과
본원통화가

년대에는 콜금리는
로 나타났다

년대에는 콜금리 자체가

를 각각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재정지출

투자

그리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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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경우에는

년대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나 재정적자의 규모 역시 상당히 높아진 것을 놓
고 볼때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면에 통화정책의 경우는 저금리정책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이 확
대통화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 및 국내총생산이 감소함에
따른 자금시장에서의 수요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년대에는 본원통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통화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금융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을 간
과하였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볼
때 문제는 추후 어떠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가로 귀결된다 특히 총수요
진작보다는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데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가 문제의 핵심이라 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
특히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여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
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년 재정수

지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조치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다시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다 따라서 재정개혁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개혁은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을 낮추고 통화정책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나 신용경색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만큼
강도높은 총수요확대정책이 요구된다
외환위기 직후 한국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도 빠르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긴축정책으로부터 확대재정정책과 저금리정
책으로 선회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총수요관리
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 모두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조합을 추진하여
야 하는가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하에서 확대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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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
황에서 추가적인 재정적자는 곤란하며 다만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좀 더 승수효과가 큰 부문으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강도의 획기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서는 중앙은행의 국채인수를 통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추진한 것과 같은 금융 기업 노동 및 정부 부문
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구제금

융의 조건으로 제시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
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없이 총수요관리만으로는 과연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일본경제의 구조적
인 취약성은 특히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문제 처리
를 지연시킨 데 따른 신용경색과 이로 인한 실물부문의 위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조속한 정상화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
어나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년간 한국이 추진한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부실채권처리와 금융부
문의 재무구조개선방식은 향후 일본의 정책당국에게는 좋은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참고문헌

이우광ㆍ구본관ㆍ김선빈
호 삼성경제연구소
小林慶一郞ㆍ加藤創太

일본경제위기와 개혁실패의 교훈
월
日本經濟の

덫에 걸린 일본경제

日本經濟新聞社 전경련 아주협력팀 역
미디어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III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林 俊 煥

서론
일본경제는

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단계에 접어든 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이상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이런 현상을 두고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년 에 비유하곤 한다 과거

명목 경제성장률이 매년 평균적으로

년간 일본 경제의

이하의 저성장을 보여주었다 버

블경제붕괴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 저금리의 지속 및 디플레이션
발생 거시안정화정책의 무력성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 등이 단적인 예
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저금리의 지속과 정책효과의 무력성은 정
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문적 측면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년대 초 세계경제가 경험하였던 유동성함정 현상

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로금리하에서 정책대응을 분석하고자 하는 동기는 전후
경제 이후 사라졌다고 하는 디플레이션이 최근 정책입안자의 주요 이슈
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기존 모형은 인플레이션억제에 관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정책 예
를 들어

대 이내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정책 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기존의 거시경제이론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
로 인플레이션 유발정책 에 관한 모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디플레이션 해결방안에 대해 기존모형
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경제와 관련하여 유동성함정의 발생과 특징 그리고
유동성함정 탈출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최근 일본경제는 유동성함정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근거로 첫째 일본 금리구조가 전례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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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단기금리인 콜금리는 제로수준에 빠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최근에는 장기금리인

년 만기 국채금리마저도

초반대에서

대로

육박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장단기국채매입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 초과지준금의 하한
선설정을 통한 목표 제로금리제 도입 대규모 외환시장개입 등 다양한 통
화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하에서 정책개입의 효과가 무
력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본원통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
통화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금융기관의 대
출기피성향과 개인의 현금과다보유경향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기
피현상은 부실대출누적에 따른 신용공급여력의 축소와 높은 신용위험에
기인하며 개인의 현금보유성향은 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제로금리존재와 신용공급채널의 파괴
로 물가 금리 총통화량 등과 같은 명목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유동성함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신축적인 가격
메카니즘과 합리적 기대가설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동성함정 접근방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형은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
인 케인즈학파의 접근방법과 대조가 된다 이와 같은 모형으로는 소비능
력의 저하 실질잔고효과 포트폴리오 채널 음의 엔화자산 위험할증 엔
화강세추세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모형들이 있다
먼저

의 접근방법론에 따르면 소비 또는 투자능력

의 저하가 유동성함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태적 합리적 소비모
형에 의하면 미래소비 저하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 한계대체율 실질금
리 을 감소시키므로 명목금리는 최저수준인

로 하락할 수 있다

한편 통화증가율이 인플레이션보다 더디게 증가하는 경우 실질잔고에
대한 초과수요의 발생으로 유동성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엔화강세추세는 엔화의 평가절상 기대심리채널을 통해 유동성함정을 초
래할 수 있다

엔화 평가절상 기대심리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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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가설에 따라 엔화금리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
으로는 음의 위험할증

의 존재가 유동성함정을 초래

한다는 이론이 있다 일본의 경상흑자 추세는 일본 금융기관의 통화불일
치 문제

를 야기하였으며 이 통화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엔화자산 즉 일본국채를 매입하
려고 함에 따라 금리는 인하된다 따라서 경상흑자추세하에서 엔화자산에
대한 음의 위험할증의 존재가 유동성함정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명목 관찰금리를

의 옵션으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에 따

르면 유동성함정은 균형금리가 마이너스에 빠진 경제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화폐경제하에서는 제로금리를 관찰할 수 없는 데 이는 화폐의
의 존재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경제하

무위험 차익거래

에서 명목 관찰금리는 반드시 제로와 같거나 큰 금리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편 명목 균형금리

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금

리는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화폐경제하에서 균형금리와 관찰금
계약에 의해 규명될 수있다 동 정의에

리와의 관계는 콜옵션

따르면 관찰금리는 기초현물자산이 균형금리이고 행사가격이 인 콜옵션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관찰금리는 균형금리와 의 값 중 보다 큰 값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균형금리가 마이너스이면 화폐경제하에서 관찰
금리는 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균형금리가 플러스이면 관찰금리는 균
형금리가 동일하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로금리 하에서 유동성함정경제를 탈피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신축적 통화정책의 활용 팽창적 재정정책 평가절하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등 다양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옵션가격결정 접근방법에 따르면 최근
저성장과 저물가와 현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유동성함정
탈출시점은 향후 약

년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로금리함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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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기
조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년 동안

인플레이

션을 추구하는 목표환율제도의 도입 또는 한시적 고정환율제도를 통한 목
표 가격수준제도의 도입 금리평형이동 채널 및 포트폴리오 채널을 통한
대규모 외환시장개입 현금보유세의 도입 중앙은행의 회사채및 주식 등
의 신용기능정상화정책 헬리콥터에서의 투하식 통화증가
채널 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논의된 제로금리하에서 유동성함정탈피를 위한 새
로운 정책 제시는 현재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연방준비 이사회위원
는 경제가 일단 유동성함정에 빠져든 경우 정책대응수

인

단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절에서는 엔화의 저금리현상과 정책
적 대응과정을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 경제의 유동성함정을 규명하
고자 한다 제 절에서는 일본 유동성함정경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접근방법과 본 연구논문의 핵심인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소개
하고 있다 제 절은 제 절에서 제시한 각 이론을 근거로 유동성함정탈피
방안을 마지막 절은 요약 및 시사점을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경제의 특징
가. 제로금리현상
지난
예컨대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경제는 버블경제의 붕괴로 말미
는 일본경제가 여타 선진국 정책입안자에게 주는

정책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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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아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노정시켰다 먼저 저성장속에 저인
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이 수반되는 스테그디플레이션

현상

을 들 수 있다 흔히 이런 현상을 두고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유하곤 한다 과거
으로

년간 일본 경제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매년 평균적

이하의 저성장을 보여주었다 동 기간 동안 실질
인플레이션은

성장률은

를 각각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제로성장 또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률은

본의

년에 비

를 기록하여

년 일

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

장세로 돌아선 적도 있으며 실업률도

년말 현재

치를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로 전후 최고
년에 전년대비

하락한 이후 년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Ⅲ-1> 실질 GDP성장률 및 CPI 추이

일본의 CPI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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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

둘째 스테그디플레이션의 지속은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사
상 최저수준인 제로 금리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미 단기금리 콜금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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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보인 지 오래되었으며 최근 장기금리

년 국채수익률 도

이

하로 하락하였다
<그림 Ⅲ-2> 단기금리 및 장기금리의 추이

콜금리 및 국채수익률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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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

이러한 제로금리 현상은 통화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로금리하
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는 정책적 딜레
마에 빠지게 된다 통화당국이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를 더 이상 하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현금 또는 통화의 과잉보유현상을 들 수 있다

년 월 이후

금융기관의 현금보유규모가 급증하였다 일본 중앙은행에 예치된 금융기
관의 지급준비금 지준금 은

년 월말 현재 약

조 엔으로 크게 늘었

다 이는 금융기관이 마땅한 수익자산 운용처를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평상시에는 최소현금 법정지준금 만
보유하고 잉여 현금자산은 단기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하여 이자수익을 챙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창출기회를 포기하고 현금
의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계의 현금보유성향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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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년 중 현금보관수단으로서 금고 판매실

적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경상흑자 누적으로 일본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의 달러 외
화자산보유가 크게 늘었다

년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상흑자추세

의 지속으로 외화자산규모는
시작하면서

년 중 조

행의 외환보유고는
년 중 약

년에 미화로

억 달러로 증가하기

억 달러로 급등하였다 특히 일본 중앙은

년말

억 달러이었으나 이후 급증하여

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 금융기관의 보유

외화자산을 일본 중앙은행에 매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Ⅲ-3>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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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부실채권 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신용중개기능이 마비되는 현
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신용경색

에 따른 대출

기피 그리고 초과지준금의 급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대출 국채매입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준금계좌를 통한 현금
보유 경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금융기관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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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BOJ의 외환보유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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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초과지준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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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도가능성이 높아 대출을 기피하고 대신 안전자산인 국채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현금편중보유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경로를
파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나. 제로금리하에서 통화정책의 무력성22)
일본 정부는 제로금리 디플레경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보였다 대규모의 외환시장 개입뿐만 아니라 전례없는 통화정책
을 시행하였다 일본의 통화정책은 처음에는 제로금리정책 장단기국채매
입 그리고 최근에는 초과지준금에 대한 하한선도입을 통한 단기금융시
장개입을 통해 디플레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일본 중앙은행은

년

월

일 제로금리정책

을 도입하여 콜금리수준을

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로금리정책은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
년 월

지

일 지속되었다 동 정책은 금융권에 대한 풍부한 유동

성을 공급하였는 데 도입직후

억엔 초과 지급준비금을 공급하기 시

작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금을 확대하였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은
전례없는 규모로 장기국채를 매입하였다
매입규모는 약

조엔 국채발행규모의

은행의 총자산규모의 절반
한편

년 월

년

월말 현재 장기국채

에 달하는 데 이는 일본 중앙

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일 일본 중앙은행은 콜금리를 평균

로 인상

함으로써 제로금리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으나 콜금리는 다시

대

로 재진입하였다 이후 일본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초과지준금에 대한
하한선

을 설정하는 단기금융시장개입

을 시

행하였는데 이는 단기금융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스테그디플레이션 상황하에서 일본의 정책대응과정에 관한 논의로
그리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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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추이

(단위: 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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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년 월에는 지준금 하한규모가 조 엔이었으나
조에서

년 월 중 현재

조 엔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이 이외에도 단기채매입을

통한 확대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여전히 통화정책의 무력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정
책으로 실물경제가 회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경우 경기부양은 통화량 확대정책에 의해 가능하다 예컨대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확대는 금융기관의 신용창출과정 통화승수 을 통해
통화량증대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금리인하를 가져오고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통화정책채
널은 금융기관의 과도현금보유와 제로금리의 존재로 정상적이지 못하다
통화당국의 본원통화증대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현금보유성향으로 통화량
을 증가시킬 수 없다 또한 총통화량이 증가된다하더라도 이미 금리가 최
저점

대 에 접어들어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의 높은 현금보유성향과 제로금리 하에서 통화정책은 실물경기를 부양시
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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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실질잔고 추이
표6: 실질잔고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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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호

지금까지 논의한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이 지속되는 스테그디플레이션 제로금리현상 외화자산의 과잉보유에 따
른 통화불일치 문제

현금과잉보유 성향 그리고 전례

없는 통화팽창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무력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하에서는 유동성함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일본경제
의 유동성함정이 갖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동성함정 이론
유동성함정이란 단기 명목금리가 최저수준인

에 접근하여 거시안정

화정책 통화 및 재정정책 의 효과가 무력한 경제상황을 일컫는다 일반적
으로 통화정책은 다양한 정책채널을 통해 실물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 통
화정책경로는 단기 명목금리 신용의 이용가능성

신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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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경로 헬리콥터식 통화투하
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본원통화의 조정이
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명목금리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
로 유동성확대를 통해 신용 또는 대출재원을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신
용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는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통화를 확대할 수 있다 개방경제하에서는 환율
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헬리콥터식 통화투하를 통해 통화증발을 유도할 수 있는
데 이는 부의 이전기능의 재정확대정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통화공급채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통화정책의 주요 채널인 금리
가 이미 최저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최저금리수준하에서 통화정책
은 추가적 금리인하를 유발할 수 없으므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경제가 제로금리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유동성함정을 유발한다 따라
서 명목금리가 최저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경위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제
로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유동성함정 발생에 대한 이론
일본의 유동성함정 현상 분석은 거시경제적 접근방법과 옵션가격결정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전자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거시
경제모형을 먼저 논의하고 다음으로 옵션가격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의 모형으로 총수요부족이론 실질잔고이론 포트폴리오 접근방법
엔화강세추세 엔화자산에 대한 음의 위험할증 현금보유에 대한 제로금
리 옵션접근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유동성함정의 발생원인
과 특징 그리고 유동성함정 탈출방안에 관한 다양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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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적 접근방법
가) 총수요 부족이론
은 합리적 기대모형을 근거로 한 분석틀을 이용하
여 일본의 유동성함정현상을 재해석하고 있다 동 모형은 가격경직성이
부재하는 완전고용의 경제하에서도 유동성함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주요 요인은 총수요의 부족 소비위축 또는 소비심리위축 또는 디플레이
션 기대심리로 보고 있는데 먼저 전자부터 살펴보자
합리적이고 동태적 소비모형에서 소비의 오일러방정식
을 이용하여 유동성함정을 설명할 수 있다

위 식에서

는 각각 시점에서 소비 명목금리 가격수준을 나

타내며 β는 소비자의 주관적 시간선호할인율이다
위의 오일러방정식은 균형실질금리가 현재와 미래소비간의 한계대출율
과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과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도출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 식에 도출된 균형관계에 따르면 미래 소비가 현재소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질금리는 보다 작게 된다

따라서 물가수준이 불변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균형명목금리는 으로 수
렴하게 된다 이는 경제활동의 부진으로 미래소비가 하락하는 경우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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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 모형에서는 디플레이션은 오일러방정식과 다음과 같은 현금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선비제약조건

위 식에서

는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통화량을 나타낸다

위의 방정식은 오일러방정식에 의해 균형 소비수준이 선택되면 물가
또는 디플레이션은 통화공급정책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만일 미래
가격수준이 디플레기대심리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통화정책은 현재 물가수준
레이션

고정

팽창적

을 증가시키게 된다 통화팽창정책은 디플

을 야기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한 한 균형 명목금리

는 감소하여 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오일러방정식에서 명목금리와 물가수
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이미 결정됨 이는 현재 팽창적 통화정책
은 디플레기대심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오히려 명목금리를 하락시켜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은 유동성함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유동성함정의 발생은 전통적인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가격의 경직성에 의존하거나 대규모 실업 또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축적 가격메
카니즘 완전고용 그리고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유동성함정은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함정의 발생조건은
요의 부족 또는 이러한 기대감의 팽배 또는

총수

물가하락 디플레이션 의

기대심리가 팽배한 경우이다
둘째 저금리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공
약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한다 통화정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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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건은 물가기대심리를 자극시키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일시적으로 통화팽창을 추구할 수 있으나 미래 언젠가는 이
러한 팽창정책이 긴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공약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로 인해 물가안정공약에 대한 신뢰성은 제고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처한 경우 물가안정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디플레이션으로
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리플레이션정책

의 효과를 무력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디플레기대심리로 경제가 유동성함정 제로금리 에 빠진 경우 추
가적 금리하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팽창적 통화정책은 실물경제활동
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통화정책이 물가기대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한 정책의 효과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넷째 유동성함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정책의 선행조건으로 시장참
여자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제거해야만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
를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표 인플레이션제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유동성함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형의 타

당성을 평가해보기로 하자 동 모형은 일본경제의 특징 소비증가세의 둔
화 미온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스테그디플레이션

의 심리팽

배 그리고 제로금리의 출현 등 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모형은 유동성함정채널로 소비 및 물
가기대심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밖의 채널을 간과하고 있다
나) 교환의 매개수단
은 통화의 교환매개기능

을 이용하

여 유동성함정의 한 특징인 통화의 과잉보유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
서 통화의 교환매개기능이란 실물거래시 통화가 거래촉진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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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의미한다 즉 소비재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불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매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화의 교
환매개기능은 경제주체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통
화의 거래촉진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보유해야만 하는데 이
는 채권수익률이라는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최적 통화보유는 한계적 상황하에서 통화보유의 거래편익과 기
회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됨을 시사한다 동 조건을 활용하기 전에
먼저 통화 교환매개기능의 거래촉진수익인

의 특징을 설명하

기로 하자

은 소비활동증대를 위해서는 화폐보유의 편익이 상승하지만 화폐보
유가 증가하면 화폐보유의 편익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

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 해당된다 만일 경제가 저 인
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경우

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과잉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화폐보유의 한계적 거래편익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화폐의 교환매개기능을 강조하는 동 모형은 화폐보유의 편익과 비용을
각각 고려하여 최적 화폐보유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한계적 상황에서 화폐보유는 화폐의 기회비용인 채권보유수익률과
한계 서비스 수익률

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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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동 조건에 따르면 화폐보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폐보유수익
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또한 화폐의 기회비용인 채권수익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즉 통화보유를 교환매개기능에 필요한 규모이상으
로 보유하는 경우 통화보유의 한계편익은 제로이므로 채권수익률이 제로
금리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통화의 교환매개기능을 통해 유동성함정에서 발생하는 통화의 과
잉보유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모형은 현금의 과잉보유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명
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동 모형
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통화량은 교환의 매개
기능에 상응하는 규모이며 이러한 경우 항상 보다 큰 금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현금과잉 보유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 모형은 미래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다) 엔화자산에 대한 위험할증
은 저금리에 대한 음의 위험할증

의

현상을 근거로 일본의 유동성함정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음의 위험할증
이란 금리평형조건

에 따라 엔화로 환산한 경우 일

본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할증의 존재로
엔화표시 금리가 최저수준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한편 네거티브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는 통화불일치
에 대한 일본금융기관의 우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경제
의 누적적 경상흑자기조로 달러외화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는 일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엔화표시 와 자산운용 달러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일본 금융기관은 이러한 통화불일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달러표시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엔화표시 자
산을 매입하였다 엔화표시 채권매입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엔화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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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상흑자누적에 따른 통화불일치문제는 엔화금리에 대한 음
의 위험할증의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금리평형조건에 의해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와

는 시점에서의 엔화금리와 달러금리

율 달러당 엔화표시

시점에서 환

은 미래 환율의 기대값 그리고

는 엔

화자산에 대한 위험할증을 나타낸다
사실

의 방향과 크기는 일본과 미국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에 달려 있

다 ψ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외화표시자산에 대해 일본이 순채권임
을 미국이 순채무국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리스크 프리미엄은 순채
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동 모형에 따르면
대심리가 팽배한 경우

미국 금리가 하락하거나

엔화강세 기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경우 일본의 유

동성함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미국과 일본의 무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미국 경제의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조치
는 일본 유동성함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모형의 장점은 일본경제의 대외변수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
지만 동 모형의 타당성은 ψ의 실제적 크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동 모형
에 근거한 ψ의 측정값은 실제 위험할증보다 작은 값을 보여 일본유동성
함정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다
라) 현금보유에 대한 제로금리
이하에서는

모형이라고 함 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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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함정의 발생은 현금보유에 대한 제로금리의 부산물로 보고 있다
즉 화폐경제하에서는 현금보유에 대해 제로금리제약조건을 채택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은 채권보유수익률

과 현금보유수익률 의 차이로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현금보유수익률
이 제로인 경우 현금보유의 수익은

이 된다 즉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은

임
채권보유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보유대비 현금보유의 상대적 매
력은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더 발전시키면
채권수익률이 현금보유수익률 과 동일하게 되면 현금보유성향이 극대
화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채권에 비해 항상 불리한데 이는 채권보유수익률이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채권수익률이 현금수익을 지배하는
현상이라 함

그러나 채권수익률이 인 경우 현

금은 채권과 동일한 수익률을 갖지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 보유하지
못하는 법화

의 특성을 갖고 있어 현금이 채권을 압도하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화폐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은 유동성함정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될 수 있다
현금과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동 식은

이거나

임을 의미한다 현금보유에

예외로 은행 지준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들 수 있는데 예컨대

는 초과지준

금에 대해 보다 큰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주화나 지폐보유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국가의 화폐발행권에 대한 독점
권으로부터 화폐주조차익

유인의 존재와 주화나 지폐에 대한 이자지

급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화폐보유에 대
한 제로금리부과에 대한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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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로금리에 대한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경우
성립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수 있다 유동성함정은

이 하락하는 경우

의 조건이

의 조건이 만족될

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지적하였다시피 현금과잉보유성향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동 모형에 따르면 유동성함정은 현금보유에 대한 제로금리제약
조건의 존재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한편

모형은

모형과 동일하게 현금과잉보유현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과잉보유동기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기타 모형
실질 잔고효과
는 일본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지 않고 다만 보수적
가 감소한 상태에 있다고 보

통화정책에 기인하여 실질잔고
고 있다

물가변화대비 통화량변화속도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

적 통화정책의 결과는 외환시장에서 엔화환율을 고평가시키고 이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본경기를 장기적으로 침체시킨다고 보고 있다 따
라서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

의 적극

적인 통화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엔화강세 기대심리
는 엔화강세추세를 유동성함정 발생의 원인으
는 실증적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일본의 유동성함정존재를 부인하고 있
음 실증적 분석의 내용은 주요 선진국의 금리에 대한 통화의 탄력성을 이용
하여 일본 독일 미국의 탄력성이
의 실증적 분석은

이 아닌 수치

를 보였음 그러나

년까지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일본경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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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 엔화강세추세는 일본 경제가 지속적인 무역흑자에 기
인하지만 이 외에도 무역상대국인 미국의 무역보복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달러약세정책을
통한 엔화강세정책을 일본 정책당국자에게 직간접으로 요구하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요인이 외환시장에 반영되어 향후 엔화에 대한
강세심리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금리평형조건을 이용하여 이를 설명해 보자

무역흑자기조추세와 미국의 통상압력의 작용으로 엔화가치가 현재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

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예상환율변화율도 감소하면서 일본금리도 하락하게 되어 제로금리에 빠
지게 된다
한편 동 모형은

의 유동성함정현상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엔화의 기대평가절상심리를 후자
는 음의 위험할증의 역할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위험중
립적인 금리평형가설의 역할보다는 투자자의 위험기피적 태도를 보다 중
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은 최근 들어 엔화가 평가절하추

세를 보여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엔화의 평가절상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동성함정이론을 통해 일본경제의 특징을 설명하였
는데 이들 모형의 공통점은 거시경제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는 이들 모형과 다르게 옵션가격결정 모형접근방법을 통해 유동성함정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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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옵션가격 결정방식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옵션가격결정 접근방법
을 이용하여 일본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거시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유동성함정이론과는 달리 블랙 숄즈의 옵션가격모
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제로금리를 제
시하는 화폐의 존재에 착안하고 있다 화폐경제하에서는 음의 금리를 관
찰할 수 없는 데 이는 화폐의 무위험차익거래

의 존

재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폐경제하에서 관찰되는 명목금리는 반드
시 과 같거나 이보다 큰 금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 하에서 균형금리

가 존재하는 데

이러한 금리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화폐경제하에서 균형금리와 관찰금리와의 관계는 콜옵션
계약에 의해 규명될 수 있다 동 정의에 따르면 관찰금리는 기초현
물자산이 균형금리이고 행사가격이 인 콜옵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관찰금리는 균형금리와 의 값 중 보다 큰 값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균형금리가 마이너스이면 화폐경제하에서 관찰금리는 이라 할 수 있으
며 한편 균형금리가 플러스이면 관찰금리는 균형금리가 동일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동성함정은 균형금리가 마이너스에 빠진 경제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1) 명목금리의 옵션부 특성
가) 이항분포모형(binomial tree)
연속적 확률분포를 근간으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방식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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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명목금리의 옵션부 특성에 대한 직관을 얻기 위
한 방법으로 기 이항분포

를 적용하고자 한다

기

이항분포접근방법을 통한 관찰 명목금리분석은 다음과 같다 다음기의
균형 명목금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관찰 명목금
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편의상 콜금리를 관찰 명목금리라고
하자
현재 균형 콜금리수준을

라고 하고 다음기의 균형 콜금리수준은

로 상승하거나 또는

로 하락할 수 있다고 하자 현재 균

형콜금리는 다음기의 하락된 콜금리보다 크고 상승시의 콜금리보다 작고
또한 다음기의 균형 콜금리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다음
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한편 균형금리수준이 위험중립적 확률공간
에서 상승할 가능성을 라고 하면 무위험 차익거래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현재 관찰 콜금리는 옵션개념에 의해 미래 균형 콜금리의 기대값을 현
재로 할인한 값이다 그런데 미래 균형콜금리는 현재 관찰된 콜금리로 할
인된다 따라서 관찰 콜금리는 기초자산가격인 다음기의 균형 콜금리에
대해

의 행사가격을 갖는 옵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만기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만을
고려하고 있음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그림 Ⅲ-8> 옵션으로서 콜금리 해석

수익구조

한편 관찰명목금리를 콜 옵션
금리옵션

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로달러
과 유사하다 예컨대 지금부터 개

월 동안 백만 달러를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백만 달러의 원금
사가격 만기 개월의 라이보

의 행

금리에 대한 콜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리옵션 매입자는 개월 후 금리수준에 관계없이

의 금리로 백

만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만기시점에서 옵션의 수익구조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옵션의 수익구조는 만기시점에서 균형 명목금리의 값에 의존한다 예컨
대 만기시점에서 균형 명목금리가

이하 예컨대

이면 옵션보유자

는 동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므로 옵션의 수익구조는 옵션프리미엄과
동일하다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만 달러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균형금리는
달러의 이자
행사는 상대적으로

이므로

의 행사금리로
만 달러를

만 달러 를 받고 차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옵션
달러의 이자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옵션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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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된다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옵션의 수익구조는
만달러

미행사

옵션프리미엄

이다
이는 만기시점에서 옵션보유자는 옵션프리미엄인

를 지불해야만 함

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임을 보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재

관찰된 개월 금리가

라는 사실은 만기시점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의 금리를 지불함을 의미한다
반면 개월 후 균형 금리가

인 경우 옵션보유자는 동 옵션을 행사

할 것이므로 이 때의 수익은 천 달러다 옵션을 행사할 경우

의 금리

로

만 달러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데 이를 시장에

서

의 금리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천 달러의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현재 관찰금리는 만기시점에서 균형금리가 행사가격보다 크다
는 조건하에서의 균형금리에 대한 기대값을 반영한다 이러한 직관에 대
한 일반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미래 균형 콜금리에 대한 콜 옵션

그런데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원금 이므로 콜옵션은 다음과 같다

위 식의 좌변은 현재 알려진 관찰 콜금리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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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변은 미래 균형콜금리의 기대값이다 기대값은 확률변수인 미래 균형
콜금리수준

과 미래균형콜금리가 현재 균형콜금리보다 높을 가능

성 에 의존한다
위에서 도출한 콜옵션가격 결정공식을 이용하여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
제를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유동성함정은 단기 명목금리가 최저 수준
인

에 근접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함정은

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는 다음 기의 균형 콜금리수준이
음 기의 콜금리 수준이

이하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다 즉 다

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관찰된 콜금리 수준이
콜 금리가

대에 있다는 것은 미래의 관찰

수준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

편 미래 균형금리는 피셔방정식에 의해 균형 실질금리와 미래인플레이션
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다

이제 위에서 도출한 금리 옵션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동성함정의 발생경
위를 설명할 수 있다 향후 미래 균형 금리가

또는 마이너스 수준이 지

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는 경우 유동성함정이 발생한다 향후 실
물경제활동의 침체가 지속되거나 또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
상될 때 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된다
균형 실질금리는 낮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반영하는데 이는 그간 실
물자본축적이 과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투자는 과잉생산능
력이 해소될 때까지 연기되며 이는 잠재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다 따라
서 음의 균형 실질금리는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의미한다 한편 디플레이
션을 초래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통화증가율의 감
소를 들 수 있겠다 따라서 기대 디플레이션은 통화증가율의 둔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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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동성함정이 시사하는 바는 미래 실질 경제활동수준이 이전
수준에 비해 후퇴하거나 또는 향후 통화증가속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
대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유동성함정을 옵션가격결정공식을 이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경제가
균형 실질금리는

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보일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찰 실

질금리는 관찰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

를 차감한 값이므로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찰된 실질금리는 화폐 재정거래
가 아니라
보다

때문에

가 된다 화폐의 존재로 관찰 실질금리는 균형 실질금리

보다 높게 된다 투자 및 저축은

나 화폐의 존재로 인해 현재 금리는

일 때 일치하

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찰금리가 균형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
지 않고 저축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축성향은 국내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되거나 해외저축을 가져온다
현실적으로 화폐가 존재하는 한 음의 명목금리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음의 금리를 지불하는 예금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예금자는 동 구좌로부
터 자금을 인출하여 무이자를 지불하는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기 때문
이다 일본 단기금리가

대를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기 이항분포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
는다 첫째 유동성함정 탈피방안에 정책규모 및 탈출시점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둘째
기 이항분포모형을 통한 유동성함정의 지속

을 결정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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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의 옵션가격결정방법을 명목금리분석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나) 블랙(Black)의 접근방법
은 옵션

가격결정접근방법을 통해 금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성함정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동 모형을 전개하
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동 모형은 합리적 기대가설하에서 무역 및 국제자본 이동가능성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완전 고용산출량의 폐쇄경제모형

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유동성함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환율이나 해외금리 등 대외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대내적 요인을 강조하
기 위함이다 한편 산출량수준이 완전고용수준에서도 유동성함정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와의 관계는 피셔방정식

에의

해 결정된다
명목금리

실질금리

관찰가능

미래인플레이션

명목금리

와 균형

명목금리

의 두 종류의 명목금리가 존재한다 전자는 통화 또는 현금이 존재하는
경제하에서 관찰가능한 명목금리를 말한다 관찰 명목금리는 항상 보다
크거나 같다 관찰명목금리가

이상인 이유는 통화당국이 화폐에 대한

금리를 인위적인 수준 예컨대 으로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단위의 화폐를 일정한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기간 후 화폐의 명
목가치가 여전히 한 단위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 단위의 화폐를 예치하거
나 또는 무위험 국채를 보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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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과 구별된다 화폐의 미래 가치는 항상 현재가치와 동일한데 이는 통
화당국의 제로금리 규제와 연관된다 따라서 명목금리가

이상에서 관

찰되는 것은 현금보유금리를 제로로 고정하는 규제하에서 화폐 무차익거
래

가 성립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균형 명목금리는 제로금리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성
립 가능한 균형금리이므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 한편 가정 에

의해 균형 명목금리는 균형 실질금리와 미래 인플레이션의 합계로 볼 수
있다 즉

균형 명목금리는 피셔방정식에 의해 균형실질금리와 미래 인플레
이션의 합계에 의해 움직이므로 각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두 방정식은 실질금리와 물가방정식을 나타내는 데 이는 각각 추
세선

을 갖는 위너과정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

리고 마지막 식은 균형 실질금리와 명목변수인 물가와 상관관계가 있음
을 시사한다 예컨대 실물변수와 명목변수간에 관계가 없으면

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균형 명목금리는

정리에 의해 다음과 같은 위너과정을 갖게 된다

단

는 주어진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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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식에 따르면 단위시간당 균형 명목금리의 변화는 추세

를 갖는

위너과정을 따른다
통화정책은 경제 총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추종적 정책기조
를 따른다고 한다 예컨대 명목 화폐수요가

감소

증가 하면 통화공급을 같은 비율로 감소 증가 시켜 화폐시장의 균형이
유지된다
또한 현금 보유비용은 존재하나 그다지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 현금보
유의 기회비용은 국채금리와 현금보유금리와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현금보유금리는 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현금보유의 기회비
용은 국채금리로 나타낼 수 있다 현금보유금리가 크다면 현금보유의 기
회비용은 국채금리와 현금보유금리와의 차이에 표시될 수 있다 예컨대
현금보유금리의 존재로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 인 경우 모든 자산을 현
금자산형태로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금리를 옵션가
격결정방식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점에서 균형 단기명목금리를
값을 갖는

관찰금리를

라 하자 음의

는 현실적으로 으로 관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폐

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관찰된 단기명목금리

는 다음과 같은 옵션성

질을 보유하게 된다

즉 관찰된 단기 명목금리는 행사가격이 이고 기초현물자산이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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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리인 콜옵션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유동성함정은
인 경우 발생하고 이때

는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

서는 블랙모형을 이용하여 일본경제의 유동성함정 탈출시점을 예측하고
있다

유동성함정 탈피방안
지금까지 일본 유동성함정의 발생 및 특징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하에
서는 일단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우 이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단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

지게 되면 전통적인 경기안정화정책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금리하락이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경기부양정책수단이 총수요와 실물경제
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동성함정의 탈피는 명목금리가 에서 벗어나 상승하는 경우로 정의
할 수 있다 유동성함정 탈피를 위한 해결방안은 외환시장개입을 포함하
여 통화정책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통화공급채널이 제대로 작
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화정책은 목표환율 또는 목표 가격제도의 도입 환율경로
현금보유세 헬리콥터 낙하식 통화증가채널을 통해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제를 구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통화공급채널을 강조하는 여부에 따
라 상이한 유동성함정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동성함정 탈피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모형으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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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시경제적 접근방법
1) 목표 인플레이션제도
은 근본적으로 유동성함정발생의 원인이 신뢰성
있는 물가안정책에 있다고 보고 탈피책을 물가안정정책의 포기에서 찾고
있다 신뢰성있는 물가안정 포기가 시장참여자의 물가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물가안정책을 포기하는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소위
목표 인플레이션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향후

년 동안

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하겠다 고 정책을 공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선언
이 신뢰성이 있다면 시장참여자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재 소비를 늘리거나 투자활동을 증진시킬 기
대심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 목표 인플레이션 도입방안에 대한 취지를 인정하면서

도 동 제도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회의를 제기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동 제도의 시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내지 신뢰
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의 통화부채화
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정책은 일본 중앙은행법에
어긋날 뿐 아라 인플레이션발생에 따른 국채보유자산의 자본손실
을 초래하게 된다
실성이 없다고 지적받고 있다

의 해결방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들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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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가격수준제도 도입(price-level target)
은 유동성함정 탈피방안으로 개방경제하에서 목표가격수
준제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통화당국은 동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선언을 공표한다
첫째 통화정책당국자는 장기적 균형 인플레이션을 설정하고 이에 상
응하는 정책변수인 가격수준경로를 공표한다 둘째 정책목표인 가격수준
경로를 설정한 다음 현재 시점에서 일본 엔화환율을 평가절하하고 동 수
준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는 이른바 한시적 고정환율제도 를 도입한다 셋
째 환율의 평가절하가 인플레기대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실제 가격수준
경로가 목표 가격수준 경로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가격수준
이 목표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정책당국자는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목
표 가격수준제도를 포기하겠다고 공표한다

<그림 Ⅲ-9> 목표가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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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 가격수준 제도의 채택은 엔화환율의 평가절하수단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유발 그리고 실질 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 경제를 건져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모

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
첫째 유동성함정 탈피방안으로 환율의 기대심리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동 방안의 성패의 관건은 인플레이션 및 환율에 대한 시장기대심리를 변
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은 시장
참여자의 인플레 기대심리변화를 강조하는

모형과 대조가 된다

둘째 한시적 고정환율제도의 운영은 과도한 대내신용창출과 외환보유고
의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방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일치한다 셋째
직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의해

모형은 가격의 경

의 정책제안과 차이가 있다
모형은

제안보다 정책집행

면에서 구체적이라는 상대적 장점을 갖고 있으나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
황하에서 고정환율제도의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3) 환율경로
유동성함정탈피방안으로 엔화환율경로를 강조하고 있는 접근방법으로
두 종류의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금리평형을 통한 접근방법 다른 하나는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은 외환 달러매입
외환시장개입이 금리평형조건을 통해 엔화약세기대를 부추기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은 엔화자산과 달러자산간 불완전
한 대체성

이 존재하므로 엔화자산의 공급확대

는 위험할증을 증가시켜 엔화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금리평형조건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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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평형조건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은

의 변화를 통해 환율

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국내자산과 외화자산간의 완전대
체성을 가정하고 있다 반면 두 자산간 대체성이 불완전한 경우 외환시장
개입은

보다는 위험할증 ψ 의 변화를 통해 금리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등은 금리평형가설을

은 포트폴리오채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함정 탈피방안으로 두 모형은 공통적으로 환율경로를 강
조하고 있는데 그 정책수단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매입이다 달러매입은
한편으로는

의 상승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ψ 의 상승을 통해

금리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서 금리상승은 달러매입의 확대가 엔화
약세를 초래해 수출증대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압력이 발
생함을 시사한다
한편
정책협력을 통한 다자간

은 일방적 외환시장개입보다는 국제금융
외환시장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접근방법은 외환시장개입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금리평형가설은 비중화 외환시장개입방식만이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은 중화 외환시장개
입방식으로도 환율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외환시장개입은 통화팽
창효과를 유발하는 반면 후자는 통화량수준이 불변한 상태에서 외환보유
고와 대내신용간의 통화구성비의 변화만 의미한다 따라서 유동성함정탈
피방안으로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통화정책에 주는 부담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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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보유세 도입방안: Gesell's 해결방안
는 유동성함정 탈피방안으로 현금보유에 대한 일종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채권금리

가 항상 현금보유금리 를

초과하도록 유지하는 정책과 더불어 현금보유세 부과는 유동성함정의 발
생자체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인 경우
수 없다

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유동성함정이 발생할

을 만족하는

의 크기는 정책적 변수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현금보유세가 도입되면 채권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현금보유세의 부과로

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율만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 식을 만족한 상태에서 채
권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신용정상화 정책
다음으로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신용경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회사채매입 또는 주식매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방안은 신용공급의 확대와 신용비용을 절감함으
로써 민간대출채널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중앙은행의 회사채매입은 직접적인 매입과 간접적인 매입방식
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후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이
보유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은행에게 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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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접근방법
헬리콥터 낙하를 통한 통화정책을 유동성함정 탈피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이전이출 증가를 통한 확대재정정책
과 동일하다 동태적 측면에서 리카아도 등치

의 세

계에서는 재정정책의 확대가 무력한데 이는 현재 재정지출의 증대가 미
래 세금부담의 증가로 나타내 현재 소비행위에 영향을 줄수가 없다는 시
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재정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재정확대는 리카아도 등치조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헬리콥터 낙하식 통화정책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단기채발행을 통한 자금을 이용한 장기국채 매입정책인
이 유동성함정 탈피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이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금
리 기간구조곡선의 기울기를 평탄화함으로써 장기금리는 하향조정하고
단기금리는 상향조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는 데 있다 단기금리의 상승
을 유동성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징후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은 디플레이션기대심리를 조장해 오히려 유동성함정이 더욱 강
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나. 옵션가격결정 접근방법
이하에서는 옵션가격결정 방법을 통해 유동성함정 탈피방안을 논하기
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동성함정탈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동 모형에서는 균형 명목금리가 처음으로 에 도달하는 시점
을 유동성함정탈피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모형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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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탈피시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초경제여건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확률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 명목금리의 확률 편미분방정식이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
한 최초경과시간
로

인

의 확률밀도함수인

는 정규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므

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를 이용하여

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는 현재 명목금리수준과 과의 차이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표 Ⅲ-1> 유동성함정 탈출시점 예측

년

표 Ⅲ

은 최초 경과시간의 개념을 통해 일본 단기 금리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최초 경과시간의 기대값은 실질 균형금리의 기대값과 인
플레이션의 기대값이 크면 클수록 저금리영역으로 부터 빠른 탈출이 가
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명목 균형금리의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유동
성함정탈출기간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을 의미한다
표 Ⅲ
경제의

에서는
의 디플레이션 갭

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일본
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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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실질경제성장률과 디플레이션의 추세를 근거로 명목금
리의 추세를

로 추정하고 있다

표Ⅲ

은 현 일본의 경제구조를 반

영하는 이러한 계수값을 근거로 일본경제의 최초 유동성함정 탈출이 지
금으로부터 약

년 후에나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형이 유동성탈출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유동성함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를정

의 영역으로 이

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창출 또는

의 증가를

통해 가능하다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이고 과감한 통화정책의 시행 등과 같은 정책적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한
편

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는 자본의 파괴현상을 통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

년간 주식 시가총액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일종의

자본파괴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 및 영구조세감면
조치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진작시킴으로써

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일본경제와 관련하여 유동성함정의 발생과 특징 그리고 유
동성함정 탈출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년 이후 발생하고 있는 경제현상을 살펴본 결과 일본경제는

유동성함정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첫째 일본 금리구
조가 전례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단기금리인 콜금
리는 제로수준에 빠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최근에는 장기금리인
만기 국채금리마저도

초반대에서

년

대로 육박하고 있다

둘째 요인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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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통화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성향과 개인의 현금과다보유경향으로
통화승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신용기피현상은 부실대출
누적에 따른 신용공급여력의 축소와 높은 신용위험에 기인하며 개인의
현금보유성향은 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의 금리존재와 신용공급채널의 파괴로 물가 금리

총통화량 등과 같은 명목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일본경제의 유동성함정현상을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
인 접근방법과 달리 신축적인 가격메카니즘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인 기
대가설 모형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형으로 소비능력의 저
하 실질 잔고의 효과 포트폴리오 채널 음의 엔화자산 위험할증 엔화강
세추세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모형들이 있다 이와 같은 모형은 각각 상
이한 방식으로 유동성함정의 발생경위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모형에 더하여 본고에서는 명목 관찰금리를 옵션으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균형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인 경
우 유동성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균형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
경제주체는 제로금리를 제시하는 현금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
라 명목금리가 최저수준인

으로 하락하게 되는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로금리하에서 유동성함정경제 탈피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할 수 있다 최근까지 일본정부는 신축적 통화정책의 활
용 팽창적 재정정책 엔화 평가절하를 유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등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정책수단 이외에도 새로운 유동성함정
탈피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목표환율제도의 도입 또는 한시적 고정 환율제도를 통한 목표 가격수준
제도의 도입 금리평형 채널 및 포트폴리오 채널을 통한 대규모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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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현금보유세의 도입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대출 등 신용기능정상화
정책 헬리콥터 낙하식 통화증가채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제로금리하에서 유동성함정탈피를 위
한 새로운 정책수단의 제시는 현재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입안자에게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 예컨대 미국 정책금리가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어 통화정책은 여

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저 성장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금
리인하로 인해 미국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연방준비이사회의 이사자격으로서

가 유동성함정시

대응정책수단에 대한 언급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독일경제도 향후 저성장이 예견되는바
독일금리는 여전히 미국금리보다 높은 편이지만 유동성함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동시에 유동성 함정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경험할지도 모를 디플레이션경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실효가 없음을 보여준다 본 연
구는 디플레이션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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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永 燮

서론
일본은행들은

년 자산규모 기준 세계

대 은행에 개나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수익성도 미국 및 유럽의 은행들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정
확히

년후인

년 세계

대은행 중 일본 은행은 개에 불과했고 그

들의 수익성은 다른 국가들의 은행들에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실을 보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더구나 이후 계속되는 추이를 보면 일
본 은행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전반적
인 붕괴의 우려까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구조조정 부실금융자산정리회수기구
설립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지하다시피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본금융위기가 극복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개혁노
력의 부족 경기침체 등 많은 이유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금
융부실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과감한 대응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본금융
당국은 계속 일본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에 대해 적절한 충당금을 적립해
놓았다고 주장해 왔고 그에 따라 미미한 정도의 대응책만 제시해왔다 그
러나 시장에서 분석가들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실규모가 엄청나며
심지어 현재 드러난 규모의 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또
한 그나마 대응책이 마련된 경우에도 본격적인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일본금융
위기의 파장에 대한 대응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금
융부실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금융개혁이 지지부
진한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본 일본금융부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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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금융부실을 발생 및 확대시킨 원인을
분석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절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사용
되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설명한 후

년대 들어 부

실채권이 얼마나 증가해왔는지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부
실채권 문제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설
명하고 있다 제 절에서는 일본에서 부실채권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헌들이 일본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외에도 금융자유화에 대한 대응과정
에서의 비대칭적 규제 완화 및 경기변동 오판에 따른 잘못된 거시경제
정책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제 절에서는 부실채권 처리를 통해 현재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크
게 금융부문의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제 절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
가. 부실채권의 정의
그동안 일본의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증가할지 가늠하
기란 쉽지 않았다 부실채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었을 뿐만 아니
라 같은 정의도 여러번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부실채권에 대한
정의는 리스크관리채권 은행자체평가기준 금융재생법

기준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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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이용되고 있다
첫째 리스크관리채권이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여러번 부실채권의 대상범위가 바뀌어 왔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대출금을 변제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파탄채권 연체채권

개월

이상 연체채권 대출조건완화채권 등을 부실채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는 차입자의 상황이나 담보ㆍ보증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금의 변
제상황만을 고려하고 있다
둘째는

년 제정된 금융재생법

에

따라 각 은행들이 보고하는 것으로서 제 종 제 종의 차입자 및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차입자 요관리차입자 에 대한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
하고 있다

표Ⅳ

참조 여기서 요관리차입자란 주로 개월 이하 원

리금변제 연체 대상자를 말하지만 그 외에도 대출조건을 완화시켜준 차
입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은행자체평가기준에 따른 부실채권은 은행이 대출금외에 외국환
미수이자 등도 고려한 후 차입자들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보고하는 것이
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실채권은 제 종 차입자를 제외한 제 종 제 종의
<표 Ⅳ-1> 일본의 부실채권 분류: FRL 기준
차입자 분류

상

태

정상차입자

건전한 기업에 대한 대출

요주의차입자
요관리차입자

적자기업에 대한 대출 등 회수에 주의가 필요한 대출
요주의차입자중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원리금 변제가 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출조건을 완화

파탄우려차입자

채무초과 등 경영이 곤란한 기업에 대한 대출

실질파탄차입자

법정정리 등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대출

부실채권
자료 일본금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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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에 대한 대출중 초우량담보를 가지지 못한 대출로 정의된다
Ⅳ

참조

표

여기서 초우량담보는 통상 예금 및 기타 언제라도 처분이

가능한 양질의 금융자산 예 정부채 을 포함하고 일반담보는 그 외의 자
산 예 부동산 을 포함한다
<표 Ⅳ-2> 일본의 은행대출 분류: 자체평가기준
대출분류
차입자 분류

제 종 대출

제 종 대출

제 종 대출

제 종 대출

정상차입자
요주의차입자
파탄우려차입자
실질파탄차입자
부실채권

이 외에도 각 은행이 금융청

에 보고하는

기준 및 은행연합회
용하고 있는
으며

기준이 있다 이중

기준은 위에서 소개한

에서 이
기준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
기준에서 일부 사소한 항목만이

제외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나. 부실채권의 현황
표Ⅳ

은

년 이후 지금까지 부실채권 및 누적대손상각

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실채권의 규모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총액은 리스크관리채권 기준

조엔으로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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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를 차지하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한 것은 부실채권

개념이 바뀐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특
히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또한 지가의 하락으로 대출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Ⅳ-3> 부실채권과 누적대손상각, 각회계년도
단위 조엔

위험관리대출
합계
대
비율
대손충당금
주 전국은행 통계 부실채권은 리스크관리대출
누적대손상각은
년 이후의 누적액
자료 일본금융청

을 의미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금액중에도
상당 부분은 부실채권화할 가능성이 크다

표Ⅳ

는 이를 보기 위해

은행들의 자체분류기준에 따른 은행대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종
제 종 차입자에 대한 대출중 초우량의 담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 잠재적
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대출이
계연도 말에는
이르고

대비

년 월말 현재

조엔

조엔 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대출금액의

회
에

에 이르며 신용금고를 포함해 전체예금기관을

고려하는 경우 이 규모는

조엔으로 늘어나

대비

에 이를

정도이다
이러한 대출을 회색지대

대출이라고도 부른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공식통계보다 부실채권 규모를 훨씬 크게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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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일본의 은행대출 분류(2001)
단위 조엔
대출분류
차입자 분류

제 종
대출

제 종
대출

제 종
대출

제 종
대출

합계

정상차입자
요주의차입자
요관리차입자
파탄우려차입자
실질파탄차입자
합계
부실채권
부실채권
주

년 월말 현재 부실채권 은
행자체평가기준에 따른 것임
자료 일본금융청

기준에 따른 것이고 부실채권 는 은

다. 취약한 자본구조
이처럼 공식적인 부실채권규모가 엄청나고 더구나 잠재적으로 부실화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축적해놓은 대손충당
금은 겨우
표Ⅳ

조엔에 불과해 공식부실채권규모의
및 표Ⅳ

밖에 되지 않는다

참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비축해 놓

은 대손충당금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비축을
강요하기보다 기존규정을 준수하도록 권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규모가

는

년 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잠재적인 부실채권

조엔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골드만 삭스는 심지어

에 이른다고까지 추산하고 있다

조엔

이는 정상차입자로 분

류된 기업들도 사실상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 경기가 악화되면 언제든
지 비정상차입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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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비축해놓은 대손충당금은 잠재적인 대출
손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공식적인 부
실채권에 대한 평균 대출손실율이 현재 대손충당금을 비축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식적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부실화
할 가능성이 큰 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특히 현재 이자율이 거의

가까이 머물고 있어 부채비율이 상당

히 높은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생존해 있지만 만일 이자율이 조금만 높아
지면 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까지 반영해 필요한 대손충당금 규모를 계산해
보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고 있는데 표 Ⅳ

조엔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

참조 현재의 대손충당금은 이를 충당하기에

조

엔 정도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실채권의 문제는 그나마도 취약한 은행들의 자본기반을 더욱 취약하
게 만들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등으로 부실채권
<표 Ⅳ-5>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 규모(전국은행, 2001년말)

대출분류

대출금액

손실
낙관적 전망

중간적 전망

비관적 전망

정상 및 초우량담보
요관리대상
보통담보
회수의심
회수불능
합계
대손충담금
대손충담금 부족분
주
자료

의 숫자는 손실율을 가정한 것임
는 잉여분을 의미
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 중간적 전망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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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비용문제를 해결해 왔고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자본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상 높은 자본비율에
도 불구하고 일본의 은행권의 자본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및 미래의 경기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실
상 부도상태이거나 필요자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월 도입된 시가평가

년

규정에 따라 은행들이 보유한 주

식 및 정부채권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침체를 거듭
하는 경우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부실채권의 문제 및 취약한 자본기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
적으로 은행들의 수입이 증대해야 하는데 현 추세를 보면 단기간 내에
은행들이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표Ⅳ

은 일본 은

행들의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입측면에서 예대마진 기타수입
및 운영비용은 미세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큰 변화는 없고 따라서 총
이윤의 추세에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년대 후

반이후 대출손실이 급증하고 실현자본이득이 마이너스로 되면서 이들을
반영한 순이익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향후의 순이익 전망도 비관적이

<표 Ⅳ-6> 일본 은행의 수익구조
단위 조엔

예대마진
기타수입
운영비
총이익
대출손실
자본이득
순이익
자료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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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운영비용 중 인건비 절감요인은 이미 반영되어 온 반면 전산화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될 전망이고 또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더욱 많
은 대출이 부실대출화하고 주가하락 및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추가로 발생해 순이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부실의 장기화 원인
일본의 금융부실문제에 대해 수많은 연구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데 이들 연구들이 내리는 주된 결론은 일본사회의 전체적인 문제 때문
에 버블이 발생했던 것이며 또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위기에
대한 처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부실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총체적인 일본사회의 부실이
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왜 그러한 사회구조가 불과

년전에는 세계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장점이었던 반면 어느날 갑자기 위기의 원인으로
전환되었는가를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버블경제는 과
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규모면에서도 최근의 버블에 필적할 만한 것들
이 있었는데 왜 과거에는 현재와 같은 위기가 초래되지 않았고 이번에
만 과거와 달리 위기가 발생했고 장기화되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년대 일본경제에 과거와는 다른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본의 금융위기도 다른 동아시아 또는 신흥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위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자유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부실문제가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원
인과 관련해 흔히 정부의 늑장대응 유동성함정
하지만 본 연구는 그 외에 경기변동

등을 지적
에 대한 오판으로 거시

정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금융부실이 심화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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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자유화의 충격: 비대칭적 규제
일본 금융부실의 배경에 대해 버블의 형성 및 붕괴가 주원인이라는 논
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
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비효율성 등이 버블의 본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후 경제성장 과정에
서 산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금융은 정부의 규제 및 보호
하에 성장하여 일본만의 독특한 구조로 정착하게 된다 일본 금융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지배 측면에서
기업경영을 감독하는 역할까지 해왔다 주거래은행제도
를 통해 상호지분을 보유하고 또한 인력을 파견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은행들이 기업경영을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정부의 기본 목적은 무엇보다도 금융제도의 안정이었으므로 정부

또한 업무영역 분리와 같은 경쟁 규제 선단체제

로 대표되

는 여러 가지 안전망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체제를 보호하였다 고도성장
기에는 효율적으로 기능했던 이와 같은 제도가

년대 이후 금융기관

의 경쟁력 저하 대출심사기능 미비 도덕적 해이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
고 결국에는 버블의 기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거시경제적인 요인으로서 일본은행이

년대 후반 지나치게

유동성을 과잉공급해 버블이 발생했는데 반대로

년에는 너무 급작

스럽게 긴축정책으로 돌아서 버블 붕괴에 따른 조정이 완만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플라자 및 루브르 협정
이후 엔화강세가 지속되었을 때 엔화강세와 더불어 성장률이 일시 둔화
되자 이를 우려해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팽창통화정책을 실시하였다 특
일본의 주거래은행제도의 특징 및 역할과 관련된 설명은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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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본은행은 팽창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지속적인 팽창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자산시장의 버블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후 주가 및 지가 등 자산

시장에 과잉 버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전과는 정반
대로 긴축통화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재할인율을
년 월
차례에 걸쳐

로 상승시킨 후 동년

월

월 및

에서

년 월까지 총 네

까지 상승시킴에 따라 버블이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하

였다 이와 같은 지나친 팽창정책 및 급격한 긴축정책과 같은 널뛰기식의
정책변화가

년대 후반의 과잉 버블 및 이후 급격한 버블 붕괴에 따

른 과도한 조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시장 버블의 형성 및 붕괴와 관련된 지적들은 일본 금융부
실의 원인과 관련해 상당 부분 타당한 설명들이다

년대 불황을 유발

한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버블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설명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경기변동 및 정
책변화에 따른 버블 붕괴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는데 다른 때는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 및 금융위기를 야기하지 않고 왜

년대에만 문제로 부

각되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림 Ⅳ

을 보면 일본에

년대초

말 등 차례의 큰 버블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년대초 그리고

년대

년대의 버블이 유일한

현상도 아니며 더욱이 가장 심각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다른 경우는 별 영향이 없이 경제가 곧 회복된 반
면 유독

년대만 장기금융불황에 따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금융기

관들의 행태 및 영업성과가 과거에는 버블 형성 및 붕괴에 특별한 영향
을 받지 않았었으나

년대 후반에는 버블에 민감한 구조로 변화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버블 붕괴 이후

년대에 부실채권 문제가

일본의 금융위기 원인과 관련해 국내언론에서도 최근 이와 유사한 원인을 지
적한 특집이 실린 적이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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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고 장기금융불황이 야기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산시장
버블의 형성 및 붕괴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자산시장 가격변동에 극히 취약한 구조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림 Ⅳ-1> 일본 지가의 변화율
0.2
전국
6대도시

0.15

0.1

0.05

0

-0.05

주 실질지가는 명목지가를
자료

2001

1999

1997

1995

1993

1991

1989

1987

1985

1983

1981

1979

1977

1975

1973

1971

1969

1967

1965

1963

1961

1959

1957

1955

-0.1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했음

년대 후반 자산시장 버블이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위
기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도 금융시장
의 자유화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년대 후반 금융기관의 행태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중의 하나가 금융제약이론
다

에 기초한 설명이

에 따르면 고도성장기에 일본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의 금융제약이론에 따르면 이자율 규제와 같은 경쟁제한
정책은 은행들에게 초과이윤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그들의 고객인 기업들을 감
시

할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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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규제정책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기존 은행들에게 지대

에 따른 초과이윤을 가져다 주었고 따

라서 차입자들인 기업에 대해 감시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차입자들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윤을 상실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은행들은
초과이윤을 유지하고자 주거래은행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
업들을 감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년대에 들어 자본자유화가 시작되

면서 이자율규제 자본시장규제 등 금융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
화되었고 이는 은행들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은행
들은 기업들을 감시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감시하고자 할 유인을 잃게 되었고
과거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규제정책의 순기능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제약이론에 기초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은행들이 보호를 통해 초과이윤이라는 혜택을
얻었고 따라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면 반대로 비효율적
인 경영으로 손실을 보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가 가해졌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이와 같은 일은 없
었고 손실을 보는 은행이라도 항상 구제해주는 광범위한 안전망이 존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성장기에 은행이 효율적인 기업감시기능을 했다
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년대 규제가 완화되었고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간
의 업무영역 제한이 완화되어 은행들이 증권회사 자회사를 실제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

년이었고 그나마 보험업의 경우는

년대

후반이 되어야 다른 금융기관의 진입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록 금융제약이론이 자유화에 따른 기업감시유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관들의 행태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년대 자유화에 따른 일본금융기관들의 행태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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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특히 과거와 달리 이후 지속적인 금융부실을 야기한 원인을 설명하
기 위해서는 자유화에 따른 자금흐름의 변화 및 정부의 비대칭적 규제
혹은 규제완화 가 자금흐름을 왜곡시켜 버블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금
융기관의 재무구조를 버블과 같은 자산시장의 등락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전후 고도성장기 일본정부는 금융분야에 대해 엄격하게 규
제를 해왔다 이자율규제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업무영역 대출결정 등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 규제가 가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규제속에 가계는 은행예금 이외에 별다른 투자대안이 없었으며 마찬가
지로 기업들도 자본시장의 기능이 제한되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금 자금유입 대출 자금유출 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년대 들어오면서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

다 자본자유화를 시작하면서 일본정부는 일부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시
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정부채에 대한 유통시장 허용 및 이후 회사채

에 대한 유통시장 허용 외환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일부 규제가 그중 먼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일부에 국한되기는 했
지만 이러한 규제완화는 일본의 대기업들에게 은행대출 이외에 직접금융
시장 또는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그림 Ⅳ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대 들어 대규모기업들의 자금조

달 비중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대기업의 이와 같은 자금조달선 변경
은 주고객들을 상실함으로써 가용자금이 급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비대칭적 외환규제 또는 규
제완화 가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외환구조를 대외충격 및 환율변동
에 지극히 취약하게 만든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은
를 참조할 것
일본의 금융자유화에 대해서는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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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대규모 제조업체 자금조달 중 은행대출 비중(19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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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은행의 가용자금을 증대시킨 또 다른 요인은 가계예금의
지속적인 증대이다 고도성장 결과 가계소득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계저
축이 꾸준이 증가해오고 있었는데 자본시장에서의 규제가 일부 완화되
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 새로운 금융상품 예금관련 금융상품 의 도입은 아
직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계는 여전히 은행예금 이외에 별다
른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림 Ⅳ
이 은행의 가계예금은

에서 보는 바와 같

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은행들의 가용

자금도 아울러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비록 주고객의 상실 및 가계예금의 증대로 은행들의 가용자금이 증대
했더라도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투자대
상이 있었다면 이들 가용자금을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화에 따라 규제완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기
관의 업무영역이 철저히 구분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은행은 전통업무
즉 대출 외에 다른 자금처리 방안이 없었다 따라서 주고객 상실 및 가계
예금 증대로 인한 잉여자금 증대와 더불어 업무영역 제한에 따른 자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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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안 제한으로

년대에 은행은 예금 대출 인 상태가 되었고 새로

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과거에는 거래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도 대
출을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르고 문제의 원인이 되었지
만 이는 주어진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3> 가계예금 추이(GDP 대비 비율, 19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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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주거래은행제도 등을 통해 오랫동안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해 왔던 대기업들과는 달리 새로운 고객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담보로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된 것은 당연히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의 명목가치는 전후 지금까지 거의 한번도 하락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을 하더
라도 최상의 담보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부동산담보 대출을 증대시키면
서 은행들은 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하
고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대출은 부동산

부동산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건설

비은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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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담보물로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익원으로서도 유망하다고 판
단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유화 과정중 발생하게 된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은행들은 부동산담보 대출 및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대출을
증대시켰던 것이며 그림 Ⅳ
변화되었고 이후

그 결과 부동산 버블에 취약한 구조로

년대초에 버블이 붕괴됨에 따라 부실채권 문제 및

금융불황이 시작된 것이다
<그림 Ⅳ-4> 부동산관련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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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계산

나. 부실채권 처리 지연
비록

년대 금융자유화 과정중에 금융산업이 버블에 취약한 구조로

전환된 것이
기관

년대 금융부실의 주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에 대한 대출을 의미한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포함시킨 이유는 당시 부동산개발업자들에 대한 대출은 은행에서
직접 제공되는 경우보다 리스회사 등 은행의 자회사들인 비은행금융기관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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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이와 같은 금융부실이 일본과 같은 안정된
선진국에서

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금융부실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버블 붕괴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부실
채권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버블 붕괴와 함께 부동산관련업이 침체되면서 그 분야의 기업들이 은행
으로부터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잘 처분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 측면에서도 담보로 받은 부동
산이 있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담보물의 시장가격이 대출가
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부실채권의 증대로 자본기반이 취약해져 가자 금융기관들은 위험수용
능력이 떨어져 불확실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금융중개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금융기능이 악화되어 대출이 감소되

는 경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용경색 문제에 직면해 실물투자가 이루
어지지 않고 경기가 악화되면 또다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
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실채권 처리를 지연시키고 위기를 연장심화시킨 원
인은 무엇인가 주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로 무
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정부가 계속 문제를 회피하고 늑장대응하는 시
간벌기
다

정책을 취했다는 것이
년대초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일본정부의 반응은

는 이런 측면보다 중앙은행의 위기관리정책과 관련된 원인들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은행차원에서도 손실을 현실화시키기보다는 조금 지나면 상황이 나아진
다는 기대하에 문제의 기업들에게 계속 연장대출을 해주었다는 것도 문제를
심화시킨 핵심중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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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부정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일단 두고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실은행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일단 과거와 같은 선단식 해결방
법을 이용해 계속 연명시키려고 하였다 정부가 이와 같은 시간벌기 정책
을 취한 것은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면 부실채
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국민들이 처음에는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
을 투입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는 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연시킨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공적자금이 최초로 투입된 주택금융전
문회사 住專 의 경우 회수불가능한 대출자금의 규모가
공적자금은 약

수준에 불과한

조 엔인데 비해

억 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여론의 반대가 워낙이 강해
이후 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방안은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고 따라서 여론에 민감한 정부로서는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꺼려왔다
일본국민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대해 반감을 가
진 이유는 일본금융제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금융규
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의 투자자금을 마련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가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축적한 자금으
로부터 파생되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느껴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와는 반
대로 주택자금이라든지 기타 가계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 상
당한 어려움을 느껴왔다 고도성장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성장을 통해 보
상되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안정성장기로 진입하면서
예를 들어
현재

는 일본은행의 부실채권이
조 엔에 달한다고 밝혔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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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 금융기관 기업들간의
부패관계가 불거지면서 사람들은 금융시스템 자체가 이들간의 공생을 위
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년대 금융시스템 전체가 어

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이는 금융기관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
던 것이다
셋째 부실채권규모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도 못했고 더구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불확실성만 확대
시켰던 것도 부실채권을 신속히 처리할 수 없었던 이유중의 하나이다 일
본에서
다

년 이전에는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 적이 없었
년도에 들어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매

년 부실채권을 발표하면서 매번 부실채권 기준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도 확대되었고 이러한 접근법

은 오히려 향

후 부실채권이 더더욱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증폭시켰
다

년 제정된 금융재생법에 따라

년부터 도입된 현재의 기준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현재의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까지 부실채권의 규모를 은폐하고 축소
하려 함으로써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수를 불
가능하게 했던 것은 부실채권처리를 지연시킨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자본상태 및 전반적인 재
무구조에 대한 정보도 자본증식 등을 위한 조기의 공적자금 투입을 어렵
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우선 은행들은 자신들의 재무상태의 현황을 인정
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과장되게 보이려고 했고 따라서 부실기업을 처
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대출로 연명시켜 주려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정
이러한 이유외에도 은행원의 급여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도 국민들의 반감을 조장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당시 금융기관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했으면서도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상
상을 초월하는 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하는 현상이 국민들의 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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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측에서도 은행들이 부실채권의 규모를 정확히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
았고 심지어 문제를 숨길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경우 내부자
유인문제가 크게 나타나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즉 우리나
라의 외환금융위기가 채무자의 문제로 치부되어 조기수습노력이 가능했
던 반면 일본의 금융부실문제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채권자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조기수습노력이 훨씬 어려웠다는 것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막상 위기가 발발했을 때 국제금융기관이 채권자였던 반
면 외환을 차입했던 국내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채무자 위치에 있었다
당시 양자간의 대립관계에서 채권자들은

및 미국정부의 배경하에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채무자들인 국내기관들 및 국내구조에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쳤고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식도 그들의 요구대로 일방
적으로 진행되었다 금융개혁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 보더라도 채권자
들은 워싱턴합의

를 통해 국내금융구조 및 금융패턴
프로그램을 작성 실시하였다 물

을 그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도록

론 국내에서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준비
했었으나

위기 이전에는 관련법안이 처리되지도 못하고 이를 구

체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으며

위기 이후에야 채권자들의 권한을 통

해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위기가 발발했을 때 대립관계는 금융
기관이 채권자이고 기업들이 채무자인 관계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스스
로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제공한 자금에 대한
손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면을 고려해 정
부가 국외자 입장에서 개혁을 강요했어야 했지만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은 금융기관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 외에도 정부정책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금융문제 처리를 지연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개혁위원회 보고서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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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네트웍으로 인해 채권자 및 채무자와 모두 관련되어 있었기 때
문에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요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

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해당기업의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아울러 해
당기업도 상대은행의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는 등 상호출자를 통한 공
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인 기업을 정리하기는 불
가능하였다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부실기업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기업지분 소유는 엄격한 규
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즉 기업들에 대한 지분소유 때
문에 기업들을 처분하는 경우 이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현실화하기 보다는 느슨한 처분 또는 연장대출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감시자와 소유자가 서로 중첩될 때는 내부적인 유인문제
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공모에 의한 행동
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다. 경기변동 오판: 거시정책 실패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실패도 금융부실문제를 장기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경기변동에 대한 오판으로 결국 유동성함정
에 빠져 거시정책 수단중 하나가 사실상 소멸된 것도 문제이지만

지

나치게 변덕스러운 정책을 시행한 결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하락된
예를 들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권당내 의사결정기구가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데 이 기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후원세력의 영향을 민감하
게 받게 되어 있다

참조

우리나라의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는 지적에 대해서는

을 참조할 것

많은 문헌들이 이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를 참조할 것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것도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지난

년대 일본의 통화정책은 아래의 그림 Ⅳ

에서 알 수 있듯

이 기본적으로 팽창기조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이자율이 아주 낮
아 졌고

년대 후반이후에는 사실상 제로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고
정투자나 내구재소비 등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형
적인 유동성 함정으로서 이자율이 이미 에 가까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팽창통화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팽창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려 봐야 은행들은 초과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가계는 추가적
인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경기진작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림 Ⅳ-5> 일본의 이자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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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 결국 중요한 거시정책 수단인
통화정책을 상실하게 되었고 일본정부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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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부실채권 문제 등 금융구조 문제가 위기의 배경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통화정책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
다 이런 구조문제의 제약조건내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의존함에 따라 결국 유동성함
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물론 재정정책도 완전하지는 못하고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실제
로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기가 변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경
기변동에 대한 오판으로 성급히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반복함으
로써 경기회복세가 모멘텀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경기변동 오판에 따른 정책기조의 빈번한 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는 단순히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뿐 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변동 오판으로

년대에 경기침체 회복의 등락이 거듭되면서 회복이

되더라도 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고 의구심을 못버리게 되어 회복
모멘텀이 극히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경기변동의 경우 회
복기가 수년에 걸쳐 이어지는 반면

년대 일본에서처럼 일시적으로만

지속된 후 다시 사라지는 경우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사
람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는 점점 낮아지고 그에 따라

소비 및 투자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불황이 심화되어 가는 악순환이 지속
되어 결국에는 장기불황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다

에 따르면

년대 일본정부는 계속 보수적인 재정정

책 기조를 유지했고 따라서 통화정책을 경기부양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기조의 변화로 경기변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상실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실효성도 약화된 측면이 있다 즉 처음에는
재정팽창 및 긴축에 대해 경기가 어느 정도 대칭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점차 팽
창에는 반응이 크지 않고 긴축에는 반응이 큰 비대칭적 패턴을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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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년대 버블이 붕괴하고 부실채권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 유도 공적자금 투입 등 다
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

하고 있으며 경제침체 등과 더불어 여건이 악화되면서 현재 일본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
르렀다
통화정책은 제로금리 로 인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재정정책은 엄청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누적으로 인해 확장기
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부문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고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금융개혁도 제대로 진행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게다가 기업부문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더
욱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특정한 정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포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행동만이 그나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분야에서 정
책들이 조화되어야만 가계 기업 금융 등에서 경제회생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것이며 따라서 경제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
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신뢰를 부양하고 경제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과 현재 심화되고 있는 당장의 디플레
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참조할 것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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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구조개혁
일본금융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
인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기본적인
골격과 관련해

년의

등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따

라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생
각한다 문제는 총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금융구조개혁의 핵심인 부실채
권 처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부실채권 처리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틀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부실
채권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은행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은
행들로 하여금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투
입하는 것이다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는 현재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산분류를 강화
하고 아울러 적절한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은행
들이 이연법인세차액을 자산으로 간주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과장하고 있
는데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반
영한 후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이하로 낮아지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
는 은행들로 하여금 부실채권을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만 파산한 은행에
대해서는 즉시 국영화시키고 모든 부실자산을 정리회수기구
에 매각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자기자본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은행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들이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기 곤란하고 부실금융기관을 폐쇄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
감히 투입하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엄격한 조건을 요
구해야만 한다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치들과 더불어 부실채권이
거래될 수 있는 유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통시장의 조
성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의 정
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가 부실채권을 매매할 때도 이윤극대화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수익능력 확충
부실채권 처리가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이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난후 금융기관들의 영업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이윤을 증
대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들
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조달비용 관리비용 위
험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
지도 기존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들 비용을 보상할 수 있
는 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
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
년 월 미즈호 은행의 문제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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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현재와 같이 금융분야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
반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도 낙하산인사 天下リ 관습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금융기관간의 공생관계가 긴밀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데 외부의 자극
을 도입하고 시장을 통해 금융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외국금융기
관과의 제휴 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은행들의 가장 큰 고객은 기업부문이므로 은행들의 수입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은 두 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하나는 부실
채권의 평가는 필수적으로 기업부문의 평가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신속
한 부실채권 처리를 통해 기업부문의 지배구조 및 효율성에 영향이 파급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들의 기업주식 보유 비중을 줄임으
로써 내부자 유인문제를 감소시키고 기업에 대한 건전한 감시기능이 강
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규제 완화
정부의 개입문제와 관련해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
거나 또는 경기가 회복되어도 현재 일본금융부실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금융부실의 장기화 원인과 관련
해

년대 일본경제의 버블이 자본자유화 과정에서의 비대칭적인 규

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행태변화에서 야기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 은행이 통합을 하기는 했지만 합병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과거 세 기
관의 별도 체제가 존재해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합병은행 출발
때까지 전산시스템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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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버블이 단순한 팽창거시정책에 기인했다면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비대칭적 규제완화가 원인인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
금융기관들은 또다시 초과유동자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출을 증대시킬 것이고 따라서 자산가격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대출을 증대시키거나 예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
들이 제한되어 있고 더구나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적인 대출규모도 감소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문제가 더욱 누적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다 대칭
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 디플레이션 타개책
일본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했듯이 부실채권 처
리를 통한 구조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년 이후 장기침

체에 빠져 있는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동시에 거
시경제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요구된다
1) 통화정책
일본의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타게팅

평가절하정책 등이 언급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간단하
다

현재 일본의 명목이자율은 거의 에 가까운데 디플레이션이 지속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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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실질금리가 양

으로 되기 때문에 팽창통화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반면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음 으로 되어 투자 및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
록 당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예상이 변화되면 마
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채택하
고 공표하는 경우 향후 팽창통화정책을 예상하게 되고 따라서 예상인플
레이션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예상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
이자율이 감소하게 되어 현재의 소비 및 투자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고 현재의 물가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신뢰된다면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디
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목표로 가도록 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
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은 장기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법령

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 달성보다도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정
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제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단기이자율인데 현재 투
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비록 인
플레이션 타게팅이 작동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만일 경기
가 회복되기 전에 예상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까지 낮은 이자율덕분에 연명되어 왔던 부실기업들은 이자지급 능력
결여로 바로 도산할 수도 있다
한편 평가절하 정책은 일면 가장 그럴 듯한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통화의 평가절하는 수입재 가격상승을 통해 국내물
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수출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대효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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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특히 일

본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평가절하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
단된다

우선 일본은 폐쇄경제

이기 때문에

산술적으

로만 보아도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다 또한 일본의 대외거래 관계를 보
면 경기가 침체될 때는 더욱 소비를 졸라매어 경상수지가 확대되는 경향
도 보여 왔기 때문에 실제 의도된 경기부양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더구
나 과거 엔 달러 환율의 변화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관계를 보면
엔화가 평가절하될 때 동아시아 경제가 위축되고 반대로 엔화가 평가절상
될 때 동아시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엔화 평가절
하 정책은 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 등이 감
소되어 일본의 수출이 영향을 받는 역유발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
한 문제외에도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주변국들이 엔화의 평가절하에서 파
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 지
역경제가 불안해지고 따라서 일본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반 통화정책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부 작동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고 간주된다 팽창통화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그
는 엔화의 평가절하가 인플레이션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
로 금융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디플레이션 해결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발생
하다 보면 그로 인해 엔화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최근 해외수요가 일본경제의 일시적인 회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내
수요인이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된다

년 일본의 개방도 무역규모

비율 는

로서

국가중 가장 낮고

또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점진적으로 개방도가 증대해 온 반면 일본의 개방도
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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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의 하나로 팽창통화정책이 수익률곡선을 수평으로 만들어 장기적
인 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팽창통화정책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인플
레이션이 현재의 통화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인플레이션의 예상에 의해 영
향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하면 현재
고착화된 디플레이션 예상을 전환시키기가 아주 어렵다 따라서 일본은
행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하겠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면 인플레이션 예상을 유발할 수 있고 팽창통화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일본은행은 우선 장기정부채를 즉시 대량 구매해야 한다
년 들어와 일본은행이 태도변화를 보이고 최근에 상당한 규모의 정
부채를 구매해오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장기정부채 구매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일본은행은 구매대상 자산을 보다 다
양하게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뮤츄얼펀드 양질의
등과 같이 실물자산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일본은행이 지속
적으로 매매한다면 팽창통화정책의 효과가 더욱 커지고 디플레이션이 저
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재정정책
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문제는 계속 악화되
이와 관련해
그러나

를 참조할 것
는 이러한 행위가 해당 자산가격의 지나친 변화

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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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은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
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지출이 아무런 성과
를 나타내지 못하는 필요없는 분야에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조만간 재정적자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의 추계에 따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부부채
년에
매년

비율을

수준에서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비

수지 적자비율이

의 재정수지 흑자가 요구된다 현재

대비 재정

임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노력을 수반해야만 가

능할 것이다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경기부양책이 동원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첫째는 재정이 지출되는 분야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즉 지
금까지는 재정이 지방도로 건설과 같이 승수효과가 낮은 분야에 낭비되
어 왔는데 이를 승수효과가 큰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 재정수지를 건전화하면서도 팽창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수반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좀더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해 한편으로 투자 및 성장을 자
극하면서도 동시에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과 비교해볼 때 현재 일본의

국가들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조세수입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협
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

해서는 조세수입원 특히 소득세 수입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러나 한 가지 염두할 것은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 특히 내수중에서도 민간부문

비중은 확대하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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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비중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세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동시에 조세제도의 유인
구조

는 보다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정책처방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년대 버블 붕괴이후 부실채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매년 대규모의
대손상각 처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부실채권의 개념이 보다 강화된 것도
있지만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정상채권이 부실채권화하고
주가 및 지가하락으로 대출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부실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도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우선 현재 금융기관들이 적립해 놓은 대손충당금은 향후 경기전망
및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으로 추계된 대출손실규모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수익구조를 보더라도 향후 순
이익 증가요인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자본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금융부실이 발생하고 장기화된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중요한 것으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년대

이후 일본 금융기관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산시장 버블에 아주 취약한 구
조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년대의 위기가 왜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본사회의 고질적인 구조문제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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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다

년대 자본자유

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대칭적 규제완화로 인해 전통적인 우량고객을
상실한 은행들이 과다한 가용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중소기
업 부동산관련기업 등 새로운 고객에게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일본금융
산업이 자산시장 버블에 취약한 구조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산
시장 버블이 붕괴되자 과거와는 달리 부실채권 문제가 심화되고 장기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처리했더라면 금융부실 문
제가 이처럼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부실채권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위기가

여년 이상이나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채권 처리를 지연

시킨 원인은 정부가 경기회복을 통해 부실채권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
되기를 막연히 기대하면서 문제를 회피 및 늑장대응했고 일본국민들이
금융기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
며 게다가 부실채권규모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상호 지분을 보유하는
등 공생관계에 있어 감시자와 소유자가 서로 중첩될 때 발생하는 내부적
유인문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기업을 정리하기가 불가능했다는 것도 부실
채권 처리가 지연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셋째 경기변동을 오판해 냉탕 온탕식 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기회
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도 금융부실을 장기화시킨 주요 원인이다 금
융구조조정없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대한 오판으로 성급히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는 과
정을 반복함으로써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
게 되어 경기회복세가 모멘텀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그 결과 소비 및 투자가 더욱 위축되어 불황이
심화되어 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부실채권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년대 후반이후 금융부실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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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 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금융부실 문제는 너무 심각해져 특정한 별
도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금융구조개혁과 경기부양책을 포
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실채권을 신속히 처리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금융기
관들로 하여금 이를 신속히 제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자금을 과
감하게 투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수익능력이 확충되지 않으
면 또다시 부실채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
해 금융기관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많은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외국금융기관과
제휴 합병을 모색하는 것도 금융구조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금융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단기적으
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팽창정책을 통해 디플
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비록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모두 상당한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고착화된 디플레이션 예상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면에서는
일본은행이 장기정부채를 즉시 대량 구매하고 아울러 실물자산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면
에서는 재정지출을 승수효과가 낮은 분야에서 높은 분야로 전환할 필요
가 있고 또한 좀더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해 투자 및 성장을 자극하
면서도 수입원을 확대시켜 조세수입이 증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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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王 允 鍾ㆍ李 炯 根

년대 초반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급속히 경제의 역동성
을 잃어버리면서 지난

년간 성장엔진이 멈추어버렸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에 대한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금융부실은 오
히려 심화되고 은행 중심의 기업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투자
마인드가 실종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일본경제의 위기는 실물부문과 금
융부문이 동시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복합불황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이에 대해 국제금융기구 학자 주요 언론이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경제는 그 구체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
하고 있다 모리시마 미치오 森嶋通夫 교수는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에
서 일본의 몰락은 정치로부터 비롯된다고 일본의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
판하고 있다

또한 일본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현상으로만 진단

할 수 없는 시스템의 위기라는 평가도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의 구조개혁이 더딘 정치경제학적 구조를
분석하고 최근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의지에 대해 평가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내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일본의 구조
개혁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모리시마 교수는 이전 저서인 왜 일본은 성공하였는가

日魂洋才 에서 자유

주의와 개인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일본에 있어서 물질적 성공의 배경을 일본
적 유교자본주의에서 찾았다 그는 일본적 유교자본주의에 仁 이라는 중심적
덕목이 추가되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꽃을 피울 때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러나 그는 왜 일본은 몰락하는
가 에서 일본이 절반의 성공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
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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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복합불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일본의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은 크게 세 가지 시각에서 논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경제위기를 거시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는 시각이다 제Ⅰ
장과 제Ⅱ장에서 일본의 거시경제를 개관하고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를 추
적한 결과 우리는

년대 일본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버블을

조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었던

년

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내수확대정책이 오히려 버블을
조장하였다
엔에서

년 플라자 합의로 엔 달러 환율은
년말

년 월 달러 당

엔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환율절

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오히려 축소되지 않았다
년대 후반기 일본은 확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침으로써 수입수
요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환율절상의 결과 인플레이션이 크게 문제시되
지 않았다 통화공급의 증가는 엔고 하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부동산투기와 주가 상승으로 자산인플레이션 닛케이 주가는
에서

년

년

로 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동산 가격도 동 기간

중 배 이상 증가 을 야기하게 되는 바 일본 중앙은행은 자산가격과 환
율변동을 동시에 고려한 통화정책을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였다
한편 버블의 붕괴는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해 촉발되었다
일본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에서

로 상승시켰고 이후

년 월
년

까지 인상시켰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

은 경기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을 하는 관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대
출이 증가할 수 있었지만 버블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신
용경색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금융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시장의 대출관행은 버블의 심화와 붕괴 이후 그 후유증을 장기간 확대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은

년 이후 일본의 확대재정정책이 부분적으로

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년 월 신종합경제대책
년

월 종합경제대책

년 월 경제대책

조엔
조엔

년

월 종합경제대책

년 월 긴급경제대책
년

조엔
조엔

월 긴급엔고대책 조엔

조엔 등 일련의 경기부양정책이 실시된 결과

년 들어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실책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세율 인상

→

년 소비

조엔 규모의 소득세 특별감면조치의 철회 등 세수

확대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데 있다 즉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
은 사실이나 무리한 재정개혁의 추진은 민간소비의 위축과 경기하강을
부추겼고 기업의 투자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자 일본의 경기위축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반면

는 일본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확대가 소기의 성과
를 거두려면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재정투자
는 농촌 부문의 매우 비생산적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이러한 재정투자의
비효율적 배분은 정치적 이유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적
년대 중반 이후 은행권은 예금이 대출을 초과하는 유동성 홍수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과거 주거래은행제도 하에서 거의 거래를 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도 대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고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큼 대출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은행은 대기업
과는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였고 특히 부동산 담보
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버
블기의 과잉유동성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비효율적 부문으로 자금이 이
동함에 따라 버블 붕괴 이후 후유증이 증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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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배를 중시해서 전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도 예산이 배분되는
정치적 고려는 사실상 재정지출의 낭비만을 가져오고 재정의 궁핍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정계와의
유착관계를 끊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면 재정지출의 효
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투자된 재정지출은 불
필요한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방 건설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실제로 농촌지역의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모리시마 교수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만큼
예산을 배당받느냐에 정치적 역량을 집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경기
부양을 위해 책정된 특별예산들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경제논
리보다는 항상 정치논리가 우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재

정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일본 정치구
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재정지출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정치
논리를 우선하는 일본의 재정지출 배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
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확대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의 확대뿐만
아니라 감세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세의 인하는 위축
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정부
는

년 소비세율을 인상한 이후 정책실패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소비세율의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도 일본 중앙은행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었
일본에서는 建設族 農林族 郵政族 運輸族 厚生族 등 소위 族議員으로 통칭
되는 정치인들이 오랜 동안 특정 지역 혹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그 대
가로 그들의 후원에 힘입어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명해 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공투자사업의 폐지 또는 개
혁은 정치인의 존립기반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족의원
의 반발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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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아 금융위기 야마이치 山一 증권ㆍ홋카이도타쿠쇼쿠 北海道拓植
은행 등의 파산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금
융완화정책은 지연되었고

년 월에 이르러서야 제로금리정책으로 전

환되었다 일본 중앙은행은 초과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급기야 무담보 콜
금리를

까지 인하시키는데 그 결과 금융시장의 유동성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로금리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통
화정책의 무용론과도 일맥 상통한다 제Ⅳ장에서 일본의 유동성함정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몇 가지 상충되는 주장
을 고려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케인지안 거시경제모형에서는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취

하게 되면 통화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실질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따
라서 통화정책은 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경기부양효
과가 없게 된다

는 일본의 경우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취하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다기보다는 민간투자가 이자율
에 비탄력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다

즉

곡선이 수직의 형

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공급이 증가하여 실질이자율이 변동하여도
민간투자지출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민간투자
가 이자율에 비탄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곡선이

우상향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통화공급의 증가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의 탈출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일본경제의 문제점은 아무리 통화공급
을 늘려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은 유동성 함정의 문제를 단순히

분석을 통해 해

명할 수 없다고 보고 두 가지 점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첫째 유동성
함정은 전통적으로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듯이 역으로 디플레이션의 문제
는 민간투자가 실질이자율에 비탄력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단지 실증분석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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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화당국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서 비롯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려도 실제로 금
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광의의 통화량은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부실채권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도 인플레이션 타게팅 를 도입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 이러한 행태변화가 단순히 물

가안정목표제도를 도입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며 단기적으로 다른 정
책처방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시적
으로 재정확대정책이 제로금리정책과 함께 추진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역시 물가안정

목표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로금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중앙은행이 정부 국채를 비롯하여 회사채 회사어음 등을 매입하게
되면 기관투자자들도 점차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보유비중을 늘리게
되어 결국 자산가격의 하락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도 별로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중앙은행은 심지어 상장주식과 부
동산 매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실물부문의 경기위축과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디플레이션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
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에 대해 매우 부정
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은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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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 심각한 국가들이 도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일본에는 그리
적절한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을 저지하
기 위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무책
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얻
만약 명시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유럽중앙은행과 같이

대의 참고인플레이

션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 두 번째 지적 역시 일본의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
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중요하다 즉 아직도 부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정상적인 금융중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적자금의 투입만으로 금융부실이 근
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하에서 새
로운 부실이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금융
부실을 청산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
나 금융부실의 청산은 일시적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요
구하기 때문에 거대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의 금융계는 산업
계와 연합하여 금융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주
된 요인이 금융구조조정의 지연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
이 일본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면 부실채권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여론이 공적자금
실제로 일본은행은

년 월 이후

년

월말까지 차례에 걸쳐 금융완

화정책의 차원에서 당좌예금잔고 수준 조엔 수준에서

조엔 수준으로 증

대 과 장기국채 매입액 월 천억엔 수준에서 조 천억엔 수준으로 증대 을 확
대해왔다 또한 지난

년 월 일본은행은 최근의 급격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발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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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을 워낙 반대하였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한 정책 수행은 큰 모험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들이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 이유는 정부 금융기관 기
업간의 부패구조가 불거지면서 공적자금투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구제해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급여가 여타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도 국민들의 반감을 조장
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국민들은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
는 그냥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는 오히려 경제논리에 충실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시장규율

이 작동하지 못하였다 또한 은행권의 부실에 대한 정확한 실사조차 없는
상황이었지만 특히 금융부실의 규모를 시장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금융
시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킬지 모른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부실을 은폐하
고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일본정부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년 월 금융기능

안정화 긴급조치법 의 시행 이후 공적자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
했고

년 월 예금보호법 개정 이후 공적자금의 조성규모가

조

엔으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
충을 위해 우선주와 후순위채 매입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이에 따른 예금
자보호 및 부실금융기관의 일시적 국유화 특별공적관리 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금융구조조정의 방식
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예금보험기구의 부보대상 금융기관을 실제로 파산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최근 다케나카 경제재정ㆍ금융장관이 공적자금투입과 관련
대형은행의 파산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과연
그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는 일본의 금융구조조정에 있어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을 물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영섭
바란다

을 참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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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파산시킨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
해 기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즉 일본의 금융구조조정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다 줄 우
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영
진들은 아무런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
성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의 문제점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실제로 이를 집행하고 관철시키려는 강력한 의자가 결여되어 있다
는데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각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단순히 거시적 현상
으로 볼 수 없으며 낮은 생산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
장은 일본이 근본적으로 재생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난관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에 직면한 일본의 기
업들은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생산성이 낮은
비교역재 부문 특히 서비스 건설 농업 부문이 일본경제를 지배하게 되
다보니 일본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의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년의 원인

이 거품붕괴에 따른 신용위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하락에서 비롯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일본경제의 생산성은 매우 나빠지고 있
음에 틀림없다
가율은

년대

표Ⅴ

에서 보듯이 일본의 전체 산업의 연간 생산성증

에서

년대

로 둔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

야 할 부분은 일본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교역재 부문
그 중에서도 전기기계장비제품의 생산성은

년대에

로

년대

에 비해 둔화율도 낮고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교역 부문인 건설ㆍ금융 등의 분야는 각각

로 생산성

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업간 생산성 격차는 노동시
장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일본의 고용시스템과 규제 및 경쟁제한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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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일본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연간생산성 연간생산성
증가율
증가율

종업원 고용증감 고용증감
비중
만명
만명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
섬유
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화학
석유ㆍ석탄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초금속
합성가공금속제품
기계류
전기기계장비제품
운송장비
정밀기계
기타
건설
광의의 서비스업
전기ㆍ가스ㆍ수도공급
도소매
금융ㆍ보험
부동산
운송통신
서비스활동
전체 산업
자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신포 세이지 新保生二 는 일본 경

제회복의 약점으로 고용조정과 구조조정이 불충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역재 산업과 건설ㆍ금융 등 비교역재 산업간에 이처럼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메카니즘에서 대해서는 본 장의 제 절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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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년대 전반 일본은 버블붕괴의 경험이 있는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개국 미국 영국과 비교해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한편 일본정부가

년대말 파견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긍정
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해고제한과 관련된 고용보호 법령이 개정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경제가 회생되기 위해서는

년대 미국과 영국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 및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
으로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
장은 일견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주의를 요한다 과연

년대

일본경제의 낮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는 것일까 적어도 일본
의 잠재성장률은

대는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일

본경제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산출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출갭은 적어도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교
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일본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비교역재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능할 것이지만 단기적으
로 심각한 산출갭으로부터의 탈출은 거시경제정책의 몫이라고 할 수 있
다
두 번째 시각과 관련하여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경제의
생동성

이 사라지게 되고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연금 및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고조시
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 결과 장래의 연금과 복지가 줄어들 것을 우
려한 현 세대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결과 경기위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더구나 고령화율
세이상인구 총인구

선은

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新保生二

년

국가 중 가장 먼저 도달하
는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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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실질적인 노동공급의 감소
를 확대시켜 인당
소생산성

도 줄어들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총요

이 신장되지 않고서는 연간산출량이 향후

년에 걸쳐 절

반 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Ⅴ-1> 일본사회의 고령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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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일본의
이다
자료 日本 內閣府編

세 이상 인구는

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이 사회경제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시행
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 즉 종합적
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우 단편적인 정책이 수행되다 보니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부실청산 없이는 확대통화정책이 무
용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공적자금투입에 대해 금융감독청은
금융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금융계의 자발적인 부실청산을 유도하는 방식
을 선호하면서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한편 공적자금투입이 금융
계의 기득권에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금융계는 산업계와 연합하여 정치
권으로 하여금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을 저지하도록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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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여 왔다 한편 재정정책 역시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재정개혁을 수
반하지 않는 공공지출확대는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확대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일본 재무성의 입
장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각 행정부처는 정책수행 의지가 매우 낮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입장을 조
율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관료제도 하에서 관료들은 극
도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본의 관료는 거의가 책임추궁을 당
하는 일이 없었다 강응선

따라서 각 부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

고만 할 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게 되
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 절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일본의 구조개혁과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
일본경제는

년대의 이른바 잃어버린

년을 거치면서 더욱 취약해

졌다 현 시점에서 일본경제의 취약성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금융부문에서 부실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수익기반은 협소하며 기존 부실채권이 처리되어도 새롭게 부실채권이
양산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에의 대처가
쉽지는 않지만 일본은행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세 번째 문제는

대비

채무보다 훨씬 낮은 수준

에 달하는 재정악화이다 순채무는 총
대비

이지만 순채무의 질적 내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취약성에 대해 현재의 고이즈미 정부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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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이래 지속적으로 경제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실채권 증가 주식시장 침체 등 경제상황
이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은 기본적으
로 정치적 리더쉽 결여 정책추진력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시 지난

년대 중반부터 사회경제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경제개혁이
더딘 주요 요인으로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종합 디플
레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를 파악해보
고자 한다

가. 구조개혁 저해요인으로서의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
일본경제가

년대초 침체국면에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도 부진한 상

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구조개혁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형
사회경제시스템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여기에서는 현재 일본의 구조개혁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서
년대 중반 일본에서 성립하게 된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경제적 유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1970년대 중반 일본형 사회경제시스템의 성립
일본의 사회경제시스템은 일본경제가 장기의 경제침체를 거치면서 현
재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기업의 종신고용ㆍ연공임금제 정부의 경쟁
규제ㆍ호송선단행정

정치계의 족의원 族議員 득세 등으

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사회경제시스템은

년대 중반에 등장하게 되었

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배경이 작용하였다 즉 제 차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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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일본경제는

년 금융긴축에 따른 주

가폭락과 투자신탁의 해약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야마이치 山一 증권
이 파산하게 되면서 증권공항이 발생하였다 또한
제

년 브레튼우즈체

하의 고정환율제도가 폐지되면서 엔화상승 달

러화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엔화 매각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일본경제에 과잉유동성을 축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과잉유동
성은

년 다나카 총리의 열도개조론 列島改造論 연율
년

장 목표

의 경제성

의 유가상승 등과 맞물려 급격한 인플레 발생 및

성장 둔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정부는 일본형 소득정책의 추진을 선택하였다
년대 초반 석유위기는 전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일본에
대해서는 최종생산물가격의 상승 → 일반물가수준 상승 → 명목임금 상
승이라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의 악순환과 노동분쟁의

발생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첫
째 노동조합을 설득해 명목임금상승률의 요구를 감소시키고 그 대가로
고용을 보장하였다 특히 일본에는 이전에는 구조조정 등을 위한 해고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었으나

년 최고재판소는 해고를 규제하는 해고

권남용법리 를 판결하였다 둘째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국채의 대량 발행
을 통한 고용보장조성금제도와 산업구조조정정책을 통해 지원하였다 이
는 결국 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보장하는 셈이었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노동계의 실질임금 저하 기업의 이윤 절하 및 정부
의 재정자금 투입으로 자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만 경제 전체로는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 즉 격심한 인플레 발생과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노사정 자간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간 유착을 낳고 또한 자 이외 외부자와의
년대 국토개발을 위해 대량 발행한 장기국채 건설국채 의 만기가 도래함
에 따라

년대 이후 재정적자규모는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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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관계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는

년대 중반 기

업ㆍ산업의 내부에서 경영자ㆍ기업조합ㆍ감독관청의 자가 산업ㆍ국가
수준에서 산업단체 재계 ㆍ산업조합 노동조합연합 ㆍ감독관청 행정부 ㆍ여
당 족의원

의

자가 연합체계 일종의 코포라티즘 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철의 각형 鐵の三角形 노동조합을 포함하면 철의 각
형 체제의 형성은 한편으로는

년대 불황탈출의 원동력으로 되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버블기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지속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임금인하와 이윤삭감을 단행해도 가능
한 한 고용보장을 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이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기업 내에는 이른바 종신고용제도

연공임금제도

기업내조합이라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노동자가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임금이 인하되더라도 이직하지 않고 기존 기업
에 잔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따라서 석유위기와 엔고불황과 같은 외
부로부터의 압력에 강한 반발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외압에의 저항력에
의해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석유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시스템은 업종간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즉
제조업 교역재 부문에서는 유가급등 대외무역마찰 및 엔고불황이 있었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족의원 族議員 이란 특정업계나 소관 부처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을 말한다 한편 철의 각형 구조화
에 따라 정치인은 지지세력과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관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편의와 퇴임후 업계에 자리를 얻으며 업계는 경제적 실익을 얻
을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족의원이다 연고를 중시하
는 동양 전통의 정치문화가 현대 일본 정치에 아주 묘한 형태로 뿌리를 내
린 셈이다
奧野正寬
사실은 종신 이 아니라 장기 고용제도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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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년대에 비용삭감ㆍ구조조정노력을 계속하였지만 제조업 비교

역재 및 비제조업 부문의 국내 피규제산업에서는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
하였다 한편 제조업 교역재 부문의 비용삭감 노력은 무역수지의 대폭적
인 흑자와 엔고를 가져왔고 이는 불황대책 또는 경제마찰대책으로서의
국내경제대책

년대 후반의 재정확대정책과

년대 후반의 금융완

화정책 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수정책의 수혜는 결국 금융업ㆍ부동산업
ㆍ농업 등의 국내 피규제산업이 향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형 고용시
스템은 대외경쟁과 무관한 국내 피규제산업을 비효율화시키고 고비용의
체질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년대 초반 석유위기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과 금권정치 스

캔들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
의 규율상실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정치가의 관심은 의석의 유지를 목
적으로 한 지역선거구에의 도로건설 교각설치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위해 건설 통신 농업 등 핵심분야의 정책에 가능한 큰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른바 족의원화가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

년대

들어 재정악화로 인해 예산이 경직화되면서 행정관료의 정책 주도가 곤
란하게 되었다 또한 족의원의 예산에 대한 참견도 빈번해지면서 정치
가에 비교해 관료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리고

년대에 관료와

자민당 등의 정권기반에 대해 대항력을 형성하고 있던 두 개의 잠재적
압력단체 노동계와 재계 또한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화되었다 즉 노동
계에서는 노동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 상실 기업협력적 노동운동으로
의 변화 등에 따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대폭 후퇴하였다 또한 재계
에서는 기업 창업주에서 내부승진형의 재계인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
고 석유위기와 그 후의 불황 등을 통해 재계전체의 이익보다는 개별기
업ㆍ개별업계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게 되면서 재계의 결집력도 약화되
었다
이에 따라 일본사회는 생동성과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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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철의 삼각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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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지/
정치헌금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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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선심성
예 산 /보
조금

ㆍ재계ㆍ관계라는 철의 각형의 내부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유착화
되었다 특히 금융업은 호송선단방식 상업은 대점법 大店法 등의 진입
규제 농업의 쌀수입금지와 가격차보조금 부동산업ㆍ건설업은 담합입찰
등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정치적 지대

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나누

어 가졌다 철의 각형의 핵심멤버들은 이들 지대를 분배하는 역할을 했
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사업자를 비롯한 신규사업자를 배제하여 교역
마찰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업 교역재 부문을 다시 위기
로 몰아넣었고 이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을 계속 내놓아야 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2) 일본형 사회경제시스템의 유산
일본형의 낡고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에 기초하여 산업계에서는 기업
에 대한 종업원의 충성 요구와 이에 대한 종업원의 헌신적 응답이라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는 특히 엔고 불황과 유가 급등의 외부 압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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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교역재 산업에서 현저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재 산업은 품질개선ㆍ
비용삭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효율화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유연성을 상실
하게 되었다 반면 피규제ㆍ비교역재 산업은 석유위기에 대응해 이루어
진 정부의 재정지출과 공공투자가 이들 산업에 유입되면서 발생된 지대
를 기득권화 하고 이를 기초로 더욱 관료 및 정치와 결탁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역재 산업은 기업에의 충성이라는 일원주의가 비교역재
산업에서는 카르텔과 유착에 기초한 호송선단행정이라는 일원주의가 모
두 개별 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원주의의 실현을 통한 적응성 의 창출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Ⅴ-3> 지가와 주가의 추이(198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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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가지수 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부재정투융자의 용도이다

년 무렵부터

이 정부지출은 중소기업과 주택용 융자 건설산업에의 실질적 보조금 에 사용
되었으며

년을 전후해서는 공공사업 지출의 산업분야별 비율이 고정화되

어 기존 수혜자들은 이를 기득권화할 수 있게 되었다 奧野正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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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년대의 금융국제화 금융정책 실패

및 경상흑자 흡수를 위

한 민간수요 증대는 일본경제 내에 통화팽창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은행
이 대출경쟁에 나서게 되면서 과잉담보대출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이
러한 경제여건은 일본사회에 고착화된 일원주의와 맞물려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켰고 이는 결국 부동산 주식 골프장 회원권 등 스톡 가격의 급등
으로 대표되는 버블경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년대 중반 일본사회에 성립된 사회경제시스템의 가장

부정적인 유산은 일본사회가 일원주의로 굳어짐에 따라 적응성과 유연성
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고용보장을 위해 종업원과 경영자는 기업
의 영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정부도 호송선단행정으로 이
러한 행동을 장려하였다 또한 연공승진 하에서 고용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조직의 확대가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이윤보다는 규모
가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일원주의와 시장규모의 지향 하에서 계열기업
과 주거래은행

그리고 감독관청이 유착ㆍ협력ㆍ결탁하여 서

로 기득권과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
로 일본경제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개혁과 구조조정 문제의 연원이다 이
러한 경제의 왜곡은 자금이 흘러갈 곳을 잃게 하여 버블을 만들게 되었
고 이를 부실채권화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이 버블붕괴 이후 확대된 부실채권의 처리를 지연시켜온 원
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경영자가 부실채권처리를 사실상 연기해

온 배경의 한 가지는 은행경영진의 선임시스템에 있다 즉 일본의 기업
특히 은행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교대는 현임자가 계승자를 지명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실패를 표면화
이는

년대 후반 금융완화를 통해 전세계의 환율을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

켜야 한다는 당시의 환율안정론에 따라 일본정부가 금융완화정책을 지속적으
로 펼쳐 통화팽창의 급증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渡 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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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거의 없다 또한 은행경영자가 부실채권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
우 설령 부실채권을 초래한 원인이 과거의 경영자에 있다고 해도 책임추
궁의 화살이 현재의 경영진인 자기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서는 과거의 경영자의 책임을 떠안아 사직의 압력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부실채권 문제의 악화ㆍ장기화의 최대의 요인은 대장성 등의 감
독당국에게도 있었다 특히 문제악화의 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감독당국
의 유예 연기 정책에 있다 즉 감독관청에 있어서도 재임기간 중에 자신
의 업적이 손상받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은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대장성 등 관청의 간부는 대체로

년만에 다른

직책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래의 차관후보로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된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특정
의 업계와 업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은행계와 마찬가
지로 부실채권문제를 표면화시키는 것은 선임자의 공적을 결정적으로 실
추시키게 될 수 있으며 관료조직에 있어서 이것은 민간기업 이상으로 절
대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측면 외에도

년

대 중반부터 대장성이 스캔들로 인해 구상력과 지도력을 결정적으로 상
실했다는 점이 더해진다
유착

년 부실금융기관 처리과정에서 이사장과의

년 다이와 大和 은행 뉴욕지점의 거액손실사건에의 연루

년 오직 汚職 사건 등으로 대장성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정은 정치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임기 중에 지역구와 관련업계에 얼마만큼 크게 공헌했는가에 따라 차기
선거의 당락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구의 인프라정비 공공사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쏟아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실채권
문제의 처리는 결국 선거시 표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
격적인 처리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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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에 대한 평가
고이즈미 총리는
다 그러나

년 월 출범 이후

기 내각 의 방침을 약속하였

년 월말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의 금융담당상 겸임을 비

롯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기 내각 의 방침을 포기하였다 고이즈미 총

리가 제 기 내각을 새로이 구성하게 된 이유는 부실채권 처리를 둘러싸
고 경제각료들 간에 정책마찰이 심해지면서 구조개혁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 기 내각이 출범한지 한 달 만인 지난

월말 부실

채권의 처리와 과잉채무문제의 조기해소 자금조달 악화와 실업증가에의
대비 및 경제의 잠재성장력 견인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디플레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경제대책의 제시는 일본경제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재빠른 속도에 비추어 그 내용은 구체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월 대책이 고이즈미 정부의 등장 이후

발표된 많은 경제대책들과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당초의 강력한 은행ㆍ기업정리계획이 거의 빠진 단순한 부양책 수준으로
전락하여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에 회의감을 갖게 하였
다 다케나카 경제재정ㆍ금융상의 원안이 크게 후퇴한 배경에는 공적자
금의 재투입과 실질국유화를 피하기 위한 은행계의 필사적인 저항과 이
에 대한 여당간부의 호응이 상호 작용하였다
월 대책이 발표되자 일본 국내외로부터 긍ㆍ부정의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먼저 일본 경제계로부터는 기업재건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긍정적
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국의 글렌 허바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장은 금번 개혁안이 일본의 고생산성 회복과 경제성장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평가하고 동 대책의 착실한 실시에 의한 일본경제의 재생에 강한 기대
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신문을 비롯한 일본내 여론과
및

등의 외신으로부터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점은 결국 앞서 살펴보았던 일본 내부의 철의 각형 의 구조적 문제가 지
난

년간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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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종합 디플레대책에서 특히 미흡
한 분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은행대책의 대부분이 검토 로 되어 있고 현 단계에서 대책을 실
행할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기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엄격한 자산실사
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점이다 즉 세효과회계 의 개선시기를 명시하
지 않은 점이다 일본의 주요은행은 공식적으로는 국제기준인 최소

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비율이 세효과회계에
의해 부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다케나카 경제재정ㆍ금융상은 조
세환급수준을 자본금의

로 적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여당과 은

행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최종 대책에서는 상한 및 시행시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에 직접 공적자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형근
세효과회계란 세금의 장래 환급을 예상해 그만큼을 자기자본으로 계산하는 회
계처리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부실채권처리의 과정에서 쌓은
충당금은 자산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추후 실제로 충당금으로
결손을 메우게 되면 소득 자산 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장래의 세금환급을 상정해 이를 미리 순연세금자산 으로서 회
계처리하고 동 금액만큼을 세효과자본 으로 자기자본에 포함시킨다

년

말 현재 대형은행의 이러한 세효과자본은 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세효과회계
는 장래 흑자결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디플레 하에서 신규의 부실채권 발
생이 지속되어 적자결산이 계속되면 납입할 법인세가 없게 되어 법인세를 공
제하고자 해도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세효과회계는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는
역효과를 갖게되어 부실채권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효과회계의 계산방법을 엄격히 할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하락하게 되며 동
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대출을 줄이거나 공적자금의 투입
을 통해 자본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다케나카의 원안에 따라 공
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은행장들은 경영책임을 지고 해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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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할 가능성은 낮게 되었으며 부실채권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둘째 고용대책 등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부실채
권처리에는 기업정리와 고용조정 등 디플레 압력이 수반된다 탈디플레
전략을 금융안정 대책과 일체로 진행시켜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
나 사회안전망 강화의 대책으로 기업정리에 대비한 취업지원에의 장려금
지급 등을 명시했지만 이 정도의 대응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
재의 고용정세는 사뭇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
르면

월 현재 실업률은

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완전실업자 수는

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탈디플레이션 전략의 핵심이어야 할 선행감세 부문이 연구개발
감세 정보기술투자감세 등 조엔 이상의 정책감세로 적당히 얼버무려지
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율의 인하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기업의 활력은
되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금번의 조세감면 대책은 실질적인 재정자극을
주기에는 지극히 소규모이며

년간 지속된 일본의 디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난

년대 말에 수요촉진을 위해

조엔 규모의 조세삭감책을 실시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일본정부의 최근 경제대책은 특히 금융시스템 강화의 분야에서 구체성
을 결여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일본정부로서는 현
재의 상황하에서 최선으로 대응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다 적
극적인 개혁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이러한 점은

년 말이나

년 초로 예상되는 총선거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금번 종합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월 하순 은행계

및 여당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금융행정의 경험도 없고 정치적
절충도 익숙하지 않은 다케나카 경제재정ㆍ금융상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
日本 總務省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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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2001년 고이즈미 정부의 출범 이후 도입된 주요 경제대책
대책
금후의 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시기

주요 내용

년
월

부실채권문제 조속 처리
고용대책
안정된 금융시스템 구축

개혁공정표

년
월

부실채권 처리 년후 부실채권문제 정상화
고용대책 중소기업대책 중소기업금융의 안정망
충실
세제개혁 기업의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세제 구축
재정구조개혁 국채발행 조엔 이하로 억제
규제개혁 조기 실현 도모

개혁선행프로그램

년
월

규제개혁 등의 적극 추진
고용ㆍ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안정망의 충실
구조개혁 가속화

긴급대응프로그램

년
월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자본 정비
개혁추진공공투자 특별조치 실시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

년
월

년을 디플레 극복을 위한 집중조정기간으
로 설정 민간수요ㆍ고용 확대에 역점을 둔 구조개혁
년의 전체기간을 통해 민간수요 주도의
착실한 성장을 실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디플레 대응책

년
월

부실채권처리 촉진
금융시스템의 안정
시장대책
신용경색대책

년
월

세제개혁 지방행정개혁 사회보장개혁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활력 고양
세출개혁 가속
디플레 극복 목표 경제활성화 전략 추진

금융재생프로그램

년
월

안심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충분한 배려
년 부실채권문제 종결
새로운 기업재생의 틀을 신속히 실현
새로운 금융행정의 틀을 구축

개혁가속을 위한 종합
대응책

년
월

금융ㆍ산업의 재생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가속
사회안정망 충실

경제재정운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자료 日本 首相官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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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는 자신이 그 동
안 강조해온 개혁 없이 성장은 없다 라는 주장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했
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을 자아내
게 하였다 향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
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정부로서는 경제대책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와 함께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에 대한 전망
일본경제는 현재 디플레이션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그야말로 충
실히 이행하고 또한 일본은행과 공조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실채권처리는 부실기업 및 부실금
융기관의 퇴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미 전후 최대의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경제에 대량실업의 발생이 뒤따르고 결국 디플레이션의 악화를
일시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수행에 따른 경기
둔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완화 통
화팽창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고이즈미 총리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합 디플레이션 대책이 나오
기 직전 은행계 및 여당내 반발이 드세지자 고이즈미 총리는 한발 물러
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고이즈미 총리의 무기력한 태도 변화는 그의
구조개혁에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사실 이처럼 중요한 고비에 고이즈미 총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는 그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자민당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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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은 하시모토파이며 고이즈미 총리는 제 의 파벌인 모리파의 좌장이
다 이러한 그가 작년에 총리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정치와 개
혁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
나 그가 개혁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데는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즉 구조
개혁의 추진에 동반되는 고통을 국민들이 감내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더
군다나 이러한 국민의 불만 및 불안이 비등해질 때 구조개혁을 고수할
수 있을 만큼 고이즈미 총리의 당내 지지세력 및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사회는 고이즈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개혁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의 개혁이라는 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보
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난한 과업이 될 것이다 금융부
문의 부실을 청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수준에서 일본경제에 온존하는 낡은 시스템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정치논리가 경제논리
를 압도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민중주의적 노선과는 다른 형태로 정치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 정치ㆍ관료ㆍ재계라는 사회적 엘리트집단이 기득
권을 온존시키려는 지극히 보수화된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세기형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혁을 거부하는 데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 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시
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무관심 계층으로 전락한
가운데 새로운 변혁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본형 구조개혁에 있
어서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각에서 일본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년 태국발 금융위기로 동아

시아 경제가 초토화되면서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

의 창설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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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주창하였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확산된 배경
으로 일본의 역할 부재에 대한 책임론이 일정 부분 강하게 제기되어 왔
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클 뿐
만 아니라 엔화의 가치하락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역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아시아통화기
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에서 태동하였다고 할 경우 과연 일본
이 여타 위기 당사국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일본이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어불성설
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ㆍ

자유무역지

대의 출범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보다 한발 늦게 일ㆍ

자

유무역지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들에게 보여준 농산물시장의 개방 안은 비록 쌀과 야자유와 같은 핵심
품목이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일본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개방안일 수밖
에 없다 과연 일본이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수용하
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현재 일본이
중국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갖고 있는 우월성을 십분 활용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세계 제 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 경제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원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중국은 이러한 개발원조의 여력이 아
직은 없다 일본이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배증하
면서 아울러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범국가로 경제개혁을 가일층 강화할
때 일본은 중국이 갖지 못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
이 전제되어야 일본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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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유예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요구할 때에도 비로소 그
명분이 떳떳해질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일본이 잃어버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멈춰버린 성
장엔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최근 일고 있
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보여주었던 혁신과 전통을 조
합한 적응과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모리시마 교수는
일본이라는 범선 帆船 의 항해에는 경제개혁이라는 엔진도 필요하지만
정치개혁이라는 큰 바람의 힘이 있어야만 가속도가 붙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현재 정치부문에 대한 기대는 매
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작금의 일본의 구조개혁은 고이즈미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과 이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진
행될 것으로 보여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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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李 仁 杓

문제제기
일본은 지난

년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동시에 경쟁상대국 중의 하나로서 또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향후에도 우리 경
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일본경제의 중요성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일본경제가 거품의 붕괴와 금융부실로 지난

년간 지속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겪어 왔고 심지어는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상존
한다는 논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침
체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의 전망은 어
떠한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이에 대응할 정책적 대안
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장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
치는 영향과 그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대상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현훈ㆍ이재기
년

는

년 월부터

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랜져 인과관계검정

및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미국 및 일본경제
로부터 영향받으며 그 영향은 고정환율제 기간
환율제 기간

에 더욱 컸으며 일본보다는 미국경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이현훈ㆍ허현승
ㆍ미ㆍ일 개국의 실질
구성하여

보다 변동

년

데 이에 따르면

와 국제원유 가격을 포함하는

분기에서

년

은한
모형을

분기에 걸친 기간을 분석하였는

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기간중에 일본과 한국

의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미국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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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일본의 경기변동보다 한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는

년 한국의 외

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이후의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엔 달러 환율
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산업생산의 반응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커졌으
며 이는 한국의 자유변동환율제 채택이 엔 달러 환율의 변화와 같은 외
부충격으로부터 한국경제를 완전히 격리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해석하였다

는

년대 이후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의 소규모 동아시
아 경제들에 있어서의 경기변동 동조화가 뚜렷해져 왔으며 이러한 경기
변동의 동조화는 동아시아경제권 역내 교역의 증가 역외 교역의 감소와
더불어 엔 달러 환율의 변동에 기인하는데 그 바탕에는 이들 국가들이
외환위기 이전 및 이후에 자국 환율을 달러에 연동시킨 데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한국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 내지 총생산
의 동행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면 본 장에서는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특히 일본경제 침체가 우리 경제의 총생산
인플레이션 실질환율 이자율 등 대표적인 거시경제변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연계

를 경상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저성
장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한다 일본경제의 저성장은 엔화의
약세를 초래하게 되어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게 되고
일본의 불황 및 이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일본 시장 축소로 인해 한국
의 대일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절에서는 한국경제와 일본경제간의 자

본거래를 중심으로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일본경제의 침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투
자 그리고 한국의 대일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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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이외에 고려해야 할 한일간의 경제사회
적 연계를 살펴보고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한 연

립방정식체계의 거시모형을 설정하고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이 장의 내
용을 요약하고 향후 정책적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상거래를 통한 경제적
연계
본 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상거래를 통한 연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경기침체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분석하기로 한다 교
과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가정했을 때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내
지 국민소득은 국내총지출과 순수출의 합과 같다 순수출은 수출과 수입
의 차이인바 수출은 환율과 교역상대국의 소득 그리고 수입은 환율과
본국의 소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본경제의 침체는 궁극적으로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엔 달
러 환율의 상승은 다시 한국경제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파
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통화가
치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엔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세계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품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한일간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대
일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대일본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로 엔 달러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환율이 변화할 때 원 달러 환율이 같이 변화하는 이른바 환율 동조화현
상 이 일반적이다 둘째로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주요
산업에 있어서 핵심 자본재와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엔화 환율이 상승하여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 한국의 소득과 생
산이 감소하고 결국 대세계 및 대일본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일간 경상거래관계를 통하여 일본경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또 하나의 통로는 일본의 총생산이 한국 수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중 하나인 일본
경제의 침체에 따라 일본 내수시장이 축소되면 한국의 대일 수출이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감소하게 된다

가. 환율 변화로 인한 영향
1) 일본경제의 침체로 인한 엔/달러, 원/달러, 원/엔 환율의 변화
엔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즉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원 달러 환율도 상
승하고 이에 따라 원화가치도 하락하는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가

년

대 중반 이후 특히

표

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뚜렷해져 왔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달러환율과 엔 달러 환율은

년대 초반

까지는 일정한 동행성을 가지지 않고 움직였으나 한국의 외환위기 기간
인

년을 제외하고

년 이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등

락하고 있다
엔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원화가치도 동반하락하는 현상이 일반적이
긴 하지만 엔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원화가치의 하락의 폭은 엔화가치의
하락폭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결과적으로 원 엔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한일간 경제적 연계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고 상세한 최근 연구로서는 신현수
ㆍ사공목ㆍ황윤진

을 참조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그림 Ⅵ-1>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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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관계수 추이

자료

따라서 이러한 원 엔 환율의 변화는 세계시장에서 한국 수출의 가격경쟁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원 엔 환율은
년 월
간의 엔저

년
일

월 일

엔당

또한 원 엔

원 매매기준율 기준 이던 것이

원의 엔저를 보인 바 있는데 한국무역협회는 이 두 달

하락 가 수출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억 천만 달러로 추정하

였다 수출 감소로 인한 대일 수입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억 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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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변화는 대일 교역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환율 변화
에 따라 한국의 대일 수출이 감소하고 대일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일본의 불황이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종전에 나타났
던 것 이상의 급격한 엔저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한국경제
에 미치는 영향은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
2) 환율변화가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을 유사하게 밟아온 데 기인하여 주요 품
목별 수출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고 주요 교역상대국도 중복되는 경우가
우선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을 살펴보면 표 Ⅵ

많다

참

조 양국 모두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이고 다음으로 중국이 제 의 수출시
장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홍콩 대만 독일 싱가포르 영
국 등이 모두 양국의 상위 수출상대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Ⅵ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의 주요 수출품목에서도 양국

의 경합관계가 높다 미국 및 중국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우리나
라와 일본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 및 무역특화도지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품목별 수출경합관계를 분석한 정종인ㆍ
이한녕ㆍ한희준

에 따르면 양국간 경합관계가 높은 품목은 대다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기계류ㆍ화공품ㆍ직물중 일부 품목 등
으로서 이들 품목이 총수출 우리나라와 일본이외 지역 기준 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약

일본의 경우에는 약

였다
가량의 무역수지악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종인ㆍ이한녕ㆍ한희
준

및 정종인ㆍ방홍기

현시비교우위지수

참조
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

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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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한국, 일본의 10대 수출 대상국(2001)

순
위

한국
대상국

수출액 억달러 비중

일본
대상국

미 국

미 국

중 국

중 국

일 본

한 국

홍 콩

대 만

대 만

홍 콩

독 일

독 일

싱가포르

싱가포르

영 국

영 국

인도네시아

태 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총수출

총수출

수출액 억달러 비중

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수출 비중
자료 외교통상부 주요 경제통계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주요 교역품목에 있어서
경합관계가 높기 때문에 엔화환율 변동에 따른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
변화는 한국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총수출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한 지수이다 무역특화도는
각 품목별 수출입 차를 총무역으로 나눈 값으로서 수출에 있어서의 상대적 비
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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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한국과 일본간의 품목별 경합여부(1999년중)
무역특화도 현시비교우위지수
경합 경쟁력
지수
미국시장 중국시장
여부 우위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수출비중

차산품
농수산물
석유제품
경공업제품
섬유류
직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신발류
고무 및 타이어
나무 및 종이제품
귀금속
완구 등
가구 여행용구 등 잡제품
중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및 금속제품
철강
금속
기계류와 정밀기기
기계류
정밀기기
시계 및 동 부품
화공품
선박
철도차량 및 항공기
우리나라와 일본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 및 무역특화도지수
○ 경합관계 △ 일부품목 경합관계
비경합관계
여행용구
모자류
우산
가발
석제품
도자기
가구 를 포함
컴퓨터
및 컴퓨터 등의 부품
은 전기전자 에 포함
품목명 옆의
안에 있는 숫자는 분류
번호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서비스
출처 정종인ㆍ이한녕ㆍ한희준
표

△
한국
한국
한국
○
○

△
○
○
△
일본
△
○

주

유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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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변화가 한일교역에 미치는 영향
표Ⅵ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 말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제 의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제 의 수입대상국이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의 제 의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일본 총수입의
차지하고 있는 제 의 수입대상국이다 표 Ⅵ

의 비중을

참조

<표 Ⅵ-4> 일본의 10대 수입상대국(2001)
인도
아랍 말레
사우디
수입
총
미국 중국 한국 네시 호주 대만 에미레 이시 독일 아라비
상대국
수입
아
이트 아
아
수입액
억달러
비중
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수출 비중
자료 외교통상부 주요 경제통계

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표 Ⅵ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를 정점으로
지 줄어들었다

년대 말인

년대 들어와 꾸준히 하락하여

년에는

참조
년의
까

년대 들어와 대일수출 비중이 급감한 것은 일본의 장

기불황과 함께 미국의 장기호황에 따른 대미수출 증가 그리고 수출시장
으로서 중국이 새로이 부상된 데 기인한다
한편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년의

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년

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수입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은

년

저 호황기인
년

년대 말 이후 대

년대 들어와 지속적으로 추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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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한국의 대일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주

수
전체

출
대일

수
비중

전체

관세청 통계기준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비중은 총수출대비 대일 수출입
자료 외교통상부 주요 경제통계

입
대일

수출입차
비중

총교역

대일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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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재ㆍ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일본제품에 대한
국내 제품의 상대적인 경쟁력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러

증가

년

년

억 달러

억 달러

증가

년

억달

감소 등으로 대일수입은 국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에 비해 변동폭이 더욱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이 주로 수출이나
설비투자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계류 전기전자부품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소재류 등에 치중되어 있는 데 기인한다
우리 경제의 자본재 및 부품에 대한 높은 대일 의존도로 인해 대일 무
역수지는

년대 이후 계속 적자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국내경기

회복시 적자규모가 더욱 증대함으로써 대일 무역적자가 우리나라 무역수
지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소되었던 대일 무역적자는

년 이후

년중

억 달러까지 축

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고

<표 Ⅵ-6> 한국의 대일 10대 수출입 품목(2001)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대 수출품목
품목명

금액

대 수입품목
증가율

나프타
제트유 및 등유
경유
편직제 의류
모니터
컴퓨터 부품
컴퓨터
기타플라스틱제품
냉연강판
주
단위 기준
자료 외교통상부 주요 경제통계

품목명
열연강판
반도체 제조용장비
자동차 부품
개별소자반도체
기타잡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화학공업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플라스틱제품

금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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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년 이후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일수입의 지속
적인 증가는 투자 소비 등 국내수요의 왕성한 증가와 부품ㆍ소재 기계
류의 대일 의존적 구조 지속

년 이후 잔여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해

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일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본경
기의 침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지난

년대 초와

비교하면 많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경상수지라 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 경상수
지에서의 대일 무역적자의 비중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4) 환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종합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이는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
오고 엔 달러 환율의 상승 엔화 약세 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엔화 약세시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의
대일 수출 및 대세계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면에서는 대일 수입제품
의 가격하락에 따른 대일 수입금액 감소와 수출 둔화에 따른 국내 성장
둔화 및 원화의 동반 약세로 총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엔화 약세가 수출
입에 미치는 효과는 엔화약세시 원화도 절하되느냐에 의존하는데 전술
한 바와 같이 대체로 원화는 엔화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동조화 현
상이 최근 들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엔화 약세로 인한 우리나라 수
입 감소보다 수출 감소 폭이 더 큰 것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무역
수지는 악화된다
율의

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에 의할 경우 엔 달러 환

상승은 원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며 수출금액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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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수입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현수ㆍ사공목ㆍ

황윤진
그러나 지속적인 세계 경기 부진과 일본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일본기
업들이 수출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다
해외생산 확대와 한국 국내 기업의 가격인하 여력 수출구조의 변화 등으
로 그 영향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나. 일본 내수시장의 축소로 인한 영향
한국 수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수출 상대국의
총생산 내지 소득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 중 하나인 일본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를 보이게 되면 일본 내수시장이 축소되면서 한국
의 대일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약

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억불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에 해당하는 수준

이다 최근 들어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일수출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경기 침체가 한국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지난

년대나

년대 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평가되긴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제 위 수출대상국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년 기간 중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대일수출 증가율간
의 상관계수는

로 나타나 양자가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가
황윤진

년대 이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면 상관계

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수ㆍ사공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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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자본거래를 통한 경제적
연계
일본경제의 저성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 증권 주식 채권
투자 금융기관 대출 대금업시장의 일본계 자금 등이 감소하거나 회수되
면서 우리나라의 자본형성 수출입에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의 자금부족
현상 등 금융교란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일간의 자본거래를 중심
으로 일본경제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경영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직접투자

와 투자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기타의 유가증권을 취득
하는 증권투자

그리고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포함

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포괄하는 기타투자로 나누어진다
이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국내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본에 체화되어 있는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생산성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에 비해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증권투자는 국내 자본시
장 확충 주가상승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특히 환율 등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서 순유출을 보였으나

년대 후반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년대 들어 경제 및 무역규모의 확대와 내외

금리차에 따른 외자유입 유인의 상존 대외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히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김진용ㆍ이정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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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대한 외국인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외국인투자 계
직접투자
증권투자
주식
채권
기타투자
주
연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및 국민계정 각호

가. 외국인직접투자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쳤으나

년대 중반까지는 미미한 규모에 그

년대에 들어 중남미 외채위기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짐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외채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연평균 억달러 명목
났다 이어

년중에는

대비

로 늘어

년대 후반부터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어 명목
율이

년중에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

로 다시 하락하였다
년대 중반 이후에는 투자자유화업종의 확대와 투자절차의 간소화

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가 전면 허용되고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가

년에 다시 대폭 감소하였다 표 Ⅵ

년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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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금 액
명목

대비

주
연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및 국민계정 각호

외국인직접투자 중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자국경제의 영향을
받은 엔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직접투자 유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그 영
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Ⅵ-9> 외국인직접투자 중 일본의 직접투자 비중 추이
단위
연도
비중
자료 신현수ㆍ사공목ㆍ황윤진

표

나. 외국인증권투자 및 기타 투자
한국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자 역시
명목

대비

년대 초까지는 연평균 억달러

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년 중에는 경상

수지가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반에는

년대 초

년의 주식시장 개방과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확대에 따라 외

국인 증권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가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을 대폭
자유화한 결과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외국인채권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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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외국인주식투자도 점진적인 투자한도 확대 조치 등으로
년의 경우 외국인증권투자가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억달러 명목

대비

로 사상

년중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외국인

증권투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년중의 경우 외국인의 국

내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철폐 등에도 불구하고 소폭이긴 하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년 이후에는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이 안정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외국인증권투자가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여
준인

년에는 명목

대비

수

억달러에 이르렀다
<표 Ⅵ-10> 외국인증권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금 액
명목

대비

주
연평균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및 국민계정 각호

현재 일본계 주식투자자금은 전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의

내

외에 지나지 않아 일본경제의 향방과 엔화가치 변동에 따른 국내 주식시
장으로의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양국간의 주가 움
직임을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수 있는 바와 같이
확하였으나

그림 Ⅵ

에서 볼

년대 초반까지는 양국 주가지수간 동조현상이 명

년 이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일본경제의 움직임이 자본거래를
통하여 한국경제 특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
향에 비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일본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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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 혼란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림 Ⅵ-2> 한국과 일본의 주가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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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일본의 대한국 증권투자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일 차입금
단위
외국계 전체

일본계

비중

주식
채권
차입금
계
주 주식은 직접투자분 제외
안은 만기 년 이내인 단기차입금
입금 중 단기차입금만을 포함한 경우임
자료 신현수ㆍ사공목ㆍ황윤진
표

안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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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기타
영향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경제가 영향받을 수 있는 요
인은 위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일본경제의 불황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관광객이 줄어들어 국내 관광업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 입국한

만명 중 약

년

월 기준으로 관광목적으

에 해당하는

만명이 일본으로부터의 관

광객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일본 경제침체로 인한 일본관광객의 감소는
한국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일본에 불법취업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만명 이상의 한국인 근

로자들이 대거 국내로 돌아와 국내 노동시장에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아시아 국
가 전반의 신용도를 낮추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기전염효과

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혹시라도 일본

의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붕괴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파급되는 경우에
는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의 저성장이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을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일본과 주력 수출상품이 경합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계시장 및 일본시장
에서 한국 기업 및 한국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는 주요 산업의 자본재 부품소재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
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압도적일 것이다 그리고 일
본과 같은 유능한 경쟁국의 약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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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장확대 노력의 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표 Ⅵ-12> 목적별ㆍ국적별 외래객 입국 추이
단위 명
기간 국적

관광

상용

공용

기타

계

전년동기
구성비
대비
증가률

일본
계
일본
계
일본
계
일본
계
일본
계
일본
계
자료 한국관광공사

일본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기본 모형
매우 단순한 연립방정식체제의 소규모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상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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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하자

단

는 각각 실질생산 실질정부소비지출 명

목통화량 물가수준 실질환율 일본의 실질생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의 실질생산 환율 완전고용생산의 자연로그 값을 와
국제 명목이자율 수준을 나타낸다

는 국내 및

의 연립방정식체계는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상정하는 기본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겠다

식

은 상품시장의 균형조건이며 국내총생산은 정부지출 실질이자율 실질환
율 세계의 실질생산에 의존함을 나타낸다 식

는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이며 실질화폐잔고가 이자율과 소득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식
은 완전고용생산과 실제생산 즉 인플레이션 갭
물가수준이 조정됨을 보이고 있고 식

에 따라

는 이자율평형조건

이다 이 모형에서는

가 내생변수

는 외생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앞의 모형에 기반을 둔 공적분

체

계를 상정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 시계열이 단위근
을 가지지만 이들 중 특정 시계열들 간에 공적분

물론 식

관계가 존

의 모형은 로그를 취하고 각 식에서 상수항 및 시간추세항 등

이 생략되는 등 표기의 편의상 극히 단순화된 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증모형은 다음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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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적분관계가 존
재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는 각각 평균이 영이고 일정한 분산을 갖는 안정

적인 확률적 교란요인이다 편의상 식
에서와 같이

의 실질화폐잔고

로 표기하기로 한다 π 는

를 나타낸다 따라서

를 식

기의 실제물가상승률

π 는 사후적

실질이자율을 나타낸

다 예측오류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만일 그렇다
면 식

의 예상물가상승률

률 π로 즉 식
후적

의 사전적

를 식

에서와 같이 실제물가상승

실질이자율을 식

에서와 같이 사

실질이자율로 대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대치함으

로써 이후의 분석이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향후 전개될 단기동학의
분석은 크게 단순 용이해지게 된다
곡선

식

은 식

의 전통적 필립스

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총생산과 인플레이션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수준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식

과 같은 모형설정은 차분시계

열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는 종래의 단기적 실증분석과 비교할 때 몇
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예상물가상승률을 실제물가상
승률로 대용한 바 있다 예상오류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항상 이러한 대용이
무방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모형설정에서는 누락된 변수가 안정적인 시계
열인 경우에는 모형설정오류
이러한 대용이 가능한 것이다

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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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중요한 특성 및 이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의 모형으로부터 얻어지
는 분석결과는 실증분석시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모형설정오류
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특히 변수의 누락

은 누

락된 변수가 안정적인 시계열인 한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형을 상당
히 단순화할 수 있으며 결과의 해석도 한결 자연스럽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대상 시계열들에 있어서의 내생성
교차상관

계열상관

의 존재 여부 등에도 실증적 결과가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제

π

와 같은

벡터라 하면 식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단

그리고

이다

분석대상 각 시계열이 다음과 같은 τ 차

에 따라 생성된다고 가

정하자

단 ε 는 백색 교란요인들

의

벡터이며

이다
에 단위근이 존재하므로 이 체계의 비안정성은 일차 차분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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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비로소 제거되며 따라서 차분시계열 Δ
균식

는 다음과 같은 이동평

으로 표시된다

단

등이 보인 바와 같이 공적분 체계는 항상 오차
수정모형

으로 표현될 수 있다

를 오차수정모형으로 표현하기 위해 식

를 다시 쓰면

여기서
은

이고
식

의 장기충격행렬

이다
등이 보인 바와 같이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특이행렬

에

임을 의미

하고 따라서

이 성립한다 여기서

는

만열계수행렬

따라서

이 된다 마지막으로 식

에 의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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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수정모형 식

는 이 모형의 장기적 균형관계와 더불어 단기적

동학

도 보여 주고 있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불균형

오차

가 발생했을 때 이 체계는 본래의 균형점에서 일시적으로 이탈

하지만 공적분의 존재로 인해 오차수정계수행렬

가 생성시키는

영역의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교정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가 성립하도록

행렬

를 정의하면 식

가 되며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혀 포함하지 않는 소위 공통추세

Δ

에서

는 오차수정항을 전

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

는 개의 변수와 개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므로 개의 공통추세가 존재
하게 된다

식

공통추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의 공적분관계와 식

의 공통추세로 모형을 설정한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갖는 함의는 자못 명백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개의 시
계열은 각각 단위근을 가지며 따라서 비안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계
열들이 공적분관계로 서로 결합되어 있어 설령 공적분관계에 충격

이

가해져 일시적으로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본래의 상태로
공적분

모형은 공통추세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체계에는
참조

개의 변수와 개의

개의 공통추세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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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복귀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공적분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분관계에 가해지는 교란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공통추세에 가해지는 충격

는 장기적으로
는 각 시계열

들의 균형치를 영구히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본래의 균형상태에서 새
로운 균형으로의 전이과정은 식

의 오차수정모형이 보여 주게 된다

나. 자료
본 연구에서는
를 사용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총

총생산 정부최종소비의 대변수

개의 월별 자료
로서 산업생산지

수 월별 세출을 사용하였고 실질환율은 수입물가지수를 소비자물가로
할인하여 사용하였다 가격변수를 제외한 시계열들은 강한 계절성을 나
타내었으므로 계절조정한 후 사용하였고 이자율을 제외한 모든 시계열
은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다. 분석결과
먼저 각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검정을 사용하였다 이자율의 경우에는

상수항을 회귀식에서 제외하였고 이자율을 제외한 모든 시계열에는 선
형시간추세

의 존재가 명백하므로 회귀방정식에 상수항

을 포함시키고 단위근을 검정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최대

표

에서 보듯이 인플레이

개월간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

제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만큼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실증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회귀방정식에 포함되는 과거차분

는 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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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3> 단위근검정(Augmented Dickey-Fuller Test) 결과

시계열

수준

차 차분

π

주

명목이자율 및 실질이자율 은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고 검정했으며
유의수준
유의수준
나머지는 모두 상수항을 포함하
고 검정하였음
유의수준
유의수준
모든 검정에서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고 검정하였음
유의수준
유의수준

션을 제외한 모든 대상시계열에 있어서 수준

변수에는 단위근이 존

재하고 일차차분은 안정적이 시계열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식

의관

계식에 대한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결과 관계식별로 개 이상의 공적분관
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다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Ⅵ

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실질화폐잔고의 이자율탄력성을 나타내는
를 가진 점을 제외하면

이 기대와는 다른 부호

이 매우 단순한 모형임을 감안했을 때 기

대이상으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추정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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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4> 관계식별 공적분검정 결과(Johansen 공적분검정)
관계식

검정결과
유의수준에서 최대 개
유의수준에서 최대 개
유의수준에서 최대 개

<표 Ⅵ-15> 모형의 추정 결과

α

α

α

α

α

β

β

γ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충
격반응분석

을 수행하였다 일본 총생산의 단위

표준편차 변화가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림 Ⅵ

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총생산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한국실질환
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명목이자율 총생산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총생산이 증가하면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한국의 실
질환율은 충격 이후 초기 개월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가 이후 점차
상승하지만 원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일본경제가 호황을 보이면 한국 이자율은 초기

개월은 하락하였다

가 상승추세를 보여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본 경제 호황에 따라 국내 경기도 호전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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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일본 총생산의 단위 표준편차 변화에 따른 한국 실질환율,
명목이자율, 총생산, 인플레이션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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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총생산 증가에 따
라 한국 총생산은 약

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총생산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물가는 초기에는 급격
한 변동을 보이다가

개월 이후에는 원래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의 주요 경제변수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일본
총생산에 변화가 발생한 이후
략

개월까지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

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균형으로 전이하여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한다면

년 이상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 이러한 일본의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 한국은 실질환율의 경우 상승압력을 받게 되고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하향 압력을 한국의 총생산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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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

분석에 의하면

개월 후를 기준

으로 했을 때 상기한 한국의 경제변수들에 있어서의 변동 중

가일

본 총생산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일본경제가 지난

년간 지속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겪어 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이러한 일본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의해 어
떠한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일본경제의 저성장은 엔화의 약세를 초래하게 되어 이로 인해 우리나
라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게 되고 일본의 불황 및 이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일본 시장 축소로 인해 한국의 대일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한
국경제와 일본경제간의 자본거래를 통해 일본경제의 침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투자 그리고 한국의 대일 금융기관 차입
금 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저성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환율
을 상승시키는 반면 명목이자율 총생산 인플레이션은 하락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경제변수들의 변동의

가 일본 총

생산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경제에서 일본의 경제적 위상으로 인해 일본의 장기적인 불
황은 환율과 교역 측면에서 인근 국가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이고 동아시아 전체 경제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급속
히 확대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규모와 정부부채 그리고 거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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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금리에 달하고 있는 금리수준으로 인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재정ㆍ금
융정책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수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환율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 그런 배경이 있다
고 추정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정부가
엔화약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이는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통화가치의 동반 약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일본이 대대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나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그 가능성을 전
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의 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은 예상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국 증권투자 및 단기대출금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교역면에서
도 일본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년 외환

위기 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 상당부문 이루어졌고 경제의 기
본적 체질이 과거보다는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 의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시작으로 하여 국제경제 전체에 엄
청난 충격을 가할 것이며 한국 경제가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참고문헌

강응선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

월

김진용ㆍ이정진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한

월

국은행
배준호

년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산업자원부 환변동수출대책반 회의자료

재정포럼

월

엔화약세의 품목별ㆍ시장별 수출에

의 영향 및 일본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신현수ㆍ사공목ㆍ황윤진

일본의 장기불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원
외교통상부

월
산업

월
주요 경제통계

이현훈ㆍ허현승

월

미국과 일본의 경기변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년도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정종인ㆍ이한녕ㆍ한희준
연구
정종인ㆍ방홍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분석

월
우리나라와 중국및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분석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월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서비스
한국은행

한은조사

국제수지 및 국민계정 각호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VII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姜 三 模

서론
일본은 한국에게 제 수입상대국이자 제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
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
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추진하였고 환율제도도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전
환하였다 만약 모든 가격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부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가 많아 변동환율제
를 택하더라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일본의 엔 달러 환율이나 일본
경기의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한 주제가 매우 흥미로운 것임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한 이유는 외환위기가 지난 이후 시간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분한 자료분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지난지도 년이 흐른 현시점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본경제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절에서는 일본경제가 한국경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를 살펴 본다 제 절에서는

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분석 그란져 인과관계분석 벡터자기상
관분석 등을 실시한다 제 절에서는 다국간 실질환율을 이용하여 실질환율
고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고평가 지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엔 달러 환율이
고평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제 절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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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의 경기와 환율
동아시아 경기변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는 일본의 경기와 관련이 큰 데 특히 한국의 경우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은 공급충격의 상관관계가 두 그룹 － 즉

한국과 일본그룹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그룹 － 사이에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도 총수요와 총공급 충격의 공통 패턴을 조사한 결
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를 한 그룹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또 다른 한 그룹으로 구분할 경우 두 그룹사이에 경기의 동조화 현상이
강하다고 밝혔다
한편

는

의 연구에 기초하여 엔

달러 환율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동아시아지
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의 경기가

년대 이후 동조화현상이 강

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엔 달러 환율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엔 달
러 환율이 강세를 띠면 미국 등의 수출이 유리해져 경기가 살아나고 엔
달러 환율이 약세를 띄면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엔 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가 좌우되고 이로 인하여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Ⅶ
추세는

은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경기

년대 이후 대칭적으로

에 장기적인 경기침체

움직인다 일본은

년대

를 겪고 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년 외환위기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동아시
아 국가의 대일본 수출은
미국 수출은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

년대 이후 미국의 장기호황으로 인해 확대되었다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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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로 인해서 일본의 장기적인 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었

다 즉 이와같은 수출 확대방식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경
<그림 Ⅶ-1> 한국과 일본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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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2>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1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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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불황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Ⅶ

와 그림 Ⅶ

은 원 달러 환율과 엔 달러 환율의 추이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
하여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년 외환위기 이후 원 달러 환율은 엔 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Ⅶ-3>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199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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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검정과 벡터자귀회귀의 충격반응
분석
이 장에서는 엔 달러 환율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엔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년대 들어

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재편되었
다 이들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이어서
일본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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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의 수출업자들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의 수출품은 수요가 감소하여 결국 한국의 전체 수출은 감
소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제 국으로의 수출감소뿐만 아니라 일본에
서의 수입도 엔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감소한다 엔화로 표시된 한국 수
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결국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결
국 한국의 무역수지는 악화하게 되며 원화가치를 하락시키도록 하는 압
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엔 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면 반대로 원 달러 환
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엔 달러 환율과 원 달러 환율의 동
조화 현상은 논리적으로 살펴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수출품이 경쟁이 심
화될수록 강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경제
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한국과

일본경제는 큰 변화를 겪어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양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에서 발표하는 미국

의 산업생산 일본의 산업생산 한국의 산업생산 엔 달러 환율과 원 달러
환율을 이용하였다 관측 기간은
표Ⅶ

과 표 Ⅶ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이다

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기와 환율사이의 관계를 대

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그란져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엔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
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관계
수가 음이었고 엔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을 그란져 코즈하지 않았으
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관계수가 양이었고 엔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
율을 그란져 코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적인 경
우 가성회귀가 나타나므로 각 변수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각 변수의 로그변수가

의 신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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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안정적이지 못하였으나 로그차분변수의 경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 일본의 산업생산과 한국의 산업생산

기간

주

와

상관계수

는

와

일본의 산업생산은 한국의 산업생산을
그란져 코즈하는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표 Ⅶ-2>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기간

주

와

상관계수

는

와

엔 달러 환율은 원 달러환율을
그란져 코즈하는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한편 위의 변수들이 공적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의 신뢰수준에서 공적분 관계를 띄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수를 로그차분한 뒤

충격반응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미국경기 일본경기 엔 달러 환율 등이 충격을 줄 때 한국경기
원 달러 환율 등은 어떻게 반응하며 둘째 이러한 영향은 얼마나 지속되
며 강하고 셋째
보는 것이다

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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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반응분석을 실행할 경우 각 변수의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생성이 강한 변수를 앞에 두게 된다 이 분석에서는 미국
경기 일본경기 엔 달러 환율 원 달러 환율 한국경기의 로그차분값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부분적으로 각 변수의 순서를 다르게 하여도 결

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시차는

기준에 의해 선택되었

다
그림 Ⅶ

그림 Ⅶ

는 외환위기 이전인

년 월까지의 기간을 상대로 분석되었고 그림 Ⅶ
외환위기 이후인

년 월부터

년

년 월부터
그림 Ⅶ

는

월까지의 기간을 분석기간으

로 삼았다
그림 Ⅶ

와 그림 Ⅶ

는 엔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에

표준편

차의 충격이 발생한 경우 원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나타낸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인 그림 Ⅶ
환율에

를 살펴 보면 엔 달러

표준편차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원 달러 환율은 개월 뒤

상승하였으며 개월 뒤에는

상승하였고 점차 그 영향이 감소하였

다 충격을 받은 후 개월과 개월 뒤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
지고 있었으나 개월 뒤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띠지 못하였다
림Ⅶ

를 살펴 보면 원 달러 환율은 개월 뒤

월 뒤에는

그

상승하였으나 개

상승으로 그 크기가 감소하였고 개월 뒤에는 다시

상승으로 크기가 커졌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 할 경
우 원 달러 환율의 상승정도가 매우 커졌고 반응이 매우 빠른 것으로 보
인다

미국경기 일본경기 엔 달러 환율은 한국에 있어서 외생적이므로 앞에 두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경기가 가장 외생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므로 가장 앞에 두었
다 엔 달러 환율이 변할 때 원 달러 환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 두었고 한국경기는 앞의 모든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가장 나중에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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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4> VAR 충격반응분석: 외환위기 이전
그림 Ⅶ

엔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 표준편차의 충격에 대한
원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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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5> VAR 충격반응분석: 외환위기 이후
그림 Ⅶ

엔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 표준편차의 충격에 대한
원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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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 표준편차의 충격에 대한
한국 산업생산 로그차분값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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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

와 그림 Ⅶ

는 엔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에

표준편

차의 충격이 발생한 경우 한국 산업생산 로그차분값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나타낸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인 그림 Ⅶ
환율에

를 살펴보면 엔 달러

표준편차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산업생산은 개월 뒤

상승하였으나 개월 뒤에는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였고 점

차 그 영향이 감소하였다 충격을 받은 후 개월 뒤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월 뒤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띠지 못
하였다

그림 Ⅶ

를 살펴보면 한국의 산업생산은 원 달러 환율에 충

격이 발생한 후 개월 뒤
다

감소하였고 개월 뒤에는

감소하였

개월 뒤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띠었으나 나머지 기간은 유

의성을 띠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엔 달러 환율의 상
승이 한국의 산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매우 커진 것으로 보인
다

실질환율의 고평가 분석법과 엔 달러
환율의 영향
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과 균형실질환율
는 자국의 교역조건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소국가 모형을 만
들어 기초변수가 균형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균형
실질환율

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대외부

문과 대내부문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환율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실
질환율은 교역재의 가격을 비교역재의 가격으로 나눈 것을 사용하며 대
내부문의 균형은 비교역재 시장의 균형 대외부문은 경상수지의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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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이러한 균형실질환율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방정식

와 같이 기초변수

의 대내외적인 원인에

기인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 이유는
고정된 값을 가지는 실질환율이 대내부문과 대외부문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주 드문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지출함수 이윤함수 또는 기타 여러 함수를 명백히 함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면 비교역재의 상대적 균형가격이나 균형실질환
율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모든 외생변수에 대한
음함수 형태로서 방정식

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위 식에서
조건

은 균형실질환율

는 기의 순자본유입

는 기의 교역조건

는 기의 교역

는 기의 순자본유입을 나타낸다

의 소국가 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명목변수는 균형실질환율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역조건과 순자본유입과 같은 실질변수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교역조건의 호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
시키며 균형실질환율의 변화는 두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방향이
결정된다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비교역재의 소비가 늘어나고 비교역재
의 가격 또한 상승하여 균형실질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일반균형을 이루게 하는 균형실질환율과 실제 존재하는 실제실질환율
을 측정할 수 있다면 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적으로 실질환율

은 항상 균형실질환율과 일치하

지는 않으며 가격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말미암아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실질환율은 균형실질환율을 따라가는
경향을 지닌다 실질환율이 균형실질환율보다 높으면 저평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상태 하에 있는 것이며 실제실질환율이 균형실질환율보다 낮으면 고평가
상태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와

등은 이러한 실질환율의 고평가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통화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주장한다
실질환율의 고평가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
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질환율과 기초변수들간 공적분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고 이들 변수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
인다 둘째 기초 변수의 장기균형 모수를 추정한다 이때 기초 변수의
단기적인 충격을 제거하고 장기 안정 추세를 얻기 위하여

필터링을

이용한다 셋째로 기초 변수에 대한 공적분 계수와 장기 추세를 이용하
여 균형실질환율을 구한다 넷째 고평가를 진단하기 위하여 균형 실질
환율과 실질환율을 비교하여 한국의 실질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한
다

나. 다국간 실질환율과 엔/달러 환율
교역재의 가격을 도출할 경우 흔히 미국만을 중시하는 양국간 실질환
율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역재 시

장의 가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국 정도의 무역상대국의 환율과 생

산자물가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는 교역재의 가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자물가만을 이
용해도 충분하며 오히려 여러 무역상대국을 이용할 경우 테이터의 신뢰
도가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양국간 실질환율의 개념이 우월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는 진정한 교역재의 가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각 무역상대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등은
을 이용하여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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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분석에서는 한국의 무역상대국을 이용하여 다국간 실질환율
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미
국과 일본 두 나라에 편향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은 미미하므로
두 나라만을 이용하여 축약형 다국간 실질환율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년도의 한국의 무역액을 사용하여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가
였으며 일본의 경우

중치는 미국이

이었다

원 달러 환율 미국과의 무역가중치 미국의 생산자 물
가

원 엔 환율 일본과의 무역가중치 일본의 생산자

물가

한국의 소비자물가

실질환율에 대한 안정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Ⅶ

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로그변수는 안정성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로그차분을 실시한 후
에서 안정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표 Ⅶ
그리고 순자본유입

교역조건

는 다국간 실질환율

과

의 공적분 관계를 알려주는데

유의수준에서 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Ⅶ

는

검정에 따른 한국의 공적분 벡터의 추정치를 보

여 준다 실질환율이 이 되도록 표준화했으므로 각 계수값들은 실질환
율에 대한 각 기초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 준다
보면 교역조건

과 순자본유입

표 Ⅶ

결과를 살펴

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과 다르며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은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가중치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미국의 무역가중치
한국의 미국으로의 수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의 무역가중치
국의 미국으로의 수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한국의 미국으로의 수출

한국의 일본으로의 수출

한국의 일본으로의 수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한국의 일본으로의 수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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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3> 안정성 검정
변수

검정

미국 산업생산 로그값
미국 산업생산 로그차분값
일본 산업생산 로그값
일본 산업생산 로그차분값
엔 달러 환율 로그값
엔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
원 달러 환율 로그값
원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
한국 산업생산 로그값
한국 산업생산 로그차분값
실질환율 로그값
실질환율 로그차분값
주

와
와

는

와

검정에서 시차는 개월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표 Ⅶ-4> Johansen 검정

주

와

는

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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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 장기균형관계의 추정치
종속 변수
상수항

기간

<그림 Ⅶ-6> 한국의 실질환율 고평가
106
104
102
100
98
96
94
92
88

89

90

91

92

93

94

95

96

LNMRERK100

주

97

98

99

00

01

02

LNERERK1100

한국의 다국간 실질환율
한국의 균형실질환율

그림 Ⅶ

을 이용하여 실질환율이 고평가 상태인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실제실질환율은 굵은 선으로 나타나고 점선은 표 Ⅶ

의 장

기 계수에 기초 변수의 추세치를 곱하여 추정한 균형실질환율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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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Ⅶ

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시작된 고평가 현상이 지속되어

년 중반에는

년부터

가량 고평가된 상태

에 있었으며 그것은 통화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해석된다 한국의
실질환율은
있으므로

년 말부터 다시 고평가 상태에 돌입하였던 것을 알 수
년 말의 급작스러운 대미 환율의 폭등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실질환율의 고평가 분석은 실제의 상황
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엔/달러 환율이 실질환율의 고평가에 미치는 영향
엔 달러 환율이 실질환율의 고평가 상태에 미치는 경로는 실질환율에
영향을 주는 방법과 균형실질환율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먼저 다국간실질환율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엔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 엔 환율은 정의자체에 의해서 똑같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간 실질환율도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
질환율이 하락할 때 균형실질환율은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실질환율
은 고평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다른 여건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은 실질환율의 고평가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균형실질환율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살펴본다 균형실질환율은
결국 교역조건과 순자본유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엔 달러 환율의 상
승은 교역조건과 순자본유입을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엔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의 전가효과

로 인해서 일본제품의 달러

표시 수출단가를 하락시키므로 일본제품과 경쟁품목이 많은 한국 수출품
의 수출단가도 결국 하락하게 되어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교역조건이 악
화되면 표 Ⅶ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균형실질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다른 조건이 고정된 상황에서 이것은 한국의 실질환율을 고평가 상태에
빠지게 한다 한편 한국의 자본유입 중 상당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Ⅶ 엔 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다 그래서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은 일본의 자금력을 약화시키므로 결국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 자본유입이
감소하게 되면 표 Ⅶ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균형실질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다른 조건이 고정된 상황에서 이것은 한국의 실질환율을
고평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은 실질환율을 하락시
키고 균형실질환율을 상승시켜 한국의 실질환율을 고평가 상태에 빠뜨리
게 된다 이와 같이 실질환율이 고평가 상태에 빠지면 원 달러 환율은 상
승할 압력이 생기게 된다 만약 원 달러 환율이 전혀 상승하지 않고 실질
환율이 계속 고평가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일순간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
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 실증분석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이 과연 실질환율의 고평가 상태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식

과 같이 실질환율 고평

가 지수를 정의한다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고평가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며 음의 값을 가지면 저평가 상태에 빠진 것이다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

균형실질환율

실질환율

장에서 실시한 충격반응 분석에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를 변수로 포함
시켜 같은 방법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Ⅶ

그림 Ⅶ

는 외환위기 이전을 기간으로 분석하였고 그림 Ⅶ

그림 Ⅶ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할 때 실질환율 고평가지수를 원 달러 환율 다음에
순서를 두었다 그 이유는 원 달러 환율의 변화가 실질환율 고평가지수에 직접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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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환위기 이후를 기간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림 Ⅶ

는 엔 달러 환율의 로그차분값에

표준편차 만큼의 충격

이 발생할 경우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의 반응을 나타낸다 충격이 발생한
개월 후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는

상승하였고

상승하였으며 점차 감소하였다 충격이 발생한 후

개월 후에는
개월까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을 지니며 상승하였다 엔 달러 환율의 변화가 실질환율의 고평
가 지수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
그림 Ⅶ
에는

를 살펴보면 충격이 발생한 후 개월 후에는
상승하다가 점차 감소하였고 개월 후에는

개월 후

하락으로 반전되

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
하지 않았다 즉 엔 달러 환율이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이전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Ⅶ

는 원 달러 환율의 로그차분값에

표준편차 만큼의 충격

이 발생할 경우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의 반응을 나타낸다 충격이 발생한
개월 후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는

하락하였고 점차 감소하다가 개

월 후부터는 오히려 상승으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개월 후를 제외하고
는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Ⅶ

는 외환위기 이후를

나타낸다 충격이 발생한 개월 후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는
였고 개월 후에는

하락하

까지 하락하였다 그리고 개월 후 까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면서 하락하였다 즉 원 달러 환율의 상승은 실질환율 고평
가 지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 달러 환율과 원 달러 환율은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에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하여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원
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한
국의 외환제도는 큰 변환을 겪은 바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관리변동환
율제를 채택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자유
변동환율제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엔 달러 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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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7> 충격반응분석: 외환위기 이전
그림 Ⅶ

엔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 표준편차의 충격에 대한
한국 실질환율 고평가지수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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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8> 충격반응분석: 외환위기 이후
그림 Ⅶ

엔 달러 환율 로그차분값 표준편차의 충격에 대한
한국 실질환율 고평가지수의 반응

Response of MISMRERK to One S.D. DLNJP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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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경우 원 달러 환율이 필요한 것만큼 자유롭게 변하지 못할 소지가
있었고 따라서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은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에 보다 지
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원 달러 환율이 자유롭게 변
화되면서 엔 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 달러 환율이 즉각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지 않았을 가
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이 논문에서 엔 달러 환율이 한국경기 원 달러 환율 실질환율
고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엔 달러 환율이 한국경기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이
한국의 산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매우 커진 것으로 보인다 외
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환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자유변동환율제
도로 전환되었다 만약 모든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외부의 충격은
단지 원 달러 환율에만 영향을 줄 뿐 산업생산과 같은 실물 경제에는 영
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환위기 이후에 엔 달러 환율이 한
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온 이유는 각 가격변수가 경직적이어서 자유롭게 변하
지 않는 경우 원 달러 환율이 변하면 실질환율도 변하여 자원의 배분과
생산이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무역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이 한국의 수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엔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더
욱 커졌으며 반응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원 달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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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엔 달러 환율의 변화에 시장의
반응이 더욱 민감해졌기 때문이며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쟁이 심화되면
서 엔 달러 환율과 원 달러 환율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실질환율 고평가 지수를 만들어서 엔 달러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엔 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실질환율 고평
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영향력은 감소하였
지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엔 달러 환율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일본경제가

여년 넘게 장기불황에 빠지자 일본정부는

년 여름 엔 달러 환율을 상승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
였고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에 큰 혼란을 준 바 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화로 인하여 동아시아에 큰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동아시아 지역
에서의 통화통합에 관한 논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

개국이 유로라

는 하나의 통화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만약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경우와 같이 단일 통화를 갖게 된다면
환율 절하를 통하여 수출을 증가하려는 시도가 멈추게 되고 환율안정을
통한 지역내의 무역과 소득 증대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는 이미 이와 같은 다양한 분석이 행하여 졌으나 아직까지도 실증분석의
결과나 정책적 시사점들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Ⅶ 엔 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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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에서는

년대 초반부터 지속되어 온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을 주로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와 금융구조개혁의 부진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일
본형 정경유착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았다 또한 일본경제의 침체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결론
에서는 각 장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결과로부터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경
험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장기침체의 원인과 영향
본서에서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침체는 단순히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총수요감소나 경기부진보다는 자산가격 상승기에 형성된 대
출이 거품붕괴와 함께 부실화된 데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즉 실
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동시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복합불황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
산성이 크게 저하된 것에서도 일본경제가 생동감을 잃어가는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제Ⅰ장에서는 부실대출을 발생시킨

년대 자산가격 거품형성과정과

년대 거품붕괴에 따른 자산가격 디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생산성 감
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 그리
고 창업에 대한 장벽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일본경제
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와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연금재정
의 악화와 사회보장지출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
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일본경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도화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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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높은 복지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Ⅱ장에서는

년대에 들어 시행된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으로 나누어서 그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
하였다 특히 일본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총수요관리정책으로서
년대의 경기침체기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벡터자기상관

모

형의 추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콜금리의 경우
년대 후반에는 투자 실질국내총생산 물가 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지출 증가의 경우에는
에 비해

년대 후반

년대에 들어 실질국내총생산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이처럼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년대의 재정지출과 경기의 움직임을 보면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경
기부양효과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
은 재정정책의 비효율적 집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재정
정책만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재정적자의 규모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와 같은 적자재정의 편성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
시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안정화정책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정책을 우선해야 하며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총수요 진작은 저절
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식의 확대해석은 논리의 비약이다 오히려 일본의
경험은 유동성 함정이나 과다한 정부부채로 인해 총수요관리정책이 한계
에 달하는 상황에 접어들기 이전에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
관하거나 정책시행의 최적 시점을 실기할 경우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시

결론

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의 정책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경기안정화계획을 편성하고서도 정책
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 감기약으로 해결될 일을 이제 사실상
처방하기조차 겁이 날 정도로 일본경제를 말기 폐렴환자로 만들어 버렸
다
제Ⅲ장에서는

년대 일본경제가 경험한 특이한 거시경제현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한 논의와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유동성함정에 대해 새
로운 시각에서의 분석이 시도되었다

년대 일본경제는

에 근접한

장ㆍ단기금리 그리고 무력화된 금융정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년대

초 세계경제가 경험하였던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제는 일본의 유동성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이는 유동성함정
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일본의 유동성함정을 설명하기 위
해서

의 총수요 부족모형

의 부의 위험할증모형

와

의 통화과잉보유모형
의 제로금리제약조건모형 등

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기존의 유동성함정모형에 더하여 옵션가격의 결정
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의 유동성함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화폐경제하에서 관찰되는 명목금리는 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하지만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그림자 경제에서의 균형
금리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균형금리와 관찰되는 금리
간의 관계는 콜옵션에 의해 규명될 수 있다 즉 관찰금리는 기초현물자
산이 균형금리이고 행사가격이 인 콜옵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경우 유동성함정은 균형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인 경제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이 옵션모형을 통해 일본의 유동성함정 탈출시점을 시산
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본이 유동성함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기
대인플레이션의 창출 또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야 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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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의 창출을 위해서는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 대규모
외환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상승유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안도 통상적인 정책수단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의 사례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했음을 확인해줄 뿐이다 최근 일본에도 물가안정
목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만으로 일본이 유동성함정
에서 탈출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통화
정책에 있어 자산디플레이션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
영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서 부실채권 측정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위험관리채권 기준
으로

년 월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한 부실채권 규모는

조

엔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자체 분류기준으로부터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대출이

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잠재적 부

실채권의 규모는 공식적인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며 신용금고를 포함한
전체예금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이와 같은 부실채권에
비해 은행이 축적한 대손충당금은 겨우

조 엔에 불과한데 이는 명목

상 높은 자본비율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행들의 자본기반이 매우 취약하
여 부실채권의 문제가 금융부실의 문제 나아가 금융위기를 가져올 우려
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본의 금융부문이 부실하게 된 요인으로는

년대 후반에

나타난 자산가격 거품과 함께 대기업이 직접금융위주로 자금조달선을 전
환한 것과 가계예금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장기화된 원인으로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위기의
식 결여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여론의 반대 부실채권규모와 금융기관

결론

부실화에 대한 정보 불투명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구조조정과 부실채권정리의 압력을 받았던
한국과는 달리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자산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희박한 일본으로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할 유인이 낮았다는 점도 금융부실 장기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부실채권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제안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부실자산이 정리되고 금융기관들의 영업여건이
개선된다 해도 정부와 금융기관간의 공생관계나 금융기관들의 기존 영업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
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흔히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복
합불황의 문제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의 문제와 같은 미시적ㆍ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회경제시스템의 경직성
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사
회경제시스템은 기업의 종신고용ㆍ연공임금제 정부의 경쟁규제 호송선
단행정 정치계의 족의원 득세 등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시스템은

년대 중반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과정을 거치

면서 형성된 유착관계의 결과물인데 기업 및 산업 수준에서는 경영자
기업단위 노동조합 감독관청의 자간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는 재계 산
업단위 노동조합 감독관청 여당 族議員 의 자간 연대관계가 형성되었
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불황을 조기에 탈출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보호와 지대 추구
를 위한 유착과 결탁을 고착화시킴에 따라 부실채권의 처리를 지연시키
고

년대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

이 대외채무로 인해 외부로부터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았던 한국과는 달
리 일본은 대외자산이 많아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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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Ⅵ장은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
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저성장은 경상거래 관계 자본거
래 관계 그리고 경제ㆍ사회적 연계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경상거래 관계를 보면 일본과 한국은 양국
의 주요 수출품목에 있어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화가치의 하락이 한
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강하게
나타난 원 달러 환율의 엔 달러 환율에 대한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엔화
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의 제 의 수출 대상국이므로 일본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은 한국의 대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자본거래를 통한 연계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한국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일본계 직접투자가 차
에 못 미치고 일본계 주식투자자금은 전체 외국인투

지하는 비중이
자 자금의

내외에 지나지 않아 일본의 경기가 자본거래를 통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주가지수 상승률간 상관계수가

에 불과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제Ⅵ장에서는 실질환율 명목이자율 총생산 인플레이션으로 구
성된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추정하여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한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저성장은 장
기적으로 실질환율을 상승 원화가치 하락 시키는 반면 명목이자율 총생
산 물가상승률 등은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해를 통해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변동에 있어

가 일본 총생산의 변화

로 설명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엔 달러 환율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벡터자기상관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결론

충격반응함수분석을 통해 볼 때 엔화 가치의
에는 원화가치의
개월만에 원화가치를

하락은 외환위기 이전

하락효과를 가져온 데 반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하락시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원 달러 환율

의 엔 달러 환율에 대한 반응속도나 반응 폭이 매우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이 제시되었다
첫째 엔화가치의 하락은 한국의 산업생산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엔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커졌으며 반응속도도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 대한 교훈
이상에서의 분석결과로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은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저성장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엔화 가치의 하락이 한국의 산업생산과 원 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과거에 비해 오히
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
권투자 및 단기대출금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교
역 면에서도 일본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였
고 기업ㆍ금융부문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경제의
기본적 체질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이 전면적인 경제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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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으로는 일본이 대대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나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일본의 경제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직접
적인 파장은 예상보다는 작다고 하더라도 세계 제 의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의 경제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경제 전체
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것이며 이 경우 한국 경제가 부정적 영향에서 벗
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지
속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통화
정책과 재정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손발이 묶인 일본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환율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정
부는 엔화를 약화시키기 위한 외환시장개입을 계속해서 시도해 왔다 경
기부양을 위해 일본정부가 엔화약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는 아시아 주
요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통화가치의 동반 약세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유동성함정과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의 현실은 통화정책의 시
행에 대해서도 교훈을 준다 일본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원인에 대해
서는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간에 견해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찌하다 보니 일본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이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금리가

수준이고 물가상승률도

대

로 예상되는 등 유동성함정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기우
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가장 비관적인 경우로서 세계
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경
우 우리 경제도 제로금리의 덫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당국자도

결론

통화정책의 목표와 통화정책의 경로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가격의 버블을 방
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자산가격의 폭락이 가져다주는 위험도
아울러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과연 물가안정목표제도 하에서 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시차를 갖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자산가격 간의 괴리를 어떻게
반영하면서 운용될 것인가는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유동성 함정
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도를 운용하는 한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환율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물가안정목
표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경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으로 연금 등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년대를 통해 일본의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배 이상 증가하는

데 이는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팽창정책뿐만 아니라 불황에 따른 사회보
장 목적의 지출이 증가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출증가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적자추세가 심화되자 적극적인 재정
팽창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평소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경기변동 또는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가 다시 어
려워질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의 규모
가 배 이상 증가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제반 연금기금의 예상적자와 의료
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적자폭 확대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정부의 재정은
더욱 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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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상승

의 패턴은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의 급증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겪고 있
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에서 성공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의 위기

를 극복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국경제에는 벌써 새로운 형태의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체제의 정착과 기업의 투
자자금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이 급
증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은행 대
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다 마치
대 후반의 한국경제가

년

년대 후반의 일본경제의 복사판인 듯한 느낌

마저 든다
이제 뒤늦게나마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부동산 담보비율을 낮추는 등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실시
되고는 있지만 가계대출의 부실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
할 수도 있다 이제라도

년대 후반 일본경제의 거품형성에 따른 후유

증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겠다 그러나 일시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할 경우 급격한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경계해야 할 것
이다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할 경우 금융자본이 생산적
인 부문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
하고 방황하는 자본이 바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거품을 제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경제활동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
성하여 경제의 생동성을 키워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소규모 창업이 용이하도록 중
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진흥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전망과 시사점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일본경제의 회복과 재생이 동아시아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웃나라 일본이 향후 몰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일본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소비의 회복과 설비투자 감소폭 둔화에
힘입어

년

분기에 전기대비

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

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경제 성장률을 각각
년 경제성장 목표를

와

와

는

년

로 예측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로 설정하는 등 어둡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 현실화 가능성 등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
성과 고용불안 신규 부실채권 증가 및 국가채무 부담 등 일본경제 자체
의 산적한 문제로 인해 이와 같은 경제전망은 낙관적이라는 것이 일본
민간연구기관들의 견해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일본의 지속
적인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본
이 현재 빠져 있는 장기침체의 늪으로부터 탈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
실이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해 구조조정을 위한 개혁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년 중에도 일본정부는 경제재생을 위

해 세법의 개정 및 세출개혁 특수법인의 정리와 민영화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추진 개년 계획 경제특구 설정 등 각종 개혁
안을 마련하고 정책논의를 전개하였으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과 각종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혔다 따라서 일본
경제의 재생 프로그램이 적절히 설계된다 할지라도 일본의 정치적 구조
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일본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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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종 이해집단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문헌에서 흔히 발견되는 결론
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월 다케나카 경제재정ㆍ금융상의 적극적인 개

혁정책 추진이 기득권층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을 때 고이즈미 총리가 한
발 비켜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고이즈미 총리
가

년 월말로 예상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본 절에서는 일본이 당면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재생의
길로 환원될 것인지에 대한 사변적 논의보다는 과연 한국은 일본과 다르
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의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진단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일본은 적어도 금융위기의 발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금융문제는 금융기관의 입장에
서 볼 때 채권자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었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 금융
기관들은 채무자의 위치에서 단기차입을 상환하지 못하는 데서 금융위기
가 비롯되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금융위기는 국가 차
원에서 보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었
지만 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

금지원을 받아야 했던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사실상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만약
한국이 대외채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년 외환위기를 경험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금융구조조정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실례로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에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느끼
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나 위기 이전에는 관련법안이 전혀 처
리되지 못하였다 위기 이후에야 비로소 그 구체적 실행이 가능했다는 점
은 특히 일본과 같이 대외자산이 많은 국가의 입장에서 스스로 개혁을

결론

단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금융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자의
구조조정과정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큰 모험을 시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상
한국의 경우는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여

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경

제정책의 권한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스스로 이룩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어언 년이 흐른 시점에서 금융
구조조정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일본에 비하면 매우 빠
른 속도로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결국 일본은 우리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쇠락해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외환위기로부터 졸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닮아 가는 것 같은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부
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대출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규모가 단기
간에 급증하였으며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이 날로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이 부실화 징조를 보이고 있다 만일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가격 거품
이 빠질 경우 부실 가계대출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도 있다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부문의 개혁은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노동계도 지난 경제위기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심상치 않은
동요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황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고
도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분명 경제성적표에 있어서 모범생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곳곳에 집단이기주의의 병폐가 도사리고 있다 자칫 정
치적 민주화과정을 통해 대중인기영합주의
우려된다

가 분출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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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치
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할 때 그 경제는 몰락해간다는 것이다 일본은 시
장개방압력에 굴복해 관세를 낮추었지만 유통구조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해 시장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중국산 저가제품
의 수입에 의해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고 오히려 수입개방
의 피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시장을 보는 편협한 시각
이다 자유무역협정을 싱가포르와 체결하면서도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 대가로 선거에서 정치적 지지를 약속받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있어 보
편화되어 있다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재정자금이 정치
논리에 의해 불필요한 사업에 방만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이 일본 재정정
책의 현실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치인들이 대부분 장관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보니 경제부처의 관리들은 승진에 있어 정치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 못지않게 시장을 보는 눈이 폐쇄적이다 물론 세계화
가 반드시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반세계화의 물결이 각
종 국제회의 때마다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철학의 무분별
성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세기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이다

가까운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로부터 위안을 얻
을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개혁ㆍ개방 변화로부터 미래를 읽어야 한다 새로
운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
기 위해서는 세계를 무대로 실력을 갖춘 인력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일본의 몰락은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일본에 안주하였기 때문에 비롯
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사실 일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직 일본과 같이 선진국이 되지도 못하고 자칫 이
류 내지 삼류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를 더욱 걱정해야 할 것
이다 기업과 개인이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활보할 수 있

결론

도록 폐쇄적 세계관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교육시스템
을 바꾸고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할 것
이다
모리시마 미치오 교수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기득권층의 지대를 보호하는 대가로 정치적 지지
를 얻고자 하는 정치꾼으로 폄하하고 있다 정치적 상부구조가 부패하고
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구조
상에 있어 한국은 일본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한국의 미래는 일본만큼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일본만큼 잘 살
지 못하고 아직도 경제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한국의 정
치인들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항상 중립적이고 과학
적인 입장에서 정책개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책개발은 행정부처만
의 몫이 아니다 정치인 스스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때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새롭게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姜三模
現
著書 및 論文

朴大槿
現
著書 및 論文

王允鍾
現
著書 및 論文

柳在元
現
著書 및 論文

李永燮

現

著書 및 論文

李仁杓
現
著書 및 論文

李炯根
現
著書 및 論文

林俊煥
現
著書 및 論文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년
년

월
월

일 인쇄
일 발행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전화
오롬시스템 주
년

전화

월 일 제

대표 이호열
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複製를 금함】

ISBN 89-322-0030-0

93320

값 1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