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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曺琮和∙�炯根

서 언

년대 초 이래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금융규제완화와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가와 부동산가격 등 자
산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여 일
반적인 경기변동보다 진폭이 큰 사이클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대 말과

년

년대 초에 일본과 북유럽이 경험한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

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인 것
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산버블현상이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세기 네덜란

드의 자산버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 년 동안

에 겪은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의 과정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대부
분의 나라에서 경제 전체의 물가는 평균상승률과 그 표준편차로 볼 때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자산가격만 급등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년대 말과

년대 초 주가 및 지가의 급등락을 경험한 일본

년대 중 이른바 신경제현상에 힘입어 주가상승을 경험했다가

년 들

어 주가하락을 겪은 미국 최근 물가안정세하에서 주택가격 급등을 겪은
우리나라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적 현상은 자산가격과 물가ㆍ성장의 관계 그에 대응한
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년대 말과

년대 초 일본경제의 경

험은 자산버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최근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례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당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
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과
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응
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인식의 출발이 최근 우리나
라의 상황에 있는 만큼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산시장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집필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세제ㆍ주택공개념 등 부동산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자제하고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통화금융 측면의 정책과
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이

년대 말의 일본에 비해

가격상승의 범위나 폭으로 볼 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
라서 부동산가격 하락의 경우에도 그 폭이나 속도가 일본보다는 심각하
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수년 동
안 우리나라의 은행경영이 주택 관련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융 부실과 거시경제적 불안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하
면서 금융감독과 은행자본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년대 후반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경험했으면서도 금융불안을 피할 수 있었던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튼튼한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과 건전성에 바탕을 둔 은행경
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조종화 박사와 이형근 전문연구원에 의해 집필되었
습니다 필자들은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소중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금융연구원 권재중 박사 인천대학교 정 훈 교수 본원의 양두용 박
사 등 심의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통계자료의 수집과 처리 원고
정리 등에 있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권식 연구원과 김정운 주임연구조

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년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 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년 이래

년

월

일의 부동산 종합대책

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저금리 가계대출 확대

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 교육문제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귀결된 최근의 우리나라 주택시장 동향은

년대

후반 자산버블의 형성과 팽창을 경험한 당시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며 우
리나라 주택가격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그렇다면 이미 알려진 여러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 버블
은 언젠가는 붕괴되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 전반의 장기적 불안정을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버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지대하
고 버블 붕괴의 속도와 폭 및 그에 따른 후유증도 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버블 팽창을 막고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버블 소멸시
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년대 초 이래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금융규제 완화와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가와 부동산가격 등 자
산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여 일

반적인 경기변동보다 진폭이 큰 사이클을 나타내었다 특히
과

년대 말

년대 초에 일본과 북유럽이 경험한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금

융시스템의 불안정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
로 지적된다
자산버블현상이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드의 자산버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지난

세기 네덜란

여 년 동안에 겪은 자

산버블의 형성과 붕괴과정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 전체의 물가는 평균상승률과 그 표준편차로 볼 때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자산가격만 급등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년대 초 주가 및 지가의 급등락을 경험한 일본
신경제현상에 힘입어 주가상승을 경험했다가

년대 말과
년대 중 이른 바

년 들어 주가하락을 겪

은 미국 최근 물가안정세하에서 주택가격 급등을 겪은 우리나라 등이 모
두 그렇다
이와 같은 특징적 현상은 자산가격과 물가ㆍ성장의 관계 그에 대응한
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
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년대 말과

년대 초 일본경제의 경험은

자산버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최근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례
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당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과정을 분석함으
로써 우리나라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인식의 출발이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는 만
큼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산시장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또한 집필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세제ㆍ주택공
개념 등 부동산대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자제하고 부동산가격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통화금융 측면의 정책과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년대 후반에 일본경제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과열된 가운데 극심
한 자산버블을 경험하였다 일경평균주가는

배로

대 도시의 상업지

지가지수는 배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자산가격의 급등은 주
로

년대 초부터 금융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된 가운데 일본중앙은행이
년 월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화 강세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에 대응

하기 위하여 저금리정책을 추진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밖
에도 도쿄의 국제화를 지향한 당시의 국토개발계획이나 부동산 관련 세
제 일본경제의 장래에 대한 자신감 또는 도취감 등도 자산버블의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국제적인 정책협조 분위
기 엔화 강세의 저지 내수 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안고 있던 상황하에서 일본 통화당국의 통화정책 운영은 일
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산버블과 경기과열 및 인플레압력에 대응하여 일본 중앙은행은
년 월 이후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여

년 월까지 다섯 차례

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고 그 결과는 자산버블의 급속한 붕괴와 경기침
체로 나타났다 버블 붕괴라는 거시적 쇼크의 영향은 먼저 부동산 담보대
출의 부실채권화로 나타났으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는 신규 부실채권
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불황을 심화시키는 불황과 부실
채권 사이의 악순환이

년대 내내 일본의 장기침체과정에서 진행되었

다 이 시기 일본의 통화정책은 버블 붕괴의 영향과 금융부실의 누적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금리인
하 등 금융완화조치가 실시되어도 은행신용은 확대되지 않음으로써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부실채권문제의 근본적 해
결 없이 금리인하에 의존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
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급변동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사례는 일본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년대 말 이

후 북유럽 멕시코 아시아 등지의

가지 사례에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

다가 급락한 다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문이 부동
산가격 때문에 위기를 겪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부동산시장이 붐일 때는 담보시가대비 대출금액비율이 하락하여
리스크를 저평가하게 됨으로써 과다대출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일단 부
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둘째 금융기
관이 부동산 대출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미래의 임대료 소득 금리
감가상각 등의 변수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분석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을 담보로 대
출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담보 가치에만
관심을 두어 담보 가치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넷째 도덕
적 해이의 문제도 있어서 차입자가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에 따르는 리
스크를 금융기관에 전가하려는 위험이 있다
년대 말의 일본과 최근의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
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두 나라에서 공통적
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자산가격만 급등
세를 보였고 일본은 도쿄의 오피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강남 아파트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산되는 형태가 비슷하며 셋째 저
금리와 가계대출 확대라는 버블 발생이 요인도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년대 말 버블형성기에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과열상태였던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
운데 부동산가격만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나 부동산가격 상승의 범위와
폭 그리고 일본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비율 등은 두 나라 사
이의 차이점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만약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불안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약

였던 가계대

출 비중은

년 월 현재 약

로 높아졌으며 가계대출자금의 약

가 주택 관련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시 금융부실이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담
보시가대비 대출금액비율이

년대 말의 일본에 비해 훨씬 낮아서 부

동산가격 하락시 겪게 될 금융권의 손실이 일본에 비해 그리 우려할 만
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소개하였다
자산가격변동에 대해 통화당국이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
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자산가격의 변동을 직접 겨냥한
금리정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우세함을 적시하였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볼 때에도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정
책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동산가격
의 하락이 반드시 금융위기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싱가포르와 홍
콩의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 거시경제 펀더멘털의 강건성과 적정한 금융
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은행경영의 중요성
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긍정적 측면을 약술하였다
부동산가격 안정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
로 부각되어 있다

년

월 말 발표된 세제개선 및 주택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번 조치나 상황에 따라 주
택공개념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아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더욱이 수출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경기회복을 내다보는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금리정책도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여
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이 이렇고 지금의 부동산가격에 거품
이 끼어 있는 상태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부동산가격은 더욱 하락세를 보
일 가능성이 크다

년대 초 일본에서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

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은

년대 말

의 일본에 비해 가격상승범위 서울 강남 아파트 중심 일본은 전 지역 모
든 형태의 부동산 나 폭 서울 강남

일본은

으로 볼 때 그 정

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하락의 경우에도 그 폭이
나 속도가 일본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은행경영이 주택 관련 대출 중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융부실
과 거시경제적 불안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금융감독과 은행자본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년대 후반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경

험했으면서도 금융불안을 피할 수 있었던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는 다
시 한번 튼튼한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과 건전성에 바탕을 둔 은행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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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
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ㆍ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년 이래

년

월

일의 부동산 종합대책

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저금리 가계대출 확대

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 교육문제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귀결된 최근의 우리나라 주택시장 동향을 두고
년대 후반 자산버블의 형성과 팽창을 경험한 당시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
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희갑
년 월 현재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에는 약
끼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한국은행

또한 손경환

은

에 이르는 거품이

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 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그렇다면 이미 알려진 여러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 버블
은 언젠가는 붕괴되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 전반의 장기적 불안정을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버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지대하
고 버블 붕괴의 속도와 폭 및 그에 따른 후유증도 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버블 팽창을 막고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버블 소멸시
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년대 초 이래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금융규제 완화와
버블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 장 참고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가와 부동산가격 등 자
산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여 일
반적인 경기변동보다 진폭이 큰 사이클을 나타내었다 특히
과

년대 말

년대 초에 일본과 북유럽이 경험한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금

융시스템의 불안정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자산버블현상이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드의 자산버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지난

세기 네덜란

여 년 동안에 겪은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과정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대부분의 나라에
서 경제 전체의 물가는 평균상승률과 그 표준편차로 볼 때 대체로 안정
된 가운데
과

자산가격만 급등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년대 초 주가 및 지가의 급등락을 경험한 일본

바 신경제현상에 힘입어 주가상승을 경험했다가

년대 말
년대 중 이른

년 들어 주가하락을

겪은 미국 최근 물가안정세하에서 주택가격 급등을 겪은 우리나라 등이
모두 그렇다
이와 같은 특징적 현상은 자산가격과 물가ㆍ성장의 관계 그에 대응한
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였다 예컨대

년 월에 미국 시카고에서는 세계은행과

시카고 연방은행의 공동주최로 자산가격 버블
제하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세계적 석학이 대거 참여하여

의주
등

편의 논문을 놓고 자산버블의 이론적ㆍ

실증적 측면과 정책 대응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자산버블을 둘러

년대 후반에 선진국의 평균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의 범위에서 변동함
으로써
년 중의 약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표준편차도 분의
로 줄어들었다

제 장 서론

싼 최근의 토론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문제의식은 다음 몇 가지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자산가격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자산가격은 어떤 채널
을 통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산가격의 급변동은 어떤 경우에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오는가 거시경제정책 수행시 자산가격의 변동
을 얼마나 어떻게 감안해야 하는가
년대 말과

년대 초 일본경제의 경험은 자산버블에 대한 국제

적 논의에서 최근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례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
라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당시 일본의 전
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이 보고서에
서는 일본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
제인식의 출발이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는 만큼 논의의 전개과정에
서 여러 가지 자산시장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집필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세제ㆍ주택공개념 등의 부동산대책의 방향
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자제하고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
급영향과 통화금융 측면의 정책과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하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자산버블의 형성과정과 그 요인을 알아본다 제 장에서는

년대 말 일본
년대 초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과정과 그에 따른 금융부실의 누적을 살펴보고 일
본 정책당국의 버블에 대한 대응정책을 평가한다 제 장에서는 우리나라
와 일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일본
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장은 이 보고서의 요
약과 결론이다

제 장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 그 원인
본 장은

년대 후반 일본에서의 자산버블현상과 그 원인 및 정책

대응에 대한 파악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에서의 자산버
블 형성과정과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산버블 발생ㆍ확대의 메커
니즘 속에서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의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형성과 특징
일반적으로 지가와 주가 등의 자산가격은 펀더멘털 배당 지대 금리
리스크 프리미엄 등 에 의거해 결정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펀더멘털로
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버블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버블은 최

초 어떤 이유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가격이 더 상
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기세력 즉 자산의 효용이나 수익창출능력보
다 차후 양도차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가세하여 가격이 급격히 상승
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년대 후반 일본경제의 버블은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경제활동의 과열 통화량공급ㆍ신용의 팽창이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은행의 翁邦雄외

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특징의 동시발생을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여

년 이후

년에 걸친 년간을 버블기 라고 정의하고 있다
飛岡健
バブルの經濟學 實業之日本社
柳川範之
バ
ブルとは何か 村松岐夫 奧野正寬 編 平成バブルの硏究 上 東洋經濟新報
社

翁邦雄ㆍ白川方明ㆍ白塚重典

資産價格バブルと金融政策

年代後半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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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가격의 대폭적인 상승
년대 후반 일본 버블기의 첫째 특징은 지가ㆍ주가로 대표되는 자
산가격의 급격하고 대폭적인 상승이다
자산가격 가운데 최초로 급격한 상승을 보인 것은 주가였다 일경평균
주가는
년

년에 들어서부터 상승속도를 빨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월 말에는 만

월 만

엔 대비

엔으로 플라자합의가 이루어진

배의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 후 주가는 급속한 하
년 월에는 만

락으로 전환되어

년

상이나 하락하였다 그림
<

엔으로 정점시기대비

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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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06-08

197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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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5-26

1974-01-16

1972-09-08

1971-05-12

0

1970-01-05

5,000
5000

자료

한편 지가는 주가보다 약간 늦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년 월을

으로 했을 때

년부터

대 도시의 지가지수 상업지 기준 는
년 월

로

년대 초반에 비

日本の經驗とその敎訓 日本銀行金融硏究所
주가는 그 후 일시 회복하는 국면도 보였지만
년에 엔고의 진행 등을 배경
으로 만
엔까지 다시 하락하였다 또한
년 월 일 현재에는 만
엔 정점대비
의 저하 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교하여 배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그림

에서 보듯이 상업지는 주택

지와 공업지에 비해 가격상승이 매우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년대 후반 버블시기에 지가상승은 상업지가 선도하고 있음을 알

서

수 있다 지가는 그 후 하락으로 전환해

년 현재에도 여전히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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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년도는 월 말 기준임
자료 日本不動産硏究所

또한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의 통계 에 따르면 주택 아파트 가격 역시
년대 후반에 급상승하여
있다 그림

참고

수도권에서의 신축아파트 평균가격은

만 엔이었는데 이는
이상

년에는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년 전인

년

년 월

만 엔에 비하면 두 배

상승한 것이었다 동 연구소에 따르면 특징적인 점은 버블시
대 도시는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를 의미한다 한편 대
도시 지가지수가 정점을 기록했던
년 월 주택지는
공업지는
로
년대 초반에 비해 배 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였다 또한
년 월 현
재 상업지 주택지 공업지의 가격지수는 각각
년
년
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日本不動産經濟硏究所
マンション こんなに わった－郊外化から都心
居住へ－
月 不動産經濟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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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주요 아파트 구입 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것으로 나타나 법인
이 대폭적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축아파트
년 시기의 반짝 상승기를 제외하면

가격의 추이는

로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년 정점기

년에는 최저의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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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주 조사대상은
년간의 년으로 전국에서 거래된 층 이상의 민간분
양 아파트 일본에서는 이를 만숀이라 함 임 신축아파트의 평균가격은 한 채
당 가격으로 예컨대
년 수도권에서는 한 채당 전용면적은
㎡
년에는
㎡임
자료 日本不動産經濟硏究所

2) 경제활동의 과열
년대 후반 일본 버블기의 두 번째 특징은 경제활동의 과열이다 이
시기의 경기는
월

년

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년 월까지 년 개

개월 의 장기에 걸쳐 확대하였다 이후 후퇴로 전환해

까지 후퇴를 계속했다 이러한 경기확대는

년

월

년대 후반의 이자나기 경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기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간이며
균

실질

광공업 생산은 각각 연평

로 모두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이 시기의 경기확대에
대비 설비투자비율은 고도

는 설비투자가 견인차의 역할을 했는데
성장기에 필적하는

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 계속되었다 또한 가계부

문에서도 지속적인 주택투자 내구소비재지출의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참고

한편 버블붕괴 후의 경기후퇴국면을 보면 후퇴기의 길이는
년 월

년

년 월

월 로서 제 차 석유쇼크 이후의 경기후퇴

개월
년 월

개월 에 이어 전후 두 번째로 긴 경기후퇴를 경험했다 또한 이

기간의 실질

성장률은 연평균

에 그쳤고 광공업 생산은 연평균

의 속도로 감소했다
<

2-4> 1980~90

GDP

CPI
단위

7.0
6.0
5.0
4.0
3.0
2.0
1.0
0.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GDP

2.8

3.2

2.3

3.8

4.6

2.9

4.4

6.5

5.2

5.2

3.3

1.0

0.3

CPI

4.9

2.8

1.9

2.3

2.0

0.6

0.1

0.7

2.3

3.1

3.3

1.6

1.3

자료 內閣府 經濟社會總合硏究所

이자나기 경기의 확대국면은

總務省 統計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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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GDP

단위

25.0

20.0

15.0

10.0

5.0

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설비투자 12.8 12.9 12.7 12.7 13.7 14.7 15.0 15.2 16.5 18.0 19.1 19.3 17.8 15.6 14.5 14.6 14.7 16.3 16.1 15.4 16.6
주택투자 6.0

5.7

5.5

5.1

4.8

4.7

4.9

5.8

6.0

5.8

5.8

5.2

자료 日本 總務省統計局ㆍ統計硏修所編

와

기대비로 각각
<

4.9

5.2

4.8

日本統計年鑑

한편 개인의 주택자금용 대출도 이미
년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4.9

5.3

4.4

3.8

3.9

日本統計協會

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년 분기와

년 분기에는 전년동

나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2-6>

(

참고
)

단위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
-40.0
1991

1990

1989

1989

1988

1987

1986

1986

1985

1984

1983

1983

1982

1981

1980

1980

-60.0

자료 日本銀行 調査統計局 金融經濟統計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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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공급ㆍ신용의 팽창
년대 후반 일본 버블기의 세 번째 특징은 통화와 신용의 팽창이다
통화공급의 동향을 보면
저점

년

년에는 증가율의 수준이 약간 하락했지만

월기 전년동기대비

은 점차 확대되어

년

월기에는

규모는 전년동기대비로

신용

그 후 통화공급의 증가율
를 상회했다 이 시기의 민간

대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그 증

가율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통화공급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참고

2-7>

(

ㆍ

)
단위

14.0
12.0
10.0
8.0
6.0
M 2+CD

4.0

민간신용

2.0
1989.10

1989.07

1989.04

1989.01

1988.10

1988.07

1988.04

1988.01

1987.10

1987.07

1987.04

1987.01

1986.10

1986.07

1986.04

1986.01

0.0

자료 日本銀行 調査統計局 金融經濟統計月報

또한 버블기에는 은행차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금
융자유화의 진전과 주가상승 등을 배경으로 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액을 보면
년대비

를 보였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는

년부터 급격한 증가세 전
년에

조 엔으로

민간신용은 민간비금융기업 개인 등에 대한 대출 및 회사채ㆍ주식보유액 등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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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기간에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림

을 보면 특히

년

의 기간에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현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러나

년에는 천억 엔 수준으

로 급감하였다
<

2-8>
단위 조 엔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조엔)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1

1.9

1.3

0.8

1.0

0.9

0.9

3.0

4.8

8.8

3.8

0.8

0.4

0.8

0.9

0.6

자료 東京證券去來所

4) 이전시기 자산버블과의 특징 비교: 지가를 중심으로
전후 일본에서는 지가버블이 회 발생하였는데 첫 번째는
고도성장기인 이와토 岩戶 경기 의 시기 두 번째는

년
년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英 총리 당시의 열도개조붐 의 시기 세 번째는

년

대 후반의 자산버블의 시기이다 吉川洋
첫째 전후 최대의 지가상승은

이와토 경기 의 시기에 발생했다

년 시기의 일본경제는 설비투자 주도의 고도성장이 진행되었는
데 그 과정에서 공업용지의 부족이 초래되면서 도시 근교의 공업용지가
吉川洋
土地バブル
東洋經濟新報社

村松岐夫 奧野正寬 編

平成バブルの硏究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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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했다 이와 함께 대량생산방식에 의한 인원부족으로 지방의 노동력
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의 주택지ㆍ상업지가격도 급등하게 되었
다

대 도시 공업지역의 지가는

했으며 이외에 주택지

년 월 전년동월대비

상업지

나 상승

등의 급속한 지가상승이 발

생했다
이 시기 지가상승의 특징은 공업화의 진전이라는 실제의 경제적 기초
여건

의 반영에 있는데 이는 용도별 내지 지역별 지가상승

률에서 큰 편차가 보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대도시권의 공업지가는
가까운 상승을 보인 반면 농업용지의 지가상승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 전후 최대의 지가상승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기본적
으로 고도성장에 의한 일본경제의 변모라고 하는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
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년대 초반 금융완화와 일본열도개조론에 영향을 받아 자산

버블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수출의 급증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확
대로 엔 절상압력에 직면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재정
지출의 증대 재할인율 일본에서는 이를 公定 合率이라 함 의 인하를 통
해 경상흑자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융완화의 영향은 우
선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다
했고

년 월에 東 주가는 시장최고치를 기록

년 초까지 더욱 급상승하였다 지가 측면에 있어서는

년

들어 개인소비와 주택투자의 회복전망에다가 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
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년 월

일에 일

본열도개조론 이 발표되고 월 일에 다나카 내각이 탄생하면서 지가는
완만한 상승이 아닌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주택지에서

공업지에서

이 시기의 지가상승은

상업지에서

년 월에 지가는
상승했다

년대 초반의 이와토 경기에서와 같은 용도

별ㆍ지역별에 의한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지가는 전국 그리고 전체
용도에서 상승했다 이러한 전원참가형 의 지가상승은 금융완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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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개조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년대 후반 지가급등은

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금

융의 자유화ㆍ국제화하에서 발생하였다 도쿄 역외

시장의 창설

이 결정되면서 도쿄에는 외자계의 은행ㆍ증권회사가 차례로 개설되었고
사무실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의 상승을 보였다

가격은 전년대비

년 월에는 대 도시의 상업지
년 일본경제는 엔고불황에

돌입했지만 사무실 수요만은 왕성했다 상업지의 가격상승은
월

년 월

를 기록한 반면 같은 시기에 주택지에서는 각각

공업지에서는

의 상승을 보이는 것에 그쳤다 한편

년 월 플라자합의 에 따라 엔고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일본은행은 엔
고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금리의 인하를 촉진하여 일본경제는 초
금융완화시대로 돌입한다 때마침 금융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업에의
융자가 부진했던 도시은행은 토지취득자금에의 융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했다 이에 따라

년에 들어 상업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가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다

년

대 후반의 지가상승은 전체적으로 대도시형 이었다 또한 이와토 경기
시기의 지가상승이 공업용지의 주도에 의해 발생되었던 것에 비해
년대 후반의 그것은 상업지의 주도로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
기의 지가상승은 대도시 상업용지의 수요증가에의 기대 라는 실체적 요
인에 의해 시작되었고 점차 금융완화에 의한 전원참가형 으로 변질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년대 후반 대도시 상업용지의 수요증가에의 기대 는 결국 정부당
국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
는 자산버블 발생의 원인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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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시기

주요 특징

년

이와토 경기
고도성장형 지가급등 전후 최대 지가상승
공업용지 가격급등

년

엔절상 압력에 대응한 금융완화 저금리
일본열도개조론
전국 및 전체 용도에서의 지가급등

년대 후반

금융 자유화ㆍ국제화 추진 도쿄 역외시장 창설
년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에의 대처로 금융완화
대도시 상업지 주도에 의한 지가상승

나.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 형성의 원인
여기에서는

년대 후반 일본 버블경제의 발생ㆍ확대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서 자산버블의 형성원인을 찾아보도록 한다 자산버블의 진행에
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상호 관련되어 복합적
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자산버블 형성의 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즉
무엇보다도

년대 후반 일본에서의 자산버블 발생은

년대부터 추진된 일본의 금융자유화 및

년 플라자합

의에 따른 엔고에 대응하기 위한 저금리 추진 등의 금융완화와 당시의
국토개발 세제ㆍ규제완화 등의 세 가지 정부정책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시장규율 및 금융감독의 미흡과 일본의
전반적인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여타의 주요한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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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자유화와 금융완화
일본에서는 금융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대기업의 자금조
년대 초부터 급속히 자유화된 반면 은행의 증권업무 진출은 단

달이

계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사채ㆍ전환사채ㆍ증자 등 자
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기업의 은행이탈 즉 기업
가 가속화되었다 은행은 이러한 주요 고객

의 탈중개화

의 상실에 직면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에의 융자 확대로 대응하였다 또한
는

년대에 금융자유화로 인해 은행여신 측면

에서 대기업의 은행이탈이 진행되는 한편 금융자산 중에서 은행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은행은 중소기업과 부
동산 관련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새로운 이윤창출기회를 찾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년대 버블 붕괴에 따라 부

실채권의 증대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년대 후반 일본의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행태변화

에 대해서는 금융제약이론
되고 있다 즉

에 따르면 일본의 이자율 규제와 같은 경쟁규제

정책은 은행으로 하여금 지대
였다 그러나

에 기초한 설명이 시도
에 따른 초과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하

년대 금융자유화에 따른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의 탈중

개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은 과거와 같은 초과이윤을 획득
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중소기업과 부동산 관련업에의 대출을 확대하는
행태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섭

은 자유화에

따른 자금흐름의 변화 및 정부의 비대칭적 규제완화가 자금흐름을 왜곡
시켜 버블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련
또한
는 개별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
의 확대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확대는 지가상승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의 대출기업 유출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시 은행의 부실채권비중이 지가변동
토지담보비중 등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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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본자유화와 같은 일부의 규제완화가 먼저 시작되면서 은행으로서는
주고객의 상실에 따른 가용자금이 급증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파생상
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도입에는 여전히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가계예금
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결국 은행은 예금 대출 의 과잉유동성에 직면
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
해 과거에는 거래하지 않았던 중소기업 및 부동산 관련업에 대출을 확대하
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년대 후반의 버블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의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되었
는데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은 이미
를 상회한 이후

년에는

에 달하였다

그림

년에

에서 보듯이

부동산 관련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업에의 은행대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
졌고

년부터는

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업에의 대출은

년대에 일관되게

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여신전문금융기관

에의 대출은

년

였으나

년부터는

하게 되면서 부동산업에의 대출에 육박하고 있다 즉
에의 은행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대를 상회

년대 후반에는
는 이러한 자금을

통해 부동산업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지가버블의 형성에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 배후에는 은행이 있었고 결국 은행이

또한
년대 일본에서의 금융자유화ㆍ국제화의 흐름이 불균형적인 형태로
진행되면서 이것이 기업 가계 은행 등의 각 경제주체 행동에 차별적인 영향
을 미친 점에 대한 실증분석은 小川一夫ㆍ竹中平藏 編箸
참고
는 융자가 가능하나 예금은 받지 않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이다 이 때
문에 자금조달은 은행과 다른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금융기관은 증
권과 은행 등 면허제의 금융기관과 다르며 임금업규제법에 기초해 등록만으
로 영업이 가능하다
의 종류에는 소비자금융 카드회사 주택금융전문
회사 住專 리스회사 등이 있다
는 은행과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업자에게 거액의 융자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버블붕괴 후에는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게 되어 住專의 붕괴로 대표되는 것
과 같은 경영파탄이 초래되었다 또한 은행과 보험회사도 자회사로서
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블붕괴 후 모회사의 경영이 압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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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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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행의 총대출대비 각 업종별 비율임
는
년까지는 기타 금융업 이후는 대금업ㆍ투자업등비예금
신용기관 임
자료 日本銀行 調査統計局 經濟統計年報 各

한편 일본의 통화당국은
엔고불황 을 저지하기 위해

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급등에 따른
년부터

년까지 재할인율을 지속적

으로 인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에 걸친 금융완화는 결국 자산버블
을 가져왔다

표

에서 보듯이 자산버블기에 일본은행은 회에 걸쳐

재할인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재할인율은
월

까지

포인트나 인하되었다 더구나

년 월

에서

년

년 월 이후에는

년 이상 이러한 저금리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금융완화가 자산가격의 급
격한 상승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翁邦
雄 외
翁邦雄ㆍ白川方明ㆍ白塚重典
資産價格バブルと金融政策
の日本の經驗とその敎訓 日本銀行金融硏究所

年代後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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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융완화는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
게 한다 대규모의 투자활동을 행하는 기업은 자기자금을 초과하는 투자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 매매에 있어서 그 시간적인 간
극을 메우는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완화는 이러한 투자포지션 형성을 용
이하게 했다
둘째 금융완화에 의해 실현된 주가상승은 자본비용을 감소시켜 시가
증자발행 전환사채ㆍ워런트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의 주식시
을 매우 용이하게 했다

장을 통한 자본조달

셋째 지가 및 주가의 상승은 기업이 보유하는 토지ㆍ주식의 자산가치
를 높여 자산의 담보 가치 증가를 통해 은행차입ㆍ사채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능력을 크게 높였다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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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인율 변화 내용

비고

인하

→

인하

→

인하

→

미국 금리인하

인하

→

미ㆍ일 재무장관 환율
안정 공동성명 발표

인하

→

인상
주

:

→

독일ㆍ일본과 금리정
책 협조 발표
→

환율안정 합의 루브
르 합의 채택
개월 만의 인상 전환

비고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금융완화는 국제공조 차원에서 이
루어진 성격이 매우 크다
재할인율의 변화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부록 참고
小林慶一 ㆍ加藤創太
는
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지가상승
기대를 배경으로 기업과 가계가 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고 이 자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는 이른바 양건 兩建 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고 지
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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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금융완화는 주가급등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
라 자금조달과 관련해 대기업의 은행이탈을 야기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
금 수익보전을 위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확대를 초래하는 등 자산버블의
발생ㆍ확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하자면 이 요인들은 자금
조달 비용의 저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담보가치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이다
2) 국토개발정책: 수도개조계획ㆍ리조트개발
년 일본 국토청은 수도개조계획을 발표하고 도쿄의 국제화와 이
에 따른 외국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쿄 진출 등으로 인해
쿄

개구에

년까지 도

헥타르의 신규 사무실 면적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즉 국토청은 도쿄의 사무실 부족을 예상하였다 이로 인해 지가는 이후
제 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년까지 상업지를 중심으로 급등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수도개조계획은 실증적 계량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사무실 빌딩과 사무실 이용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
는 상황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제도시 도쿄 의 사무실 수요의 불
균형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長谷川
또한 일본정부는

년 월 국민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인식

하에 리조트개발법 정식 명칭은 總合保養地域整備法 을 마련하였다 여유
있는 생활을 낳는 여가를 위해 리조트 개발이 내수 주도 경제성장의 핵
심으로 되었다 이러한 리조트 개발은 금융자유화에 의한 대기업의 은행
이탈에 따른 은행의 생존전략으로서 부동산 대출이 급증한 것과 맞물려
전국에서의 지가상승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년간 엔

화는 두 배로 절상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은 해외여행비가 절반으로 감
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리조트는 쇠퇴산업
長谷川德之輔
エコノミスト

地 狂騰の 犯人は誰か－主役を演じる銀行の過剩融資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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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3) 세제ㆍ규제완화
년대 일본의 토지세제는 토지보유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매매차익
에는 높게 부과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
는 경우 보유세율이 낮으면 세부담의 측면에서 토지보유의 인센티브를
높게 하고 토지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토지의 매각이익에
대한 세율이 높으면 토지매각의 시기를 가능한 미루는 인센티브를 유발
함으로써 토지공급을 더욱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구나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세제메리트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지가상승을 초래했
다
한편 규제완화의 측면에서는 국철인
된 나카소네 총리가

을 민영화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년 월 도시계획ㆍ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건설성은 시가지의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
였다 이후

년의 수도개조계획과

년의 제 차 전국종합개발계획

의 책정과정에서 국제도시 도쿄 를 추진하면서 사무실 수요에 대한 과다
추정으로 오피스 공급부족이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지가는 이 시기에 상
업지를 중심으로 급등하게 되었다
4)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약화
년대 후반 버블기에는 금융기관 일반기업 개인 등을 포함한 많은
경제참가자의 행동이 잇따라 적극화해가는 가운데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野口由紀雄
는 당시 일본토지세제의 문제점으로서 보유세 부담이 낮고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비교적 높다는 점 이외에도 상속세의 평가에서 토지자
산이 유리하게 낮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토지자산에 대한 상속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野口由紀雄
土地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吉川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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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 기업 차원의 규율 메커니즘에서는 원래 메인뱅
크 주거래은행 에 의한 규율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증대하는 가운데 메인뱅크에 의한
규율기능은 점차 저하되었다 또한 주식상호보유의 영향과 원가주의의
회계원칙 공시의 지연 등으로 인해 메인뱅크 이외의 주주와 채권자에 의
한 규율기능도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금융자유화라는 금융환
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기관에는 새로운 규율 메커니즘이 필요하였다 즉
금융기관 스스로 리스크관리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이것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ㆍ감독의 제도정비가 지체된 점도 그러한 금융기관의 규율 메커니즘 개
선의 불충분으로 연결되었다
경제주체에 대한 규율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형태는 경제발전과 함께
변화해간다 어느 시기까지는 규율 메커니즘으로서 합리적이었던 제도도
경제ㆍ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점차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된
다

년대 일본경제에 금융자유화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형성
이 지체된 점도 버블발생의 하나의 원인으로 되었다
5) 일본 전체의 지나친 자신감
년대 후반 버블의 발생 확대에는 일본 전체에서의 지나친 자신감
또는 도취감

이 작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

한 유포리아가 발생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일본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었다

년

월에 발생한 블랙먼

堀內昭義
는 버블의 발생원인으로서 시장규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행정과 시장규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규율의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은행경영정보의 공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堀內
昭義
金融システムの未來 岩波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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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에 의한 주가하락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가상승 물가안정하에서 경
제성장률이 상승하고 그러한 거시경제적 여건은 많은 경제주체에 자신
감을 부여하였다
둘째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 지위가 상승하였다 예컨대 일본의 경상흑
자의 확대를 배경으로 대외채권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일본 금융
기관의 해외활동도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은행대출에서 일본 금융기
관의 비중은

년 분기에

업의 대형 매수도 잇따랐다 한편

까지 상승했다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
년 월 말 대장성은 閣議에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권대국 이 되었다고 보고하기에 이른다
셋째 기업경영 측면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기술에서 세계를 선
도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적 경영 의 성공이 미국형 경영과의 비교에 있
어서 우위성을 가진 것으로서 평가되기도 하였다
넷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당시 국제금융센
터인 도쿄 에 잇따라 진출한 점도 일본 전체로서의 자신감을 갖는 또 하
나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그러한 진출의 증가는 도쿄 도심부의 사무실
수요의 증가를 통해 지가상승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경기에
대한 더욱 강한 기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일본의 국제적 지위 상승과 앞서 살펴본 리조트 개발의 실패는 매우 흥
년대 후반 이후 리조트 개발이 적
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엔고
년 초 달러당
엔에서
년
엔으로
절상 에 의해 해외여행이 더욱 손쉬워짐에 따라 해외여행은 폭발적으로 증가
한 반면 국내 관광여행산업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가상승하에
서 추진된 리조트 개발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하면
일본기업이 일본인 해외여행객을 목표로 해외의 호텔 매수와 리조트 개발 백
화점의 지점 개설 등을 행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일본의
국제적 지위상승에 기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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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대 후반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년에 실시된 금융완화정책은 자산버블의 발

생ㆍ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금융완화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자산버블의 형성ㆍ확대에 대응하는 긴축적인 금융정책이
재빨리 실시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년대 후반의 금융정

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1)
년 월의 플라자합의는 일본에 대해 엔고불황 의 우려를 가져왔
고 정책당국은
쳐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재할인율을 총 회에 걸

인하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표

참고 이 기간의 금융정책

운영의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첫째 이 시기의 금융완화는

년 월의 플라자합의에서 나타난 국

제적인 정책협조의 틀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플라자합의의 주요 내용
은 고 高 달러 시정을 위한 외환시장에의 협조 개입 거시경제정책의 협
조 등이었다 이러한 정책협조의 틀 중에서 일본 독일 등의 흑자국은 내
수 확대를 적자국인 미국은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결
정되었다

년 월 이후 회에 걸친 일본의 재할인율 인하 가운데

첫 번째는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인하시기가
미국의 금리인하와 동일했거나 미ㆍ일의 정부성명 내지

의 공동성명

과 동일하게 되는 등 국제적인 정책협조의 틀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둘째 엔고에 의한 경기후퇴의 우려로 인해 엔고 저지가 중요한 국가적
는 세계경제의 거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이와 같
은 정책협조방식이 일본의 자산버블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켜
일본은 그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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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되어 금융정책의 운영 역시 엔고 영향의 억제에 큰 비중이 두어
졌다

년 월 플라자합의 당시의 발표문에서 일본의 금융정책에 대

한 부분은 엔환율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고 표현되어 환율과의 관계가 크게 강조되었다 환율에 강하게
연계된 금융완화의 사례는 특히

년

월과

년 월의 두 차례에

걸친 재할인율 인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내수 확대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라는 당시의 지배적 경제정
책 운영방식은 통화당국의 금융정책 운영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년대 일본의 경상수지흑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미흑자의 문

제였다 특히

년 이전에는 연간

가 이 해부터는 단숨에

억 달러 정도였던 경상수지흑자

억 달러를 돌파하여 이후 수년간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에 미일 통상마찰이 극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
으로부터 경상수지흑자 축소의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적인 정책협조 엔고 저지 내수 확대를 통한 경상
흑자 축소라는 상황하에서 일본의 통화당국은 금융정책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년 달러
엔 수준이던 환율은
년 들어
엔대가 무너지
면서 일본은 실제로 엔고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플라자합의에서는 달러
의 절하가 합의되었지만 급격한 환율변동은 각국 경제를 혼란시키게 되므로
달러 절하 후의 환율안정을 위해 국제협조정책이 실시되었다 달러 불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협조로 달러를 지지하기 위해 각국은 미국의 저금리정
책에 대응해 금융완화를 실시하였다 플라자합의 이후
회담이 빈번히
개최되어 통화안정을 최우선과제로서 협조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전
에는 금리조정 등의 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결정했지
만 이 시기부터 주요 선진국간에는 상호 연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
본에서는 급속한 엔고 저지를 위해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버블의 발생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吉田和男
平
成不況 年史
新書
미국은 장기에 걸쳐 경상수지 흑자국이었으나
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보호무역 색채가 농후해지고 일본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를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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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긴축정책 대응의 지연
년부터 단 년 개월 동안 일본은행은 재할인율을 다섯 차례나 인
하했으며 그 결과 재할인율은 당시로서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까지 인하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초저금리의 상태가

개월간이

나 지속된 데에 있었다 여기에서는 지나친 금융완화에 대한 당시 일본정
부와 통화당국의 인식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긴축정책이
지연된 배경을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가) 금융긴축으로의 전환 모색
일본의 경제성장이

년을 저점으로 회복으로 전환되고 높은 통화

공급 증가율 현저한 자산가격 상승이 보이는 가운데 일본정부와 일본은
행은 점차 자산버블에 대해 경계하는 견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다음
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은

년 중반부터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을 모

색하였다
첫째 대장성은 이미

년 월에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 융자에의

자숙을 요청하였다 또한 다음해인

년 월에는 금융기관의 토지 관

련 융자 특히 부동산업 건설업에의 융자에 대한 정기보고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월에도 각 금융단체에 토지 관련 융자를 신중히 하도록 지시하

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연합회 등 금융 단체는

년 월 투기적 토

지거래에의 융자를 자숙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일본은행은

년 월 이후 통화공급과 자산가격의 동향에 대

해 우려를 표명했고 당시 三重野 일본은행 부총재는 그러한 우려를 마
른 장작 乾薪 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또한 일본은행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勝
는 三重野가 다양한 기회를 통해 마른 장작론 을 제기
한 것은 확실하지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고 중도에 경종을 울
리는 것을 그만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勝
財政政策の成功と金融政策の失敗 村松岐夫 奧野正寬 編 平成バブ
ルの硏究 下 東洋經濟新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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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인율 인상의 시기를 찾기 시작하여

년 월 말부터 단기시장금리

의 인상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단기시장금리는 월 이후 서서히 상승하
월

였으나

일 블랙먼데이에 의해 다시 하락했다 아울러

년 분

기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를 한층 강화하였다 즉 이전까지의
금융기관의 자율계획 존중에서 이 시기부터는 금융기관의 신중한 융자태
도의 견지를 요구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

2-3>

시기

주요 내용

비고

대장성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 융자에의
자숙 요청
일본은행 주가와 지가 상승에 대해 주의 깊 이러한 우려를 乾薪
게 지켜볼 필요성 환기
마른장작 으로 표현
대장성 금융기관의 토지 관련 융자에 대해
통지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정기보고 요구
일본은행 통화공급의 동향 등 금융완화에
따른 제반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주의 견지
대장성 각 금융단체에 토지 관련 융자를 신
중히 취급하도록 통지
일본은행 예산위원회에서 통화공급 급증에 따
른 인플레 우려 표명

셋째 한편 미국과 독일은 블맥먼데이의 발생으로 금융완화의 입장에
있었으나

년 중반부터 경기회복이 뚜렷해지면서 잇따라 금리인상으

로 전환하였다 즉 독일은

월에 두 차례나 재할인율을 인상

→

하였고 미국도 월 재할인율을 인상하였다

은

년

→

→
일본은행

월 신금융조절방식 을 채택해 은행간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재할인율 인상으로의 전환은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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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긴축으로의 정책 전환
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가 블랙먼데이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뚜렷해지자 독일과 미국은 잇따라 금리인상으로 전환하였으나 일본은
년 월에야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된다 이 시기마저도 금리인상이
지연된 원인은 당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향후 인플레압력의 가중과 내
수위축에 대한 우려에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자세히
검토한다
재할인율은

년 월의 인하 이후 실로

개월 만에

에서

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경기는 재할인율의 인상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었
고 이로 인해 재할인율은

년

인상되었다 다음 해인

월과

월에 두 차례에 걸쳐

씩

년 월과 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는

데 이 시기의 인상폭은 각

로 비교적 컸다 표

참고

그러나 이러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통화공급과 주가 지
가 등의 자산가격에 미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즉 통화공급
년 분기에는 증가율이 버블기의

은 금리인상 후에도 계속 증가해

정점을 이루었으며 이후 동년 분기까지 여전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이
이어졌다 또한 주가는
선 후 급속히 하락해

년 말까지 계속 상승하였으나
년 월

일의 마지막 재할인율 인상 이후 거

의 개월 경과한 시점에서는 정점대비
지가는 주가보다는 뒤늦게

년에 들어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편

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에도

경기는 확대를 계속해 당시 경제기획청의 판단에 따른 경기의 정점은
년 월이었다
한편
년 월 대장성은 부동관 관련 대출의 총량규제조치를 도입하였다
즉 각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업종에의 대출에 대해서는 공적인 택지개발기
관 등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그 증가세를 총대출의 증가세 이하로 억제하
는 한편 부동산업 건설업 및
의 세 업종에 대한 대출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닛케이
지수는
년 월 일 만
엔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년 월 일 만
엔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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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재할인율 인상에 따라

년은

자산가격이 부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경기와 통화공급은 여전히 확대를
계속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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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인상

→

인상

→

인상

→

인상
인상

비고
이후

개월 만에 인

상 전환

월 부동산 관련 융자의 총량
규제 조치 도입

→
→

걸프전 위기에 의한 유가 상승
과 인플레 우려

다) 금융긴축정책의 지연 배경
앞서 보았듯이 일본정부와 통화당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자산버블
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 금융긴축의 정책대응은 뒤늦게 이
루어졌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긴축이라는 정책대응이 지체된 요인과 관련해 경제적 측면부
터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경기판단과 관련하여 버블기에는 금융긴축의 필요성에 관한 인
금융긴축대응의 지연배경은 일본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측면이라는 대내요인
이외에도 국제적인 정책공조 경상흑자 축소압력 등의 외압형태로 나타나는
대외요인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이미 앞서 보았던 금
융완화 추진의 배경이 금융긴축대응의 지연배경으로 동시에 작용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 대외요인의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생략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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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불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버블의 전반기인

년부터

년

상반기에 걸쳐 경기회복력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있었다 당시에는
년 플라자합의 이후에 엔고가 급속히 진행되어 엔고불황과 국내경
제의 공동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엔
고의 수요감소효과가 이미 끝나고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구
조의 변화 교역조건 개선에 수반하는 실질소득 확대라는 긍정적인 영향
이 현재화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버블기의 후반기인

년 하반기에

는 경기확대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계속되
고 있었고 일본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지속능력에 대해 과대평가 즉 일
본 전체의 자신감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설득
적인 논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당시의 물가가 지극히 안정되어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약하게 했다 예컨대 미국과 독일이 잇달아 금리인상을 단행하던
년 분기 시점에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되어 있었다

년 전체로는

로 매우 안정

이러한 물가안정은 엔고 영향과 아

시아로부터의 저가품 수입의 급증에 기인하였다 또한 당시 통화공급ㆍ
신용량의 대폭적인 팽창 역시 조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나
통화공급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이러한 우려도 경시되고 말았다
셋째 자산가격 상승 특히 지가의 상승도 조기 금리인상의 논거로서
활용되었지만 금융정책 운영상의 경계신호로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
다 이는 각 경제주체에게 지가는 계속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하지 않는다
는 일종의 토지신화 가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당시 다케시타 竹下 내각
하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였던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비세의
日本銀行
統計局

円高下の經濟調整について

調査月報

月

日本銀行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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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조기의 재할인율 인상을 방해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행은

년 중반부터 재할인율 인상의 타이밍을 찾고 있었으나 실제 인

상은

년 월로 연기되었다 그림

참고 그 이유로서

의 블랙먼데이 발생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勝

년

월

는 정치적 압력에

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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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은행 홈페이지

즉 그에 따르면 당시 다케시타 총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정치적 목적하에서 소비세의 도입에 있었다 그런데 재할인율의 인상은
소비세 도입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게 된다 즉 소비세 도입은 내수를 위
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재할인율마저 인상하게 되면 내수는 한층
저하될 수 있다 정부로서는 두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가
능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결국 재할인율 인상
은 소비세가 도입

년 월 되고 난 한달 뒤에야 추진될 수 있었다

勝
財政政策の成功と金融政策の失敗
成バブルの硏究 下 東洋經濟新報社

村松岐夫 奧野正寬 編

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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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응에 대한 전반적 평가
년대 후반 버블의 발생ㆍ확대에 대해 일본의 정책당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월에야 금융긴축으로 전환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금융정책에 대한 통
화당국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는 다수의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먼
저 일본은행의 금융긴축으로의 조기 전환이 늦어진 이유는 당시 일본 사
회 전반에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당시 빈번했던 미ㆍ일 정상회담 또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금융완화를 요구한 점도 금리인상 지체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吉田和男

더구나 정치권에서의 소비세 인상 주도 역시

통화당국의 조기 정책 전환을 어렵게 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
다 이처럼 버블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은 경기에 대한 낙관 외압 정치
압력 등의 요인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금융정책
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관료의 기득권익 옹호라는 구조적 측면이다 일
본 관료사회의 아마쿠다리 天下り 낙하산인사 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규모가 확대ㆍ유지－이는 버블경제의 한 요인인 금융기관 신용팽창의 다
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규모 확대를 위해서
는 금융기관의 지대

추구가 가능해야 했는데 이것은 저금리정책의

존속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와 관련해

은 일본경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 관료의 기득권익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
는 범위를 뛰어넘어 장기간 금융규제 즉 저금리정책 를 존속시켰을 가능
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관료의 기득권익을 위해 저금리정책

吉田和男
平成不況 年史
新書 이러한 외압은 일본경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로 역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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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구조는 금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년대 후반 일본에서의 버블 형성ㆍ확대기에 금융긴축이라는

실제적인 정책대응이 지연된 이유는 자산가격의 상승에 대해 대부분 소
득ㆍ자산분배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거론되었을 뿐 금융시스템에 대한
악영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서도 비롯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버블붕괴의
영향이 버블발생ㆍ확대의 영향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다는 인식이 부족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
는 경우
효과

자산가격 저하와 수요감소간에 악순환이 발생하는 금융증폭
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버블붕괴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은 자금공급자와 자급조달자 모두의 자
산내용을 악화시키고 특히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감소를 가져와 신용
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제공태도가 보다 신중하게 되고 기업은 설비투
자에 신중해지고 자금수요 또한 감소하면서 경제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아마쿠다리 天下り 에 대해서는
堀 昭義
등 참고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성은
년대 금융자유화를 통해 심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즉 메인뱅크시스템하에서 일본의 금융기관은 대기업을 중심
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금융자유화를 통해 대기업의 탈중개화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새로이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해 담보에 의한 대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는 버블의 형성ㆍ확대 즉 자산 가
치의 상승 에 따라 가능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성은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본 장은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과정과 이에 따른 금융부실의 누적 문제
를 살펴보고 일본정부의 대응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먼저

년대 일본경제에 관한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서 자산버

블의 붕괴과정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버블붕괴로 인
한 부실채권의 누적과 이것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버블붕괴과정에서의 일본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해 평가하기로 한다

가. 1990년대 자산버블의 붕괴와 주요 경제지표
년대 들어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에 돌입하게 되
는데

년대 일본경제의 특징은 ① 자산가격의 대폭적인 하락 ② 장

기에 걸친 실질 경제성장의 정체 ③ 통화공급의 증가율 저하 ④ 기업
등의 자산악화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의 발생이라는 네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년대 일본경제는 ① 스톡조정에 수반되는 설비투자

의 감소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가 보여진

년 ② 대차대조표

조정과 글로벌한 경쟁압력하에서도 기록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로 회복국면이 보여진

년 ③ 재정재건노선하에서 은행

의 부실채권문제 확대를 배경으로 하는 금융시스템 불안과 동아시아 경
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불황에 빠진

년의 세 기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白塚重典ㆍ田口博雄ㆍ森成城
中間報告

日本におけるバブル崩 の調整に する政策
日本銀行金融硏究所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1991~93년의 경기후퇴 국면
년은 전형적인 조정국면으로 전후 두 번째

개월 로 길었다

또한 내구소비재 주택 자본재의 스톡조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최종 수요의 감소를 배경으로 재고조정에 들어갔다 또한 자산
가격 버블붕괴와 스톡ㆍ재고조정을 배경으로 자산거래와 운전자금의 수
의 증가율이 급격히 저하한 것

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통화공급량
도 특징이었다

가 자산가격 버블붕괴를 배경으로 한 스톡조정
년 이후 경기의 움직임을 보면 재할인율이

년 월에 정점인

로 인상되는 등 금융긴축의 진전과 버블의 붕괴 등을 배경으로 하여
금리민감도가 높은 주택투자와 중소기업설비를 비롯한 최종 수요가
년 봄을 경계로 서서히 감속해

년부터 본격적인 재고조정과정에 들

어갔다 또한 이 시기의 경기후퇴국면에서는 내구소비재 주택 자본재의
스톡조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특히

년대 전반기 조정시 제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비제조업보다 더욱 크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 있어서 특징으로 자산가격의 하락과 통화공급량
증가율의 급격한 저하를 들 수 있다 자산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주가 일경평균주가 그림
정점

년

월 말 만

대 도시ㆍ상업지 그림

참고 가

년 월에 만

엔 대비로
참고 는

엔을 기록해

이상 하락했으며 지가

년 월을 정점으로 하락기조가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통화공급량은 이들 자산가격 하락과 스톡ㆍ재고
조정을 배경으로 자산거래와 설비ㆍ운전자금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년 월에는 통계 작성
록했다 그림

참고

년 이래 최초로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

제 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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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완화에의 전환과 재정지출 확대
이처럼 경기가 급격히 후퇴함에 따라 일본은행은
년 월에 걸쳐 회의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합계
금리인하

또한 일본정부도

년 중반부터
포인트의

년 중에 회에 걸쳐 사업규모 총액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조 엔을 투입하는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금리인하와 재정지
출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에의 신용공여가 증가했기 때문에 통화공급량
년부터

증가율은

대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투자는

년 초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설비투자는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질 않았다 이것은 특히 기업의 대차대
조표 조정이 크게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다 실질

성장에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성장률 저하는 대부분 설비투자의 부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참고
<

3-1>

GDP

전년대비
민간소비
민간주택투자
민간설비투자
기 민간재고투자
여
정부소비지출
도
공적자본형성
순수출
수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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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96년의 경기회복국면
년에는 스톡조정과 재고조정이 거의 종료됨에 따라 경기회복국
면에 돌입했다 단 지가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차대조표 조정
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문제가 표면화하고 자기자본 훼손을
가져왔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택금융전문회사 住專 와 일부 은행계열 여

제 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신전문금융기관

등의 파탄처리가 이루어졌다

가 엔고 진행과 정책대응
년에는 수차례에 걸친 재정지출 확대ㆍ금융완화의 효과를 배경으
로 지극히 완만하게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기준일로는
년

월이 저점 스톡조정의 영향도 둔화되기 시작하여 주택투자가

계속 확대되었고 이외에 재고조정도 거의 종료되었다 그러나 지가하락
이 계속되고 기업 등의 대차대조표 조정이 본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엔고
에 따른 제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국내설비투자의 회복은 지체되
었다 표

참고

년에 들어 한신 阪神 대지진 주가급락 급격한 엔고진행 그림
참고 정점은 종가 기준으로 월

일

엔 달러 등 민간경제주체의

신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잇따랐다 특히 엔고는 국내최종
수요의 회복력이 약한 가운데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환
경과 주가에 대해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가운데 물가 측면에서
는 엔고의 영향으로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아시아로부터의 수입확대로
최종재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물가가 일시 전년 이하로 되는 등 디플레
이션 압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엔고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본은행은
재할인율을

인하

→

하고

월에도 다시 인하

년 월
→

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폭적인 금융완화를 실시했다 또한 일본정부도
월 및 월에 규제완화와 수입촉진을 골자로 하는 긴급엔고대책을 마련하
고

월에는 사업규모

조 엔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버블기에 주로 은행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당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한 중소기업 등에 대부를 행한 금융기관이었다

기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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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의 일시적인 회복

이처럼 정부ㆍ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경기대책을 취하는 가운데 경기는

년 후반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규제완화를 계

등의 통신사업과 컴퓨터 관련의 대기업 등에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주가도 월 중순부터

제 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급속하게 회복되어

년 말에는 만 엔대를 회복하였다 또한

년

에는 정부의 공공투자와 더불어 설비투자ㆍ개인소비ㆍ재고투자ㆍ주택투
자 등의 민간수요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림

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참고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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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높은 성장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년의 조정국면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스톡 등의 조정과 재무조정 과잉부채 삭감 이 이
루어지고

년 중에 통신사업 대형소매점포 등에 대한 규제완화로 투

자환경이 정비되고 아울러 공공투자와 저금리정책이라는 총수요정책이
주효했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부실채권의 증가와 금융 불안정
그러나 금융 측면에서는 장기에 걸친 경기침체와 지가의 지속적 하락
을 배경으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자산가치 하락과 비가동화의 문제가 심
각해지고 버블기에 기업의 과잉투자를 지원해온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증가하였다 그림

참고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과잉투자의 왜곡은 버블기에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투자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은행계열의 여신전문금융기관과 주택금융전문회사 住專
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住專에 대한 파산처리는 농림계통의 금융기관
신협 의 비용분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결정이 늦어졌지만
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처리계획이
다 주전처리법의 국회 통과는

년

억 엔

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

년 월 이외에 장기간의 난제였던 제

지방은행인 효고 兵庫 은행 관련 여신금융전문기관의 처리와 기타 은행
관련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해 모 母 은행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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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日本 金融廳 홈페이지

이러한 가운데 다이와 大和 은행 뉴욕지점의 부정거래손실 은폐사건
등을 계기로 은행경영상태에 관한 정보공시에의 불신감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참가자를 중심으로 일본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팬프리미엄이

년

월에 일시

까지 급상승

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예금보험법의 개정과 금융기관의 경영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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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금융 법

년 월 국회가결 으로 금융시스템 안

정화의 틀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회수은행 東京協和ㆍ安田의 두
신용조합의 처리를 위해 설립된 東京共同銀行의 개조 과 住宅債券等管理
機構가 설립되었다
3) 1997~99년의 경기악화 국면
이 시기에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부실채권
확대에 의한 금융불안의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질

년 분기부터 실

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년 초 이후 재정확대책으로 전환하여 특별감세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
고 금융시스템 대응에 있어서도 공적자금에 의한 은행의 자본확대를 모
색하였다 또한

년 월 일본은행은 제로금리정책 을 취하기에 이르

렀다
가 재정재건 노선하에서의 금융시스템 불안 심화
년에 들어서자 경제에 대한 각종 하방압력이 발생했다 먼저
년

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재정건전화 목표에 대하여 에 따라

예산에서는 월 소비세 인상

→

도 개혁 피보험자의 자기부담률을

및 특별감세 폐지
→

년

월 의료보험제

로 인상 등 증세를 중심으

년 월에는 금융 법 에 더해 주전처리법 동 관련법 및 저금보험법개정
법의 금융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ㆍ성립되었다 금융 법 이란 ①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② 갱생절차특례법 ③ 예금보험법개정법을 말한다 ①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에서의 감사체제 충실과 조기시정 도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등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는 이해관계자
경영자 주주ㆍ출자자 의 동의에 기초해 영업양도 등 종래의 파산처리에 더해
감독청에의 도산절차 개시의 신청권의 부여와 협동조직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갱생절차의 도입 등을 통해 사법상의 도산절차에 의한 파탄처리를 가능
하게 했다 ③은 페이오프제도의 개선과 예금 등 채권매수제도의 창설 등에
더해 특별자금원조를 한시적 향후 년간 으로 도입하고 예금보험기구가 페이
오프 비용을 초과하는 전체 채무의 보호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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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재정재건노선에 따른 시책이 실행되었다 그리고 분기에는 대형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파산하여 금융시스템 불안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재정긴축과 금융불안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지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또한 월 태국 바트화의 대폭 절하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발
생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감되었다
더욱이

년에 들어서도 경기침체와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금융기관

의 부실채권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대형금융기관의 파탄을 계기로 금
융시스템의 불안정이 가중되면서 금융중개기능이 더욱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참고

이러한 최종수요의 감소를 배경으로 재고조정압력이 높아지고 생산활
동은 크게 감소했다 이 결과 수요 감소→ 생산활동 저하→ 기업수익ㆍ
고용소득 감소→ 설비투자ㆍ개인소비 등 수요의 추가감소 라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년 말 이후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나 불황에의 정책 대응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일본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일본
은행은 제로금리정책을 실시하는 등 재정ㆍ금융정책을 동원하였다
먼저 재정정책으로는 ①
사업규모

년 월 조 엔 특별감세 실시 ② 월 총

조 엔의 종합경제대책 결정 발표 ③

년 말의 재정구조개

년 월 재정적자삭감목표 연차를

년으로 연기 ㆍ동결

혁법 개정

월 일시 효력 정지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였다 다른 한편

년

월에는 신용보증제도 확충 등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은행대출을 촉진하는
환경을 정비했다 그러나

년 분기 말에 이르러서도 고용ㆍ소득환경

의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총사업규모
조 엔의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조짐이 보였고

년 분기에는 실질

년 분기에는 경기하락의 둔화
가 전년대비 계절조정 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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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하였다 또한
기자본 증식

년 월

년 분기에는 공적자금에 의한 은행의 자
개 대형은행에 대해 총액 약

조 엔 이 실시

되어 금융시스템 불안의 약화와 주택감세 등의 효과로 주택투자가 회복
되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으로는 일본은행이
도목표를

로 인하한 데 이어

년 월 무담보 콜금리의 유
년 월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짐에 따라 콜금리를 제로수준에서 유지하는 이른바 제로금리정책을 실시
하였다 그림

참고

이러한 일본정책당국의 노력에 따라 일본경제는

년 말 회복세로

전환되었지만 이는 공적수요와 아시아경제의 회복 등에 의한 외수증가
에 의한 것으로 국내 민간수요의 회복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다 대형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시스템 불안
이 시기는 금융시스템 불안이 높아진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즉

년

월 산요증권을 시작으로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 야마이치증권 등의 대
형금융기관이 파산한 것을 계기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높아지면서 체제
적 위험

의 현재화가 우려되었다 그 결과 대규모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해 주가하락과 예금인출의 움직임 등
이 보여졌고 또한 일부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조달을 서두르는 가운데 자
금조달이 곤란해지면서

년 말에는 재팬프리미엄이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이처럼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엄격히 하
면서 경영실적이 나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해졌다
이러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저하는 결국 기업도산의 증가
우 자본금

만

년의 경

만 엔 규모의 중소기업의 도산이 특히 심했다 표

참고 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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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합계 건설 제조 도소 운수 서비 기 개인
통신
만엔
업 업 매업
스업 타 경영
업
미만

자료 日本 總務省統計局ㆍ統計硏修所編

만
엔

만
억엔
만 만
엔
억 엔 이상

日本統計年鑑

日本統計協會

그 결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의 실질적인 과소자본상태를 재빨리
시정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먼저
년 월에

개 주요 은행에 대해 합계

해 은행의 자본확대를 실시하였다
기건전화법에 기초해 공적자금규모가
다

년 월에는 차로

조 엔 정도의 공적자금을 투입
년

월에는 금융재생법 및 조

조 엔에서

조 엔으로 확대되었

개 대형은행에 대해 총액 약

조 엔의 공

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이어서 월에는 개 지방은행에 대해 합계

억

엔의 공적자본이 투입되었다 한편 심각한 부실채권문제에 시달리고 있
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은 각각

년

금융재생법에 근거하여 특별공적관리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표

월

월에
참고

년 월에 예금보험법의 개정과 금융기능안정화 긴급조치법의 제정이 가결
되어 합계 조 엔 국채 조 엔 및 정부보증 조 엔 의 공적자금 가운데
조 엔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확대 남은 조 엔은 예금보험법에 기초해 예금
의 전액 보호 에 사용될 수 있게 했지만
년 월 각 은행의 공적자금 신청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적은 금액으로 신청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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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98~99

년 월

시기
법률
투입규모

금융안정화법
조엔

년 월
금융조기건전화법
조엔

금융위기관리심사위원회

심사

금융재생위원회

은행이 신청

방법

은행이 신청

금융시스템위기 회피
재팬프리미엄 해소
신용경색 완화

목적

은행의 경영전건화와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출기업보호
중소기업 대출 확대

개 은행당
억
대형은행 합계로 조

억 엔 개
억엔

투입액

개 은행당
합계로 조

억 조 엔
억엔

개 대형은행

과거 대장성 검사를 기초로 하여
대형은행에의 일제 검사 후 개월간 심사
개월 이내의 단기간 심사
자산사정과 대출기업의 보호에 주의했기 때문에 부실채
검사가 철저하지 못해 사실상의 無
심사
권의 충당처리가 불철저했다고 지적받음
심사로 비판
전체 은행을 건전 으로 인정

은행의 인정

일본장기신용은행 일본채권신용은행을 제외
하고는 모두 건전

건전 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음

경영책임

건전 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
음

투입 직후에 조
를 표명 년 후에는
의 감소계획

대출확대
계획

년간 개 은행 합계 조
억 엔이 가
운데 중소기업용 조 엔 의 확대를 계획
달성을 조건으로 투입했지만 미달성

투입방식

대부분이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

억 엔의 확대
조
억엔

대부분이 후순위채ㆍ후순위대부

투입 전후에 주가 상승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 야마이치증
권 등이 파산
그 후 대형은행이 재편되었지만 부실채권
투입 전후의
년 말 일본장기신용은행 일본
증가 주가하락으로 다시 은행의 재무 악화
상황
채권신용은행이 잇따라 파산
주가폭락 제 차 투입으로 이어짐
만
만
만

엔 월
엔 월
엔 월

만
일경평균주가
만
월초
만

특별히 없음

행원의
감소 임원의
년간 를 계획
조

자료

억 엔 개 은행

日本經濟新聞

감소

엔 월
엔 월
엔 월

상환계획

평균 년 기간의 상환을 요구하는 건전화
계획을 제출
건전화계획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구조조정

행원
획

부실채권처리
손실

조

감소 임원
억 엔 개 은행

감소 년간 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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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0년대 자산버블붕괴와 금융부실 누적
버블붕괴라는 거시적 쇼크의 영향은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대차대조표
의 조정을 초래하여 기업의 채무변제를 곤란하게 하고 이는 결국 은행의
부실채권 확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훼손되고
은행의 리스크부담능력도 저하해 금융중개기능이 쇠퇴하게 되었다
1)
먼저 버블붕괴 후 일본의 부실채권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정의부터 짚어보기로 한다 일본의 부실채권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
로 리스크관리채권 금융재생법개시채권 자기사정에 의한 부실채권이라
는 세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표

참고 법령상으로는 은행법에 근

거하는 리스크관리채권과 금융재생법에 근거하는 금융재생법개시채권으
로 구분되지만 대상채권의 범위가 금융재생법개시채권이 약간 넓은 것
을 제외하면 규모 면에서는 유사하다
<
구 분
근거법령

3-4>

리스크관리채권
은행법 조등

금융재생법개시채권

自己査定

금융재생법 조

조기시정조치도입 관련
대장성규정 藏檢 제 호

정상채권

Ⅰ분류 정상채권

채권의
대출조건완화채권 요관리채권
Ⅱ분류 요주의채권
Ⅲ분류 파산우려채권
구분 부실 개월 이상 연체채권 위험채권
채권 연체채권
파산갱생채권및準채권 Ⅳ분류 회수불능채권
파산처채권
자료 日本 金融廳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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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채권에 따른 부실채권은 파산처채권 연체채권
연체채권 및 대출조건완화채권을 합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년 중간결산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은행들은 약

개월 이상
년 이후

조 엔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처리하였다 이처럼 거액의 부실채권이 처리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년 말

조 엔이던 리스크관리채권의 규모는

조 엔으로 급증하였다 표

현재

년 월 말

참고 버블붕괴 초기에는 급격한

지가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채권화하였으나 이후의 부실채권
확대는 지속적 디플레와 대출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신규 부실채권의
지속적 발생과 정부의 부실채권 감사기준 강화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요인은 부실채권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불황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새로운 부실채권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점에 있다
<

3-5>
단위 조 엔

부실채권처분손
대손충당금산입액
직접상각등
대출금 상각
매각손
기타
년 이후 누계
직접상각 등 누계
리스크관리채권
대손충당금 잔고
자료 日本 金融廳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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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년 월 현재 부동산업의 비중이
그림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이외에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각각

이 세 업종의 합계는

로

에 달하는데 이는 버블기 당시 이 업종들의 토

지구입액이 전체 산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는 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
다

년

법인기업통계계보

이 세 업종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지

가하락 등으로 대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관련 은행권의 부실화
가 현재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7>
전 전력가스등
력 가 스 등
1 .1.9
9 ( (1.1)
1.1)
금 금융보험업
융 보 험 업
7 7.1
. 1 ((10.5)
10.5)

농 업
등
농업등
0 . 30.3
( 0(0.3)
.3)

제
조 업
제조업
77.6
. 6 (5.1)
(5.1)

기
타
기타
77.7
. 7 (5.6)
(5.6)

부 부동산업
동 산 업
3 232.8
. 8 ((29.1)
29.1)

20
2001
0 1년
년
말 ((%)
3 3월
월말
%)

건건설업
설 업
9 9.6
. 6 ((10.8)
10.8)

서 서비스업
비 스 업
1 818.3
. 3 ( (22.2)
22.2)
도 도소매업
소 매 업
1 414.7
. 7 ((15.3)
15.3)

주
안은
년 월 말
자료 日本經濟新聞社編

日經大豫測

年版

한편 부실채권의 증가는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다량
의 부실채권을 보유한 은행은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 보다 안전한 자산으
로의 이동 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는 버블 붕괴 후 대형은행은 지가하락에 의한
담보 가치 및 차입기업의 순자산 가치 하락 등을 예상해 기업대출에서
채산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지방은행에서는 금융불안을 배경으로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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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출이 대출억제로 작용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현재화를 배경으로 하는

년간 금융위기의 와중에 은행의

대출억제 움직임은 한층 더 강해졌다고 판단된다 그림
<

특히 부실채권
참고

3-8> 1997~98

8.0
6.0
4.0

전산업
비제조업
제조업

2.0

1997년
금융불안 직후
대출 감소기

0.0
-2.0
-4.0
-6.0
1997.01 1997.02 1997.03 1997.04 1998.01 1998.02 1998.03 1998.04 1999.01 1999.02 1999.03 1999.04

자료 日本銀行 홈페이지

2) 부실채권 증가와 거시경제적 영향
한편 이러한 부실채권의 증대에 의한 은행의 대출억제 신용경색 는 일
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차입자와
대출자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에 따라 신용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설비ㆍ재
고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년대 일본경제에서는 자산가격 하

락에 따라 기업의 대차대조표 악화와 담보 가치 하락이 초래되고 이것이
대리인 비용의 상승을 통해 신용제약을 확대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감
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보여졌다

또한 금융시스템 불안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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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년 가을 이후에는 장기에 걸친 은행의 부실채권문제가 자기자

본을 훼손시켜 신용경색이라는 형태로 금융중개기능의 저하의 영향을
심각화하였다
의 영향은 특히
다른 한편

이러한 금융중개기능의 저하에 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년 이후에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년대 말 이후 일본경제에서는 부실채권 증대 또는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 가 불황을 심화시키고 불황은 재차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보이고 있다 그림

참고

먼저 부실채권이 불황을 심화시키는 경로를 살펴보면 부실채권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방치되면 은행의 대출기능이 저하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의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의 상
각부담이 증대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의 저하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억
제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된다 즉 부실채권의 상각부담이 증대하면 자기
자본비율의 분자에 있는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비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은행은 이 비율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분모의 대출을 억제
ㆍ삭감하는 것이다 둘째 부실채권의 상각부담 증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예금잔고의 증대를 곤란하게 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잔고를 감소시킨다

민간은행의 대출동향을 보면

초반 이후 전년 실적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년

또한 신용

저하와 은행주가의 하락에 따라 국제금융시장과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
곤란 조달비용의 상승 예컨대 재팬프리미엄 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은
행의 대출억제는 기업의 자금조달 악화와 설비투자 위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불황을 심각화한다 이와 관련해 도쿄대 吉川洋 교수
小川一夫ㆍ北坂 一
資産市場と景
動 日本經濟新聞社
堀江康熙
我が の貸し り分析 九州大學經濟學硏究 第 卷 第
月
渡 孝
不良債權はなぜ消えない 日經 社
일본 국내은행의 대출금은
년부터
년까지 전년대비
로 매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日本銀行의 主要金融經濟指標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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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억제로 인해
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연율

년

월 기간

포인트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불황심화가 부실채권처리를 곤란하게 하는 경로를 살펴보자
불황심화는 부실채권을 보다 증대시키고 그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 우선
설비투자 개인소비 등 전반적인 수요감요와 그에 따른 기업도산ㆍ개인
파산의 증가 자체가 은행대출채권의 부실화를 가져온다 또한 불황심화
는 기대수익률을 저하시켜 지가를 더욱 하락시킨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손실을
<

3-9>

자금조달사정 악화

도산 증가

은행의 융자기능
저하
부실 채권문제

설비투자 위축

불
대출채권의 부실화
황

금
( 융시스템 불안

담보가치 하락

지가하락

심
각
화

)
부실채권처리
재원 감소

수익 감소

자기자본비율
저하

자료 渡 孝

日本經濟新聞

經濟敎室

주가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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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키고 부실채권처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

년대 일본경제의

버블 붕괴 후 지가하락으로 인해 부동산ㆍ건설업계에서는 경영악화를 보
이는 기업이 특히 많은데 은행에서의 동 업계에 대한 대출은 크게 부실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참고

한편 불황의 심화는 금융시스템 불안의 증폭과 기대수익률의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주가하락을 가속화한다 이것은 은행의 주식보유손실로 이
어져 부실채권처리 재원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실채권처리를 보다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자기자본잔고의 확대를 위한 증자도 곤란
하게 한다 따라서 주가의 하락은 직ㆍ간접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증폭시키게 되는데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다시 주가하락이라고 하는 형
태로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다. 1990년대 금융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년대 일본경제와 정부의 정책 대응을 정리하면 표
이 시기에는 총액

조 엔의 종합경제대책과 재할인율

과 같은데
→

까지의

금융완화 등의 재정금융정책이 총동원되었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본정부의 정책 대응이 제대로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한 것은 부실채권문제와 저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충
분하지 못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년대

일본의 금융정책은 의도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小林慶一 ㆍ加藤創太
는 당시의 정책당국자들이 심지어 버블붕괴가 일
본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자산디플레가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표준적인
경제이론은 그 당시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디
플레라는 미지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찾아내지 못한 채
년대
초반 당시 정책당국자가 반사적으로 의존한 것은 결국 과거의 불황기에 실시
된 케인즈형의 경기자극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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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990

버블 말기
경기

경
제

↗

광공업 생산
이후
이하 증가
플
이후
로 마이너스
우 통화공급량
월 정점

↘
재고조정 본격화
내구재ㆍ주택ㆍ자본재
의 조정 본격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의
조정 본격화
경제백서 버블의
영향은 한정적 기업의
재편과 정책운영으로
극복가능

↗
주택건설 확대
스톡조정 완료 재고
ㆍ휴대폰 등 관련 설
비투자
공공투자→민간수요 증대
성장
장기금리상승 대
후반 통화공급량
이
상

↘
소비성향의 급격한 하락
아시아 위기
대기업 비제조업ㆍ중소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말 일
일경평균
엔
스 경평균 정점
통화공급량 마이너
톡 만
엔 스 증가
대도시
대도시 지가 정
등 상업지 최고 점의
가

은행계
와 주전에의 부실채권처리에 따른 금
융자 확대
융중개기능 저하
재팬프리미엄
→
住專 개사 공적
말
자금 투입
대도시 지가 정점대
비
수준

부동산
토지대상의 총량
관련융자에 규제 해제
관한 총량
종합경제대책 사업
융자규제
규모
조엔
생보사
신종합경제대책
에도 총량규
조엔
제
긴급경제대책
조엔

종합경제대책
소비세율 인상
조엔
긴급엔고대책 조 엔 특별감세 폐지
조 엔의 경제대책
종합경제대책
조엔
조 엔 특별감세
조 엔의 종합경제대책
재정구조개혁 동결

재정
정책

주요 개은행
조 엔 대장성
부실
채권

都銀ㆍ長信銀ㆍ信託
조 엔 전국은행
개은행의 부실채권
조
조 엔 주요 개
엔
은행
일본내 은행 전체 조
조엔
엔
대형 개 은행
조
엔

금융
정책

山一ㆍ北拓 파탄
주요 은행에 조
금융 법 가결
엔의 공적자금 투입
정리회수은행 주택채권관
금융재생법ㆍ조기
리기구 설립
건전화법에 따른 공적자
금규모 조 엔
제로금리정책
대형 개 은행에
조 엔 투입

자료 小川一夫ㆍ竹中平

編著

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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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용채널

의 관점에서 보면

책의 유효성은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년대 일본 금융정

신용채널하에서는 부실채권

이 금융완화정책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게 된다 은행이 거액의 부실채
권을 안고 있으면 그 처리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으
며 새로운 대출시에 필요한 심사비용은 지극히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콜금리가 인하되어도 은행대출의 증가는 기대될 수
없다 즉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훼손은 금융정책의 기능부전으로 작용하
는 것이다 小川一夫ㆍ竹中平

에 따르면

년대의 부실채권 발

생에 의해 은행신용의 대출금리와 콜금리의 금리차에 대한 반응이 저하
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역시 저하하였다

이 점은 금

융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콜금리가 인하되고 금
융완화조치가 도입되어도 부실채권이 은행에 과도하게 누적되기 시작하
는 한 은행신용은 확대되지 않고 따라서 설비투자와 내구재에의 지출은
증대하지 않는다 같은 의미에서 小林慶一 ㆍ加藤創宗

는

년대

중 일본은행에 의한 본원통화 증가율은 높았으나 은행부문의 구조적 문
제로 인해 신용승수가 증가하지 않아 통화량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감소하는 현상이

결국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처리가 필요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년대 금융정책의 유

효성이 저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은행이 재할인율을
하한 것은

라는 전례 없이 낮은 수준에까지 인

년 월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부실채권의 존재가 은

신용채널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금융정책에 의한 콜금리의 인하는 은행
신용의 확대에 직접 연결된다 또한 은행대출은 대체적 자산인 채권의 금리하
락에 의해서도 증대한다 더욱이 채권금리의 하락은 지가급등을 초래하여 담
보가치를 상승시켜 은행신용의 확대로 연결된다 은행신용의 확대는 설비투
자 소비의 증대에 연결된다 금융정책에서 실물경제에 이르는 이 경로는 은행
신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용채널이라고 불린다
小川一夫ㆍ竹中平 編著
小林慶一 ㆍ加藤創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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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신용공급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
구하고 금리인하라는 전통적인 금융조절로 시종일관한 것은 부실채권문
제를 과소평가한 것에 더해 그 거시적인 귀결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
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셋째 근본적인 부실채권문제의 처리를 행하지 않은 채 금융완화책만
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술했듯이 버블 붕괴에 수반해 발
생한 부실채권규모는 확실히 미증유의 크기였고 그 영향이 누적적으로
확대해 심각한 불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융정책만의 경
기대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적으로 보다 용이
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정과 금융의 추가적인 자극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년대 전반 미국은 정책금리의 실질

수준을 제로수준까지 인하하는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부실채권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거시안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가 부실채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입하지
않고 연기책으로 일관한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장기에 걸쳐 일본의 금융
행정의 중심이던 호송선단방식

에 대한 과신이 있었던 것

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적극적인 부실채권에 수반되는 코스트를 회피하
고자 했을 수도 있다 즉 금융기관이 자력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경우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영책임을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
금의 투입의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감독관청 정치부문
의 책임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결국

년대 일본정부의 금융정책은 부

실채권문제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결여한 채 실시됨으로써 그 유
효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년 을 초래한 주요한 요

제 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이 장에서는 먼저 앞의 두 장에서 다룬 일본의 사례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 변동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부동산가격
의 변동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이
어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에서 드러난 버블 형성기 일본과
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 만약

년대의 일본과 같이 부동산 버

블이 붕괴할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금융부실의 위험성을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의 최근 추이를 통해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버블 팽창의 방지와 부동산가격 하락시 그 부작용의
최소화에 요구되는 통화금융정책의 과제를 제시한다

가.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일본 이외의 사례51)
가 주요 금융위기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
면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시점과 금융위기 발생시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에 나타난

가지의 주요 금

융위기사례를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년 전과 년 전 사이의 주택가
격은 평균적으로
년 동안

이상 실질 기준 상승했다가 금융위기 발생 직전

이상 하락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은 최소한 금

융위기가 피크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이는 그만큼 금융위기가 신용위축을 통하여 부동산가격의 하락세를
가절과 나절은
에 크게 의존하였다
일부 경우에는 금융위기 발생 약 년 전에 벌써 부동산가격이 정점에 도달하
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버블의 가능성이 엿보일 때 해당국의 금융감독당
국이 대출분류나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해서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데 따
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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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의
경우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일본을 비
롯하여 핀란드 태국 등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변화 폭 주택가격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별

4-1>
금융위기 시작연도

금융위기 피크연도

스페인
멕시코 Ⅰ
네덜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핀란드
일본
스웨덴
멕시코 Ⅱ
태국
말레이시아
자료

부동산부문과 금융부문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은행신용의 증감과 비교하여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등이 분석한

가지의 경우 모두에서 은행의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이 급팽창한 다음
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가격은 피크에 달했다 반면 모든 경우에 은
행신용이 급격히 위축된 시점은 부동산가격의 폭락한 시점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자원의 공급이
부동산가격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나타낸다 또한 부
동산가격이 일단 하락하기 시작하면 은행의 부동산부문 대출을 위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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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을 더욱 부추김으로써 부동산가격과 은행신용은 서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시점과 금융위기 발생시점 사이 기간의 길이와 정도
는 나라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 핀란드 멕시코 스페
인 말레이시아 등 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기간이 불과
몇 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데 비해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그 기간이 거의

년에 가까운 장기를 기록하였다 표

개의 사례에서 부동산가격이 상당폭 하락하여 평균적으로 주

를 겪은
택가격은

상업용 부동산은

경우에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며 은행위기가 발생하기
<

주택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태국
평균
자료

의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년 동안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

년 전에 부동산가격의 정점을 경험하였다

4-2>
가격하락폭

멕시코

참고 금융위기

상업용

가격하락의 기간 년
주택

상업용

가격정점으로부터 금융위기
발생시점까지의 기간 년
주택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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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동산가격 하락의 폭과 금융위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기간
등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 각국별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금융위기에서는 부동산가격 변동과 은행부문 위기
와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년대에 이 나라들은 금융자유화와 규

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달로 대기업들은
은행차입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은행
보다 규제를 덜 받은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새로이 등장하여 은행과 치열
한 경쟁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
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여 민간부문 신용을 확대하였고 이는

년대

중반 이후 실질소득 증가세의 가속화와 더불어 부동산가격의 꾸준한 상
승세를 가져왔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동산시장은 차대전 후 대체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은행은 부동산 대출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생각
하였다 그 결과 주택과 건설부문에 대한 은행의 과다대출이 진행되었다
더구나 대출 결정시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 평가보다는 담보의 가용성
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로 인해 안게 된 리스크는
매우 높았다

년이 되자 세계적인 경기침체 금리상승 및 공실률 증

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동산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년에 스웨덴은 그 년 후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년과
대출과 관련이 있다

년의 두 차례에 걸친 멕시코의 금융위기도 부동산
년의 첫 번째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멕시코의

부동산 가격은 불과 년 반 동안 약

실질 기준 급등하였다 그러나

년 초의 은행국유화 조치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이 급격히 위
축되었고 그 결과 부동산가격은 거의 년의 장기에 걸쳐 매년 약
하락하였고 금융위기가 나타났다 첫 번째 금융위기 이후인

년대 후

반에 멕시코는 은행시스템을 민영화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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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개혁과 안정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신용팽창을 촉발시켰다
년대 후반 한때 멕시코의 민간신용증가율은

에 육박하였다 주택공급

이 부족하고 항상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상황하에서 민간신
용의 팽창은

년 중 신규건축 증대 등 부동산시장의 붐을 가져왔

으며 이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은 배 이상으로 급등하였다 그러나
년 초에 이르러서는 경기둔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무거운 부채가 금융부
문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부동산
대출을 비롯한 대규모의 은행 대출이 급속히 부실화되기 시작하였다
년 말에

에 불과했던 총대출에 대한 부실 부동산 대출의 비율은

년 초에는 약
치적 상황과
이것이

로 급상승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당시 멕시코의 정
년

월의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는데

년에 발생한 멕시코의 두 번째 금융위기이다

스페인의 금융위기도 부동산시장의 붕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년대 후반까지 스페인의 금융시스템은 매우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
어서 비효율적인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때 추진된 금융자유화
에 따라 새로이 출현한 민간은행과 소유주가 바뀐 은행들은 그들의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대출실적 확대를 도모하였다 예금금리와 운용비용이
높은 상황하에서 많은 은행은 고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차입하려는 부동
산업자 등 고위험 차입자들에 대한 대출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년대 말에 금융긴축이 강화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한계기업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고 건축경기는 침체에 빠졌으며 부동산가격은
상 하락하였다 그 결과
에 달하는

년부터

이

년의 기간에 전체 은행 수의 약

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다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은행부문의 문제는 비교적 경미하였는
데

년에 문제를 겪은 캐나다에서는

년 중의 심각한 경기침

체와 차산품의 가격하락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대출비중이 높았던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이 파산하였다 당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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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의 금융문제는 에너지가격과 부동산가격 하락을 심각하게 겪은 서부
지역의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대
출이 지역적으로나 부문별로 다원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네덜
란드는

년대 초에 금융부문의 문제를 겪었는데 당시 스태그플레이

션과 고금리하에서 상업용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
괴되었으며 그 결과 중간 규모의 부동산 전문은행 하나가 파산하였고 다
른 은행들의
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발생하였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년의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부문에 대한 대출집중과 뒤이은 버

블붕괴를 경험한 바 있다

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영향
팽창적인 통화정책이나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 및 기타 요인에 의하
여 자극된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뒤이은 가격 급락은 부동산 담보의 가치
변화를 통하여 금융부문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
산가격의 변동은 금융기관의 고객－특히 가계와 부동산 회사－의 자금
사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파급 영향을 가진
다
1)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장은 중앙집중적인 시장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또
는 상품의 형태별로 세분된 특화시장
은 매우 이질적

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획일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을 찾아
보기 어려우며 시장거래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빈번하지 않은 거래 협상에 의한 가격 결정 막대한 거래비용 경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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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반상품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와는 달리 분명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
산가격은 국제적인 비교가 어려운데 이는 각국별로 부동산 구입 자금조
달방식 관련 규제의 체계 세금구조 담보관행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다
부동산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임대
료 소득의 기대값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은 예상되는 소득의 증가 실질이자율 세금 그리고 기타 구조
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게 된다 만약 시장이 잘 작동한다면 수요와 공
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 기존의 부동산을 교체
하기 위한 비용

이 그 부동산의 가격보다 높다면 새로운

부동산 건축은 실시되지 않을 것이며 교체비용이 부동산가격보다 낮다
면 새로운 건축 즉 공급이 증대되어 시장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활히 작동하는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은 부동산의 수급에 영향
을 미치는 국민경제의 경기변동 특히 예상되는 소득의 증가율 실질금리
세금 및 미래의 인구구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시장은 일반 상품시장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품시장과 같은 균형으로의 조정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 부동산시장은 미래의 수요에 대한 완전
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겪는다 둘째 토
지의 공급이 제약되어 있으며 신규건축에는 보통 수년에 걸친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급은 매우 경직적이다 셋째 부동산 담보대출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가격은 부동산 구입자금의 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신용공급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 증대를 가져온다 이상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일반적인
경기순환과는 다른 부동산시장의 사이클과 버블을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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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사이클과 버블을 가져오는 메커니즘
부동산시장의 사이클과 버블을 생성하고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에는 여
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일부는 금융기관과 별로 관련이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은행이나 은행의 대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째 토지와 빌딩 등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부동산가격은
기초가격

보다 높은 가격 즉 기존의 부동산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일부 투자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요증대에 따른 가격상승은
공급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균형이 달성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ㆍ공급의 메커니즘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투자자는 가격이 오르고 부
동산에 투자할 자금에 여유가 있는 한 부동산시장에 남아 있게 된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공급도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실률
이 증가하면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때는 부동
산 투자자들이 자금압박을 겪게 되고 결국 부동산시장을 떠나게 되며 부
동산가격의 추가하락을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은 토지의 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
에서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건축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 빈번하게 나타난다
둘째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기존 부동산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는 신규건축을 추진함으로
써 공급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수년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증대되어 새로운 균
형에 도달하는 조정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은
건축공사가 완결되어 입주가 실시될 때까지는 상승추세를 지속하게 된
다 한편 새로운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
소할 수 있으며 혹은 가격상승에 따른 경쟁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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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 과정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즉 건축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미래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의 공급은 초과공급이 시작된 시점을 지나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준비될 시점에
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동산가격은 하락하
게 된다
셋째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부동산 관련 대출의 담보 가치도 아
울러 증가한다 따라서 은행의 부동산 대출에 따르는 리스크가 감소하여
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즉 부
동산 대출 재원이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따라서 부동
산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일단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는 담보 가치가 감소하고 은행의 리스크는 높아지며 따라서 부동산 구입
을 위한 대출이 어려워짐으로써 부동산의 수요와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담보관행
은 부동산 사이클을 증폭시킨다
넷째 금융기관에 대한 과다보증이나 규제미비 등의 형태를 띤 도덕적
해이는 고위험 부동산에 대한 과다투자를 야기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의 과
도한 상승을 가져온다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증해줌으로써 금융기관들은 고수익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존재할 경우
고위험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다섯째 광범위하게 진전되고 있는 금융자유화 추세도 부동산 사이클
의 진폭을 확대시킨다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시장
과 금융기관이 나타난다 이때 금융시장의 주요 차입자들은 그들의 자금
수요를 국내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종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방법
을 찾게 된다 한편 예금자들은 기존의 은행예금보다 고수익의 금융자산
을 찾게 된다 이에 따라 예대마진의 축소에 직면하게 된 은행들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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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범주의 자금차입자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고수익 대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즉 고위험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비슷한 채널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개방도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가격상승을
유발시킨다
여섯째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와
은행자본을 증대시킴으로써 부동산 대출을 확대시키고 버블을 야기할 수
있다
3) 부동산가격 변동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금융부문의 위기를 가져온 사례는 앞에서 보았듯
이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은행들이 부동산가격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사이클의 주기는 매우 길기 때문에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부동산 사이클의 주기는 어떤 특정 세대
가 심각한 가격하락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에 걸친다 일
단 시작된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기록은 양호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붐일 때
는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대출금의 자산가치에 대한 비율은 하락하기 때
문에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저평가하게 된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리스크
가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
고 따라서 일단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이 위기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은행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분석이 취약하기 때문
에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은행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결정할 때는 우선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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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따져볼 것이다 이 현재가치는 예상되는 임대료 소득 금리 기대
인플레율 감가상각 및 경쟁관계에 있는 프로젝트에 기인한 공실률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은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변수다 또한 건축허가
신규건축계약 임대료 부동산 시가 공실률 등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매우 구하기가 어려운 자료이다 흔히 은행은 신규 건축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존의 비슷한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시가를
바탕으로 가늠해본다 그러나 부동산의 시가는 유지가능한

장

기 균형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부문의 프로젝트에 대출할 때 해당 프로젝
트의 수익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담보 가치에만 관심을 두어 담보 가
치가 대출금보다 클 때는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가 높아진
다 왜냐하면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담보의 가치가 빠르게
대출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차입자로 하여금 채무를 불이
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입자로부터 획득한 부동산을 은행이 매각하는 데에는 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설사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감
가상각이나 높은 유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부동산 담보 가치의
하락은 은행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넷째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다 투기적인 성격을 가진 부동산 개발
업자가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대부분 은행에 떠넘길 수 있
다고 판단할 때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는 부동산과 같은 시장상품화가 불완전한 상품을 보유한 투기적인 은행
은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로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보
호되는 상황에서도 건전하고 덜 투기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나 은행은 위
험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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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최근 추이에 나타난 일본과
의 유사점과 차이점
1)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과 버블 형성의 여부
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가
격이 급상승세를 보이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ㆍ비경제적 요
인이 거론되는데 요약하면 저금리와 경제회복 지연으로 은행 등에서 이
탈한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가운데 강남지역
의 우수한 교육여건과 생활여건 부족한 주택공급을 배경으로 투기세력
이 가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년 말 대비 약

상승한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을 두고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손경
환

은 아파트 전세와 매매 가격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년 월 들어 서울지역 아

파트의 시장가격에는 기본가치를 상회하는 거품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
하였다 특히 가격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권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의 아파트가격에는 기본가치를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정도 초과하는 거품이 형성되어 있
은 아파트의 장기평균가격과 현재

의 실질가격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거품
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남지역 아파트의 평당 실질가격은 장기 평균가격의
년 월의

년 월 현재 강
배 수준으로

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당 실질가격도

장기평균을 상회하여

년 대말의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철ㆍ성명기

와 손경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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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과의 유사점
년대 후반에 진행된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정과

년 초 이래
의 분석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나타난 유사점을 최희갑
참고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유사점은 두 나라 공히 경제 전체의 물가상승률은 매우 안정된
가운데 자산가격만 급등세를 보인 점이다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기인
년대 후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약

였다 이에 비해 같

은 기간 중 주가는 약 배 지가는 약 배의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외환
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

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년 동안

내외에서 안정되어 있다 그

러나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약
가격은

전국의 아파트

이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 만약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신속한 통
화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대책이 자산버블의 팽창을 어느 정도 누
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경우에서 공히 물가상승률
이 낮은 가운데 자산버블이 발생함으로써 버블에 대응한 통화정책 측면
의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
둘째 특정지역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산되는 버블의 형태가 유사하다
년대 일본의 경우는 도쿄의 오피스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다면 최근의 우리나라는 강남의 아파트에서부터 가격상승을 경
험하였다 일본의 경우 도쿄의 국제금융센터화를 배경으로 한 오피스 수
요증대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여건이 양호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에 대한 수요증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촉발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도
버블형성 초기의 정책대응을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심화되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과 같은 정책수단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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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저금리와 가계대출 확대라는 버블 발생의 요인도 비슷하였다 금
리의 경우 일본은

년 월의 플라자합의 이후 진행된 급격한 엔고에

따른 해외수요의 위축가능성을 내수 확대를 통해 보전하려는 노력의 일
환으로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경기부진 기업자금수요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저금리의 상황에서 일본의 경우는 직접금
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원이 은행으로부터 이탈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위험 회피 경향으로
인하여 은행권이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함
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계대출의 급팽창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이 가계 보유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
시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상호상승작용이 확대되
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일본은

년대 부동산

가격급락과 함께 심각한 금융부실을 겪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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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시

강 남

소비자물가지수

200
180
160
140
120
100
80

자료 통계청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월호

2003.05

2002.09

2002.01

2001.05

2000.09

2000.01

1999.05

1998.09

1998.01

1997.05

1996.09

1996.01

1995.05

1994.09

1994.01

1993.05

1992.09

1992.01

1991.05

1990.09

1990.01

1989.05

1988.09

1988.01

1987.05

1986.09

40

1986.0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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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전국평균

수도권 (도쿄 중심)중심)
수도권(동경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160
140
120
100
80
60
40
2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주 수도권 전국 평균 신축아파트 평균가격 소비자물가지수는 모두
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日本不動産硏究所
롬

년을

3) 일본과의 차이점
년대 말 버블기의 일본경제는 경기과열상태에 있었다 연평균 성
장률이

에 달했고 이와 같은 경기호조에 바탕을 둔 일본경제 주체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부동산가격과 아울러 주가도 세 배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당시의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소비ㆍ투자 등 내수가 침체되어 있으며 부동산시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과열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당시의
일본에 비해 낙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책대응의 어려움
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모든 경제변수가 과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좀더 선제적인 통화정책수단을 강구했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후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
부진의 타개와 부동산 버블의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가 상충되어 일
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 하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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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나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에 비해서는 가벼울 것으로 보인
다 우선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간과 폭을 보면 일본의 경우는
후반에서

년대 초에 걸쳐 약 년간 상승했으며 그 폭도 우리나라보

다 훨씬 큰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며 그것도

년대

년 하반기 이후의 약 년반

년 급격한 부동산가격 하락 이후의 조정과정을 어느 정

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주택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걸쳐 버블이 형성되었던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는 아파트에 국한하여 버블이 형성된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버블 붕괴시 야기될 금융부실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주택담보
비율도 우리나라는 현재

수준으로서 버블 형성기 일본의

이상

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유사점

4-3>
차이점
구분

일본

경기현황
낙관론 가운데 경기과열
ㆍ경제 전체의 물가 가격상승기간 년
는 안정
상업지
ㆍ특정지역에서 출발 가격상승폭
하여 점차 확산 상승범위
상업지 주택 토지
ㆍ저금리
주택담보비율
상회
ㆍ가계대출 확대
매수주체
기업 위주

또한 우리가

한국
내수 중심 경기침체
년반
강남아파트
아파트 중심
수준
개인 위주

년전에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설사 버블이 터지더

라도 그 후 발생할 금융부실의 정도는 일본의 경우에 비해 덜할 것이라
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본다 외환위기로 부실채권문제 영업중단 합병
국유화 등을 경험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버블의 형성에 주목하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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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를 감안하여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
름대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기업의 상업용 부동산 매입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버블 붕괴
후 기업의 타격이 컸으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개인들의 아파트 매수
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가격하락시 기업부문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
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산업은행

라. 버블 붕괴의 가능성과 금융부실의 위험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균형수준을 상회하는 거
품이 끼어 있다면 그 버블은 언젠가는 붕괴하여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그렇고 일본 이외의 다른 사례도 가절에서 검토한 바 있다

년

월

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으나 각
종 세제 변화와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거래허가제나 개발이익 환수제와
같은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정책적 의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
대출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증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 은행의 자
산구조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부동산가격 하락시 우리 금융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정도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와 신규대출 축소 등으로 위축되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년 이후 연평균

년 월 말 현재

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조 원에 달하였다 그 결과 총은행대출 가운데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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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업대출의 비중은

년 말의

에서

년 월에는

으

로 크게 변모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가계대출의 비중이 크
게 높아진 배경을 최공필 외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높고 부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서 수익성 및 안전성 면에서 가계대출이 유리하여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
자기자본비율 산정시에도 기업대출의 경우 위험가

대에 주력하였다
중치가

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에 불과하다 둘째 자금수요 측

면에서는 저금리의 지속으로 부동산 투자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수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수요도 증가하였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크

게 제고됨에 따라 신규대출 여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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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연도

가계신용대출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가계대출

억 원

판매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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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단위

기업대출비중
가계대출비중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호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대출의 형태로 이
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손경환ㆍ윤주현
시중은행 가계대출자금의 약

가 주택 관련 자금이었다 표

따라서 총대출자금 가운데 가계대출자금의 비중이

참고

이고 가계대출자

가 주택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신규대출

금 가운데
자금의

에 따르면

이상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4-6>
단위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상환
기

타

자료 손경환ㆍ윤주현

가계대출의 현안과 대책

국토연구원

이 같은 주택관련 대출자금의 막대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금리가 빠
르게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부채가 많거나 주
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은 일부 가계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가계부실화가
일단 시작되면 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으
로 담보가 부족해지면 대출기관은 가계에 추가담보의 제공이나 대출상환
을 요청하며 이에 따른 공급증대는 다시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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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한국은행

은 부동산가격의 하락시 담보부족에 따
로 추정되는 주택담보대

라 은행이 직접 부담하게 될 손실규모는
출의 담보시가대비 대출금액비율

등을 감안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 통화금융정책 과제
1)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금리정책 자제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의 변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로
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금리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통하여 보유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기
대값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제주체들은 주택 등 자산보유에 따르는
자본이나 임대료 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나름대로 할인율을 고려
하는데 금리변동은 바로 그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금리가 변할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사이에 상대적인 수
익률이 변화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자산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편 자산가격의 변화는 부의 효과

를 통하여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담보 가치의 변화에 따른 자금조달능력의
변화를 통해서도 최종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자산가격의 변동
은 가계와 기업의 자신감과 기대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그들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가격의 변화와 그것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자산가격은 통화정책의 수행시 어느 정도 참고되어야 할 변수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화당국이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자산가격의
손경환ㆍ윤주현
참고
년대 후반 버블 형성기 일본의 경우는

를 상회하였다 한국산업은행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최근 상황과 같이 경제 전체의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한국은행은 그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상
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는 매우 뜨거운 논쟁이 벌어
지고 있다 먼저

는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의 변동에 보다 주안

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산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록 일반물
가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금리를 인상해 대응하게 되면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는

년대 말과

년대 초에 일본의 통화당국은 자산가격 변동에 보다 관심을 가진 통
화정책을 수행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년대 말에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버블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통
화긴축을 실시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대칭적으로

년대 초에 주식

및 부동산가격의 하락 조짐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보다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는 주장하였다 일본의 경우

야 금융긴축을 시작하였는데 만약

년 말이 되서

년 하반기 무렵에 강력한 금융긴

축을 실시했더라면 버블의 정도는 완화되었을 것이며 그 붕괴에 따른 후
유증도 약화되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산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년 하반기부터 주가 및 부

년 초가 되어서야 시작된 금융완화정책

은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어야

은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금리정책은 자제되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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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중앙은행은 자산가격이 과연 그 균형가격으로부터 괴리되어 버
블을 형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산의 균형가격이라
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자산가격의 변동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결정한
상황하에서 중앙은행이 실제로 진행된 자산버블의 형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제주체들은 그들의 부동산 투자에 내
재된 리스크를 간과하여 버블 붕괴의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참여하게 됨
으로써 금융부실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둘째 자산가격의 상승이 경제
전체에 물가상승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통화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
리를 인하하는 비대칭적인 대응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것도 바람
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같은 통화당국의 정책대응이 도덕적 해이의 문
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경제주체들은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의해 손실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고수익ㆍ고위
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기대수익을 높이려는 경향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는

년과

년 초에 일본의 주식 및 부동산가격

이 급등세를 보일 때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주장
도 있으나 당시는 엔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경
제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엔화강세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시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
장하였다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자산가격에 보
다 관심으로 보여야 한다고 할 경우에도 검토대상인 자산에는 부동산 주
식 외환 등 여러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는 거시계량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물가안정
목표제의 골격하에서 중앙은행은 자산가격의 변동이 기대 인플레율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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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는 한 통화정책을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화시킬 필요
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는 일본중앙은행의 경제
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학자들로서

년대 말과

년대 초 일본의 통화정책을 분석하고 자산가격을 통화정책의 목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 안정은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
었으며 따라서 매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부
동산가격의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겪게 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 분배구조의 악화 사회불안의 소지 등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금리인상이다 최
근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저금리와 가계대출 팽창에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통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금
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 검토여론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학자의 견해에 덧붙여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경제상황
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에 대응한 금리인하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
첫째

년 대말 일본의 버블 형성 및 팽창기에 금리인상이 늦었다는

주장이 사후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이는 당시 일본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이다 최근의 우리나라와 같이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 전체
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금리인상에 대한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
중기물가목표

하에서

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기대인

플레율과 코어인플레율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경우에 금리정책은 경
제 전체의 인플레이션과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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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동산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은 다른 일반상품에 비해 그 변동
성

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가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어렵다
2) 자본적정성의 확보
만약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손경환

이나 한국은행

의 연구결과와 같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면 그
거품은 언젠가는 꺼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일본이 경
험한 바와 같은 자산버블 붕괴 이후의 금융위기와 경제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모든 나라가 금
융위기를 겪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고 나름대로 대비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년대 후반의 싱가포르와 홍콩이 그 좋은 예로서 이 나라

들은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급락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회피하는 성과
를 남겼다
먼저 싱가포르에서는
권 총대출의
이

년대 중 민간신용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은행

이상이 부동산과 건설부문에 집중됨으로써 부동산가격

년의 기간에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년 말과

년 초에 걸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신용팽창이 둔화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 가절에서 살핀 많
은 나라는 이와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를 겪었으나 싱가포르는 예외였다
년 중 싱가포르 은행권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고 부실채권 비
율이

년 초의 약

에서

년 월에는

에 달하도록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은 규제하한선인

를 훨씬 초과하여

를 기록하고 있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한 싱가포르 은행권의 건전성은 아시아 최고 수준
을 유지하고 있었고 금융감독시스템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었다
토지공급을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홍콩에서는

년대 중반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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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년 월에 년간

의 토지공급 확대를 골자

로 하는 토지정책이 발표되었다 뒤이어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홍
콩의 부동산가격은 급락하여 주택가격의 약
거의

나 하락하였다 이에 정부는

상업용 부동산가격은

년 월에 토지매각을 잠정 중

단함으로써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응하였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자 홍콩 은행들은 대출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
라 신용경색이 나타났다 또한
안 부실채권비율은

에서

년 말에서

년 중반까지의 기간 동

로 높아졌다 그러나 은행의 자본사정은

강건하였고 따라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
은 평균

에 가까웠고 모든 은행의 그것이
를 유동성 형태

은행들은 자산의 최소

를 상회하였다 또한
로 보유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의 위험이 감소되었다
결국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거시경제 기초 여건의
건전성과 은행자본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있으면 부동산가격의 급변 등에
따르는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자본의 적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금융감독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한 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시
점이라고 생각된다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상승한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년 말의
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여
년 월 말 현재
를 기록하
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자기자본이 충
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금융감독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은행권

4-7>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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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부문에 대한 은행신용팽창 억제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팽창을 방지하고 만약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그
것이 금융부문에 비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부
문에 대한 은행신용의 팽창이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는 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의 담보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아
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는 은행 신용평가시 부동산 담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특히 부동산부문에 대한 대출이 부동산가격이 오를 때
성격을 띠게 되어 부동산가격이 일단

증가하는 경기순응적인

하락하기 시작하면 은행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도를 평가할 때 차입자의 사업전망과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보다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평가하고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비용 등 부동산 대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균형으로부터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을 때 이러한 조치들이 더
욱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은행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고 대출의 성격이 주로 단기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
산가격의 하락이나 금리상승시 금융부실 및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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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대출자금공급원을 개
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수

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ㆍ고정금리화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과 금리 변동에 따르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 해소를 구상하
고 있는바 이는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년

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제 장 요약과 결론

년대 후반에 일본경제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과열된 가운데 극심
한 자산버블을 경험하였다 일경평균주가는

배로

대 도시의 상업지

지가지수는 배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자산가격의 급등은 주
로

년대 초부터 금융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된 가운데 일본중앙은행이
년 월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화 강세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에 대응

하기 위하여 저금리정책을 추진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밖
에도 도쿄의 국제화를 지향한 당시의 국토개발계획이나 부동산 관련 세
제 일본경제의 장래에 대한 자신감 또는 도취감 등도 자산버블의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국제적인 정책협조 분위
기 엔화 강세의 저지 내수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축소 등 중요한 정
책과제를 안고 있던 상황하에서 일본통화당국의 통화정책 운영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산버블과 경기과열 및 인플레압력에 대응하여 일본 중앙은행은
년 월 이후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여

년 월까지 다섯 차례

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고 그 결과는 자산버블의 급속한 붕괴와 경기침
체로 나타났다 버블붕괴라는 거시적 쇼크의 영향은 먼저 부동산 담보대
출의 부실채권화로 나타났으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는 신규 부실채권
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불황을 심화시키는 불황과 부실
채권 사이의 악순환이

년대 내내 일본의 장기침체과정에서 진행되었

다 이 시기 일본의 통화정책은 버블붕괴의 영향과 금융부실의 누적에 대
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금리인하
등 금융완화조치가 실시되어도 은행신용은 확대되지 않음으로써 통화정
책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부실채권의 근본적 해결 없이
금리인하에 의존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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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급변동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사례는 일본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 북유럽 멕시코 아시아 등지의

년대 말 이

가지 사례에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

다가 급락한 다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문이 부동
산가격 때문에 위기를 겪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하였
다 첫째 부동산시장이 붐일 때는 담보시가대비 대출금액비율이 하락하
여 리스크를 저평가하게 됨으로써 과다대출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일단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둘째 금융
기관이 부동산 대출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미래의 임대료 소득 금
리 감가상각 등의 변수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분석이 취약하기 때문
에 대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담보 가치에만
관심을 두어 담보 가치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넷째 도덕
적 해이의 문제도 있어서 차입자가 부동산 담보 가치의 하락에 따르는
리스크를 금융기관에 전가하려는 위험도 있다
년대 말의 일본과 최근의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
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두 나라에서 공통적
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자산가격만 급등
세를 보였고 일본은 도쿄의 오피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강남 아파트와
같이 특정지역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산되는 형태가 비슷하며 셋째 저금
리와 가계대출 확대라는 버블 발생요인도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년대 말 버블 형성기에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과

열상태에 있었던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가격만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나 부동산가격 상승의 범위와
폭 그리고 일본에 비해 낮은 주택담보비율 등은 두 나라 사이의 차이점
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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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환 이후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만약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불안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약
중은

년 월 현재 약

였던 가계대출비

로 높아졌으며 가계대출자금의 약

가

주택 관련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시 금융
부실이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담보시가
대비 대출금액비율이

년대 말의 일본에 비해 훨씬 낮아서 부동산가

격 하락시 겪게 될 금융권의 손실이 일본에 비해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
은 아닐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소개하였다
자산가격변동에 대해 통화당국이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
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자산가격의 변동을 직접 겨냥한
금리정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우세함을 적시하였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볼 때에도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동산가
격의 하락이 반드시 금융위기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 거시경제 펀더멘털의 강건성과 적정한 금
융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은행경영의
중요성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긍정적 측면을 약술하였다
부동산가격 안정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년

월 말 발표된 세제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중

심으로 한 부동산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번 조치나 상황에 따라 주택
공개념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아 부
동산가격 상승세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
다 더욱이 수출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경기회복을 내다보는 전망이 현
실화될 경우 금리정책도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여지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이 이렇고 지금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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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 있는 상태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부동산가격은 더욱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년대 초 일본에서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

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은

년대 말의 일

본에 비해 가격상승의 범위 서울 강남 아파트 중심 일본은 전 지역 모든
형태의 부동산 나 폭 서울 강남

일본은

으로 볼 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하락의 경우에도 그 폭이나 속
도가 일본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은행경영이 주택 관련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융부실과 거시
경제적 불안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을 기대하면서 금융감독과 은행자본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년대 후반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경험했

으면서도 금융불안을 피할 수 있었던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는 튼튼한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과 건전성에 바탕을 둔 은행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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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년
도쿄외환시장에서의 은행간 엔 달러 직접거래
도쿄외환시장 엔 달러환율
상호은행 신용금고 등

엔으로

해제

년 최저수준

시장금리연동형예금 발매

헤이와 平和 상호은행 창업자인 小宮山 상무 해임
미 상원 본회의 미ㆍ일무역에
관한 공동결의 대일 보복결의
를 만장일치로 가결
대장성 은행ㆍ증권의 업무영역 垣根 문제 일괄 처리
발행단위의 인하 억 엔→ 억 엔
유로 엔대부 비거주자 중장기 자유화
유로 엔채 거주자 발행 의 이자를 무과세로
전국은행
발매개시
발족 통신자유화 착수
도쿄증권거래소 거액주식위탁수수료 인하 실시
대장성 伊藤萬債의 인수간사로 스미토모은행 계열의
은행을 특례 인가
대장성 은행 자기자본비율 인상 촉구 총자산의

이상
미국 재할인율 인하

→

국토청 수도개조계획 발표
년까지 개 구역에
적어도
헥타르의 신규 사무소면적이 필요 명시
증권회사에 의한

의 유통 취급 개시
연차보고에서 일본의 내
수확대ㆍ수입증가 필요성 지적

대장성 비거주자 유로듀얼커런시債ㆍ제로쿠폰債 해제
머포드 美 재무차관보ㆍ大場
재무관 회담 도쿄
증권거래법의 일부 개정 공포 채권선물시장 창설

선진 개국 재무장관회의 도쿄

대장성 개 외은의 신탁업무 진입 허가
대외경제대책추진본부 행동프로그램 제 탄 관세인하 을 미ㆍ일 엔 달러위원회
정식결정
회의
미국 은행간시장금리의 규제
철폐 요구
나카소네 총리 도쿄만횡단도로ㆍ수도권 연결도로ㆍ明石
해협대교를 민활 도입으로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자민당
방침을 승인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국제

임시행정개혁추진위원회 행정개혁의 추진방법에 관한 답
신을 정부에 제출 민간활력 발휘 거액예금금리 자유화
은행ㆍ증권점포 설치규제의 탄력화 등
콜무담보거래 개시
대외경제대책추진본부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프로
그램 의 주요 내용 결정
월 대장성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융자에의 자숙을 요청
유로 엔 전환사채의 適債기준 완화
三光汽船 회사갱생법 적용 신청
외화표시 외채의 국내발행 개시
서독 재할인율 인하
최초로 보통사채

→

년물 발행
레이건 일본ㆍ한국ㆍ브라질ㆍ
에 대해 통상법
조 발동
뉴욕 달러 강세 시정 협
조개입에 합의 플라자합의

일은 도쿄외국환시장을 중심으로 달러 매도ㆍ엔 매입 개
입개시 엔화 사상 최대로 절상
거액정기예금
발행 확대

억 엔 이상 금리자유화 실시

ㆍ
서울 플라자합의 재확인

경제대책각료회의 주택건설ㆍ도시개발 촉진 등 내수확대
에 관한 대책 결정
東

채권선물거래 개시

일은 단기금리 인상 유도
단기금융시장금리 급등 채권시장 폭락
월 유로 엔채 보통사채ㆍ워런트채 의 適債 기준 완화
국내분리형 워런트채의 발행 해제
스미토모금속공업 일본 최초로 유로 엔 무담보 보통사채
발행
東 최초로 영ㆍ미 증권 개사의 입회 승인 동증회원권
의 제 차 개방
외환심 도쿄옵션시장 창설 허용
대장성 대외론채권 매매규제 완화
일은 단기금리 상승유도 해제
東急백화점 일본 최초로 분리형 워런트채 발행
경제대책각료회의와 대외경제대책추진본부의 합동회의에
서 내수확대에 관한 대책 및 대외경제대책에 대해 를 정
리 발표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년
해외에서 발행된 워런트채ㆍ워런트 국내 유입 해제
년 미국 자동차판매대수에
서 일본차의 비중 사상 최고
인
기록
대장성 엔화 표시 사모채 발행규정 완화 결정
신주꾸 西戶山의 국유지 매각 나카소네 民活의 제 호
생명보험 자발적 외채투자규제를 매월 증가자산의
에서 로 확대
다케시타 대장상의 발언을 계기로 엔화 급등 달러당
엔 이하로
일은 재할인율 인하

→

美 상무부
년 무역적자
억달러 대일 적자
억
달러로 발표 모두 과거 최고

대장성 할인단기국채의 공모입찰을 최초로 실시ㆍ발행
東 에 최초 분리형 워런트채 워런트 상장
노무라증권 런던증권거래소 회원권 취득 일본의 증권회
사로서 최초
민활일괄법안 각의결정 월에 성립
일은 재할인율 인하
→
일은
를 대상으로 한 공개시장조작을 최초 실시
도쿄외국환시장 달러

엔대 사상 최고치

대장성 생보의 외국증권투자규모를 총자산의
로 완화 신탁은행의 외채투자규모도 확대

에서

일은 단독 엔 매도 달러 매입 역개입
일경평균주가 만 천 엔대로 시장최고치 갱신
대장성 유로 엔채와 엔화표시채의 규제 완화
월 민간프로젝트추진회의 제 차분의 민활프로젝트로서 上
總新연구개발도시구상 등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기로 결정
대장성 일련의 금융자유화조치 실시 거액정기예금의 최
저 預入金額 인하
ㆍ 의 기간 연장 및 발행규모
확대 등
증권회사 엔화표시
은행인수어음 의 유통 취급 개시
燈田 일은총재 기자회견에서 주가와 지가의 상승에 대
해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
前川위원회 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조정연구회 보고
서 前川리포트 를 총리에게 제출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국제

경제대책각료회의 내수확대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베이커ㆍ다케시타 회담 워싱턴
종합경제대책 결정
개최
대장성 금융기관의 토지 관련 융자에 대해 통달 부동산
업 건설업에 대한 정기보고를 요구
일은 재할인율 인하

→

도쿄시장에서 일시 달러

미국 재할인율 인하 →
레이건 엔고 용인 발언
엔대 돌파

대장성 일본이 세계최대의 채권으로 되었다는 요지로 각
의보고
예금보험법의 일부 개정 공포 예금보험제도의 정비ㆍ확
충
시행
경제대책각료회의 중소기업대책ㆍ고용대책 엔고차익환원대
재무차관 도쿄정상회의에서
책 등을 골자로 하는 당면의 경제대책 의 추가조치 을 미국이 제안한 정책감시를 위
한 지표 구상에 대해 협의
결정
신탁은행 대부신탁계정의 자발적외채투자규제

철폐
미국 재할인율 인하

→

대장성 생손보와 연금신탁의 외화표시 자산잔고를
까지 확대하기로 발표
대장성 생손보의 엔화표시 대외대부의 규제 완화
미국 재할인율 인하

→

월 이 무렵부터 각성청 리조트 관련 구상을 잇달아 제기
대장성 일련의 금융자유화조치 실시 거액정기예금
의 최저 예입금액 인하
ㆍ 의 발행규모 확대 등
미쯔비시重工 전환사채

발행

정부 총액 조 천억 엔의 종합경제대책을 각의 결정
기준지가 발표 東京都區部 상업지 전년대비
스미토모은행 헤이와 平和 상호은행을 흡수합병

상승
燈田기자회견 워싱턴 금리인하
시사

三重野 일은 부총재 국회답변에서 금리인하 부정
대장성 기간

년의 초장기국채 발행
런던증권거래소 증권매매위탁
수수료 자유화 단일자격제도
의 폐지 등 개혁 빅뱅 실시
베이커ㆍ미야자와 환율안정에
대해 공동성명 발표

일은 재할인율 인하

→
미국 상업은행 도산 대량 발
생 연초 이래
개 은행으로
전년을 상회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천황재위

년 기념

년

국제

만 엔 경화 발행

도쿄옵션시장 개설
新日鐵ㆍ川崎제철ㆍ神戶제강의 철강 사 종업원의 일시
휴업을 실시
스미토모은행 골드만삭스사에의 자본참가계약에 조인
정상회의 일본의 무역불균
출자금 감액 등 조건부로
승인
형 시정 요구에 대해 공동성명
발표
대장성 각 금융단체에 대해 토지 관련 융자를 신중히
취급하도록 통달
자민당세제조사회 세제개정 대강을 수상에 제출 매출세
도입
년
야마이치 山一 증권 成田芳穗 부사장 자살
도쿄시장에서 급격한 엔고 일시 달러

엔대 돌파
서독 재할인율 인하

일경평균주가 만 엔대로 사상최고치 갱신

→

미 재무부
년 무역적자
억 달러 대일적자
억 달러
발표 모두 과거 최고치

매출세법안 국회 제출
대장성 일본 은행해외지점의 해외

취급 해제
파리 각국의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로 합의 루
블 합의
파리 루블합의를 정식 채택
이탈리아는 보이콧

일은 재할인율 인하

→

일은 자유금리예금의 규제 완화
일본의 은행 해외자산 세계 최대

년 월말

발표

국토이용계획법 개정안 각의 결정 월 시행
레이건 미ㆍ일반도체협정 위반
에 대해 보복조치 발표
개사 업무 개시
국토청 토지공시가격 발표 東京都區部에서
하는 사상 최고의 급등

를 초과

대장성 보통ㆍ상호은행의 국내전환사채발행을 해금
대장성 일련의 금융자유화조치 실시 거액정기예금
최저예입액 인하
ㆍ 의 발행액 확대
주

만 엔의 최고치 기록

의

워싱턴 엔의 중심환율을
달러
엔으로 변경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도쿄시장 달러

국제

엔의 최고치 갱신

매출세법안 廢案
대장성 은행ㆍ증권ㆍ생보 등 개사에 대해 환율안정
을 위해 투기적 거래 자숙을 요청
대장성 기관투자가에게 미국채 구입을 지시
경제심의회 최종보고서 구조조정지침 新 前川리포트
을 총리에게 제출
金制調 및

取審

시장의 창설안 허용

대장성 국내금융기관 등의 해외금융선물 거래를 해제
국토청 제 차전국종합개발계획시안을 국토심의회에 제출
정부 조 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결정
대장성 금융ㆍ자본시장의 자유화 국제화에 관한 당면
의 전망 을 발표
大 주식선물거래 株先
선물

를 개시 전후 최초의 주식 베네치아 정상회담 일 달
러안정을 요구하는 경제선언

월 말 일본의 대외준비고가
제외하면 세계 최대

억 천만 달러 서독을

全總 각의결정
월 종합보양지역정비추진법 리조트법 공포ㆍ시행
新행정개혁심의회에 지가대책ㆍ토지문제를 자문 토지
대책검토위원회 土地臨調 설치
三重野 부총재 예산위원회에서 통화공급 급증으로 인
월례회의에서 은행의 자기
플레 우려 표명
자본비율의 국제적 통일기준을
新行革審 총리에게 긴급답신 제출 내수확대의 기폭제 결정
로서 재정지출 요청
全銀連 등 금융 단체 투기적 토지거래에의 융자 자숙
합의
세제개혁법안 マル優 소액비과세저축제도 원칙 폐지 등
각의결정
대장ㆍ농수성 가고시마현 信農連에 대해 저금보험 제
호를 발동 가고시마농협ㆍ田上농협 합병 지원을 위해
융자 실행
토지거래 감시구역제도 도입
일경평균주가 만 천 엔대로 사상 최고치 갱신
다테호화학공업의 채권상장 폭락에 따라 재테크실패 표
면화 내부자거래 규제문제로 발전
미국 재할인율 인상
기준지가 평균상승률은

도쿄권에서

급등

→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대장성 일련의 금융자유화조치를 실시
의 최저
예입금액 인하
ㆍ 의 발행한도 철폐 등
지가대책관계각료회의 新行革審의 답신에 근거해 긴 베이커 달러 약세 용인 발언
급토지대책요강을 결정
대장성 토지 관련 융자의 엄정화에 대해 통달 이에
주식시장 대폭락 블랙먼데이
따라 全銀協 등도 동 융자의 엄정화에 대해 합의
도쿄ㆍ런던ㆍ파리ㆍ프랑크푸르트
등에도 파급 홍콩에서는
일간 주식시장 폐쇄
나카소네 후계총재에 다케시타 竹島 지명
도쿄주식시장도 개설 이래 대폭락
토지대책관계각료회의 발족
소니
와
레코드를 매수
일본항공 완전민영화
대장성 국내
및 비거주자 유로엔
주 제 차 방출
전일본민간노조연합회 연합 발족

의 발행 해제 미국
년 금융근대화법안을
상원에 제출 은행의 증권업무 진
출 개방

금융제도조사회 제도문제연구회 전문금융기관제도의 서독 재할인율 인하
자세에 대해 를 발표 장단기 분리 신탁 분리 상호은
행제도의 개선 등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의 국
제적 통일기준을 공표
대장성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의 국제적 통일기준 발표
년도 말까지
이행 의무
저당증권업규제법 공포
년
도쿄시장 달러

엔의 최고치 기록

대장성 월기부터 실시 예정이던 특정금전신탁 특금
과 지정금전신탁 펀드 트러스트 의 저가법에 의한 결
산처리를 년 연기하기로 통달
일경평균주가 만

엔대 회복

년

월 폭락전 수준

소액비과세저축제도 マル優 의 원칙 폐지
우편국ㆍ생보 국채 창구판매 개시
대장성 거액예금ㆍ
억엔

의 최저예입액을 인하 억 엔→
미 하원 수퍼
무역법안을 가결

조 및 포괄

영국 금융서비스법 시행
東 회원권의 제 차 개방
대장성
년말 일본대외자산총액이 최초로 조 달
러를 초과했다고 발표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자민당 세율
강을 결정

국제

의 소비세를 도입하는 세제발본개혁 대

리쿠루트 사건 발각
일본증권업협회 내부자거래의 자주규제실시

서독 재할인율 인상

→

미국 재할인율 인상

→

서독 재할인율 인상

→

도쿄주식ㆍ채권시장 연초 이래 최대 하락 다테호 쇼크
大 에서 일경평균의 주가지수선물거래 개시
일은 新금융조절 개시
달러

엔 종가 기준으로 전후 최고치

東 평균주가 사상 최초로 만 엔대 돌파 만

엔

대장성과 우정성 소액의 시장금리연동형예저금 소액
도입에 합의
미야자와 부총리ㆍ대장상 리쿠르트 코스모스 미공개주
의 거래를 둘러싸고 인책 사임
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관련 개법 성립
세제의 발본개정에 따라 주식매매익의 취급이 종래의
원칙비과세 에서 원칙과세 로 변경 자본이득 과세
년
서독 재할인율 인상

→

미국 재할인율 인상

→

新단기우대금리 도입
상호은행

개 은행 보통은행으로 전환

도쿄지검 江副浩正 전 리쿠르트 회장 체포
소비세 도입
서독 재할인율 인상

→

외화보유고 천억 달러 돌파
東

주식시가총액 최초로

일은 재할인율 인상

조엔 돌파

→
서독 재할인율 인상

도쿄금융선물거래소 오픈
월 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
비거주자 유로 엔債 기간제한의 규제 철폐 適債 기준의
자유화 거주자 유로 엔의 適債 기준 완화
생명보험협회 생보총자산의
조 엔 돌파 발표
미쓰이은행과 타이요코베 太陽神

은행 합병 발표

→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미쯔비시은행

년

국제

증시에 상장

소니 미 콜롬비아사 매수
서독 재할인율 인상
일은 재할인율 인상
東

→

→

주가지수옵션 거래 개시

미쯔비시은행 록펠러 센터 매수
다이와 大和 증권 천억 엔 이상의 손실보전 사실 공표
국세청 증권국에는 월에 발각
東

외국국채증권

선물거래 개시

토지기본법 시행
일은 재할인율 인상

→

東 회원권의 제 차 개방
일경평균주가 만
엔으로 사상 최고치
년 만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년
월 엔화ㆍ주식ㆍ채권의 트리플 약세 버블 붕괴의 시작
일경평균주가

엔 하락

일경평균주가
급락

엔 하락 일시 달러

일경평균주가

엔 하락

일은 재할인율 인상

엔까지

→

일경평균주가 만원대 이하로
엔화 일시 년 개월 만에
엔대
대장성 부동산관련 대출의 총량규제에 관해 은행국 통
달 실시
월 대장성 시가발행증자 중지
타이요코베미쓰이은행 발족
일경평균주가

엔 하락 하락폭 사상 두 번째
엔약세 방지 위해 공동성명

국채의 선물옵션거래 개시

워싱턴 일본 엔약세 시정
요구

개정증권거래법 공개매수제도

규칙 도입 등 성립
미ㆍ일구조협의 타결

도쿄지검 國際航業株 사건으로 오타니 光進 대표 등을
체포
일은 재할인율 인상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전국기준지가 연간
래 최고

국제

상승

년도 조사개시 이

일경평균주가 일시 만 엔 하회 년 개월 만에
하시모토 대장상 선물ㆍ옵션 거래시간 단축 등 주식시
장 지원책 발표
스미토모은행의 磯田 회장 前 지점장의 부정융자중개사
건으로 인책 사임 표명
엔 달러

엔으로 지속 급등

쿄와 協和 ㆍ사이타마 埼玉 양 은행이
병하기로 합의

년 월에 합

자민당세제조사회 신토지보유세를 골자로 하는 토지세
제대강을 결정
미국 재할인율 인하

→

미국 재할인율 인하
독일 재할인율 인상

→
→

년 해외직접투자액 일본이 영ㆍ미에 이어 세계 위
년
종합토지정책추진요강을 각의 결정

東海은행 三和신금의 구제합병 결정 버블 파탄의 제 호
실시
쿄와사이타마은행 발족
시장평균주가 사상 최초로
천 달러대로 상승
미국 재할인율 인하

→

독일 재할인율 인상

→

지가세법 공포
일은 창구지도 폐지 결정
일은 재할인율 인하

→

대장성 대 증권사의 전체 법인부문에 대해 일간 영업
활동 자숙 처분
대장성 일련의 증권불상사로 대장상ㆍ사무차관ㆍ증권국
장 등을 처분
경제기획청 경기확대가 연속
례보고에서 분석

개월째로 들어섰다고 월

대 증권사 손실보전대상 리스트 발표
동양신용금고 직원의 가공예금증서 발행에 의한 부정융
자사건 발각 尾上縫사건
대장성 금융시스템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 공표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증권ㆍ금융의 불공정거래의 미국 재할인율 인하
기본적 시정방안에 관해 답신

→

경제기획청 월례보고에서 감속 을 명시
일은

년 만에 예금준비율 인하 결정

대장성 손실을 보전해준 대 증권사에 최고 일간의
영업정치처분
예금보험기구 동방상호은행을 구제합병하는 이요 伊
豫 은행에 설립 이래 최초로 자금원조를 결정
미야자와 내각 발족
미국 재할인율 인하
일은 재할인율 인하

→

→

증권계 장외시장에서 신규공개 연기
월 山一증권이 수뇌회의에서 簿外처리 결정
경제기획청의
월기 국민소득속보 연율
장으로 경기정체 색채 짙어

의 성
수뇌회의 마스트리히트 로
마조약의 개정에 합의
창설

대장성 토지 관련 융자의 취급에 대해 의 통달 지시 미국 재할인율 인하
월에는 더욱 총량규제 철저
독일 재할인율 인상
경제기획청의 월 경기동향지수에서 사실상의 경기후
퇴가 명확하게 됨
년도 예산 전년도 당초대비
일은 재할인율 인하

증가

→

월 山一증권 국내의 지주회사에서 부외처리 시작
년
지가세 실시 개정증권거래법 시행
경제기획청 월례보고에서 최초로 조정 을 인정
금융제도조사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의 확보
에 대하여 발표
도쿄지검 佐川急便疑惑 강제 수사
경제기획청 월례보고에서 경기후퇴 선언
일경평균주가 종가기준으로 만 엔 하회 년 만에
국토청의 지가공시로
하락 년 만의 하락

년의 전국평균지가가

정부 긴급경제대책 결정
일은 재할인율 인하

→

→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대장성 도시은행 등
으로 공표

국제

개 은행의 연체채권 조 조 엔

대장성 山種증권 공중분해 로 영업정지 처분 최초 공
중분해 처분
년도 경상흑자는
배 무역수지는
억
상 최대 흑자
영

지 은행부실채권을

억

만 달러 전년대비
만 달러
증가 로 사
조

조 엔으로 보도

월 일본채권신용은행 계열 여신전문금융기관
금리감면을 금융계에 요청

의

금융제도개혁관련법 자회사 방식에 의한 은행ㆍ신탁ㆍ
증권의 상호진입 등 이 성립
미국 재할인율 인하

→

독일 재할인율 인상
전후 최고

→

독일 재할인율 인하

→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발족
일은 재할인율 인하

→

일본주택금융 지원 모은행 개 은행이 금리경감에 합
의
대장성 금융행정의 당면 방침 발표
동증평균주가 버블 붕괴 후 최저치 만

엔

東京佐川急便에서 억 엔 수취사실 드러나 金丸 자민당
부총재 사임
정부 총액

조 천억 엔의 종합경제대책 결정

미야자와 총리 자민당 세미나에서 금융시스템안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시사 반년 후 철회
대장성 대형 개 은행의 부실채권액은 조
그 중 회수불가능은 조
억엔으로 발표

억엔

대장성 都長銀ㆍ신탁 개 은행의 월 말 부실채권액
발표 조 천억 엔 정도 금융행정의 당면 운영방침
의 실시 상황에 대해 발표
미쯔비시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부동산담보부채권 매수
회사 설립 골자안을 발표
클린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년
통합시장 발족
경제기획청 월레보고에서 종래의 減速感 에 低速 의
표현 사용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대장성 년 무역흑자 천
달러 돌파 공표

년

국제
억 달러로 최초로 천억

주식회사ㆍ공동채권매수기구 설립
住專문제 대장성 寺村 은행국장과 농수성 眞鍋 경제
국장간의 각서 교환
일은 재할인율 인하

→

독일 재할인율 인하

→

대장성의 주도로 모은행에 의한 일본주책금융의 재건
책 정리
都長銀 신탁 등 자기자본비율
정부

의

독일 재할인율 인하

→

독일 재할인율 인하

→

독일 재할인율 인하

→

기준 달성

조 천억 엔의 신종합경제대책 발표

년도 경상흑자 역대 최고의

억 달러

都長各行 최초로 부실채권액 공표 총액 조

억엔

일은정책위원회 정기성 예금금리의 완전자유화 등 결
정
예금보험기구 釜石신금에서 영업양도를 받는 岩手은
행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
금융기관의 증권 자회사 사 영업개시 興銀 長銀 農中
예금보험기구 오사카府民信組를 구제합병하는 오사카
弘容信組에 자금지원 결정
『경제백서』 버블을 초래한 경제정책의 오류를 정부
의 책임으로 공식 인정
한와 阪和 은행 부총재 사살됨
호소카와 細川 내각 발족

독일 재할인율 인하
런던ㆍ 에서 달러

경제정세임시간담회
결정

긴급경제대책각료회의 의 설치

→
엔대 돌입

에서 엔 매도ㆍ달러 매입 미
일협조 개입

코스모증권 파탄 다이와 大和 은행이 자회사화
일경평균주가 만

엔 종가로 연초 이래 최고치

정부 조
억 엔의 긴급경제대책 결정 규제완화책
개 항목 등 내수확대ㆍ수입촉진책
일은 재할인율 인하

→
독일 재할인율 인하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국제
유럽연합조약 마스트리히트조
약 발효

경제기획청 경기 바닥 底入 선언 을 철회
行革審 지방분권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최종 답신
일경평균주가 만

엔 종가 기준 연초 이래 최저치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합의안 채택

경제개혁연구회 규제완화에 관한 최종보고 平岩리포트
답신
월의 유효구인배율
만에 최저수준

배로

년 월 이래 년반

년
정부 긴급고용대책본부 설치
미국

금리를 약 년 만에 인상

정부 조
억 엔의 종합경제대책 결정
대장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에 대한 행정상의 지
침 을 발표 부실채권상각ㆍ충당제도의 활용 금리감면채
권의 유동화 신용질서의 유지 등
미 상무부
년 대일 무역적
자가 과거 최고의
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 미 무역적자 전
체의
독일 재할인율 인하

→

대장성 은행의 증권자회사 설립 인정
독일 재할인율 인하

개 도시은행의 월기 결산 부실채권은 총액 조
엔으로

→

독일 재할인율 인하

→

미국 재할인율 인상

→

억

三重野 일은총재 경기는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표명
北日本은행 德陽시티은행ㆍ殖産은행과의 개 은행 합
병을 백지 철회
금융제도조사회ㆍ기본문제검토위원회 금융자유화와 금융
시장 일시 달러
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를 발표
돌파
엔
대장성 금리감면채권의 유동화와 담보부동산의 自己競
落 등에 관한 통달ㆍ사무연락을 제출
행정개혁추진본부 내수확대ㆍ시장개방을 목표로 한 규
제완화추진요강 을 결정

엔대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미국 재할인율 인상

월 완전실업률
대로

→

년 월 이래 년 개월 만에

관서국제공항 개항
월례경제보고 완만한 회복의 방향 사실상의 경기회복
선언
畑中和文 스미토모은행 나고야 지점장 사살됨
세제개혁으로 여당내 조정 타결
년 월부터 소비세
율
로 인상 소득세ㆍ주민세 감세로 일괄법안으로서
처리
정부 신공공투자계획 결정
업규모

년간 총액

조 엔의 사

미쯔비시은행 일본신탁은행을 자회사화
유동성예금의 금리자유화 실시
주 상장 대규모 잔량 발생
일시 달러
엔
연금개혁법 성립
미국 재할인율 인상
경제기획청 최근 경기순환에 대해 정점 山 은
월 저점 谷 은
년 월로 인정

→

년

東京協和ㆍ安全兩信用組合의 경영문제처리에 관해 日銀
등이 출자해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기로 발표
년
발족
미ㆍ일신경제협의
교섭 타결

금융서비스

한신 阪神 대지진
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상승
스미토모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권처리로
적자결산 공표 도시은행의 적자결산으로 최초
미국 재할인율 인상
東京協和ㆍ安全信組의 해산과 도쿄공동은행에의 사업양
도 결정
영 베어링스 거액 손실
대장성 과잉접대로 田谷 도쿄세관장과 中島 主計局차장
을 징계 訓告 처분
도쿄공동은행 영업 개시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미쯔비시은행과 도쿄은행

국제
년 월 합병하기로 발표

일은 단기금리 하향 유도

독일 재할인율 인하

일은 재할인율 인하

→

도쿄시장 일시 달러

엔 사상 최고치

→

개 대형ㆍ준대형 증권회사 월기 결산에서 노무라 이
외의 개사가 적자결산
개 도시은행의 월기 결산에서 개 은행 적자 개 은
행 이익 감소
실업률 과거 최고인
대장성 금융시스템의 기능회복에 대하여 발표 금융시
스템의 건전화ㆍ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시 확대 부실채
권처리의 확충 경영기반강화의 촉진 금융기관검사ㆍ감
독의 충실 적절한 경영파산처리 등을 제창
년도 명목성장률은
년 만의 명목ㆍ실질 역전

실질성장률

를 하회

정부 긴급 엔고ㆍ경제대책의 구체화ㆍ보강책을 결정
도쿄지검 다카하시 前 東京協和信組 이사장 등을 체포
미ㆍ일 자동차ㆍ同 부품 교섭 합의
일경평균주가 일시 만
버블 후의 최저치

엔 하회 만

엔
미국 연방기금
표를 인하 →

금리 유도 목

도쿄都 코스모신용조합에 업무정지 명령
대장상 엔고시정을 위한 해외투융자 촉진대책 발표
다이와 藤田 총재가 西村吉正 은행국장에게 거액손실을
보고
住專 각서 발표

독일 재할인율 인하

→

도쿄都ㆍ대장성ㆍ일은이 코스모信組의 처리계획 발표
오사카府 木津신용조합에 업무정지 명령
일은 木津신조와 효고은행에 특융 실시 공표
월

무디스 신평가 일본 은행 모두
하향 조정
일은 재할인율 →
일시 달러
엔대 회복
대장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조기처리방침 발표
住專에 대해 가교기관의 설치를 검토하고 연내에 처리
방침을 확실히 할 것을 표명
다이와은행 藤田 총재 인책 사임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미 은행감독국 다이와은행에 대
해 미국에서의 철수를 명령
연방지검 다이와 기소 津田昌宏
전
지점장 체포

스미토모은행ㆍ다이와은행 총재 합병 시사
대장성
년 월 말 금융기관 부실채권
엔으로 발표

조

억

대장성의 모은행에 의한 住專처리안 가교기관의 차 손
실 부담과 차 손실에의 재정자금투입 결정
독일 재할인율 인하
미국

금리 인하

→
→

년
지가세 인하
정부 住專의 경영실태 공표 부실채권 조
중 손실예상액 조
억엔

억엔 이

하시모토 橋本 내각 발족
년 전국소비자물가종합지수 전년대비
합지수 하락은 최초

하락 종

미도리은행 개업
미국 재할인율 인하

→

코스모信組 泰道 전 이사장의 배임혐의로 가택수색
여당 프로젝트팀 회합에서 일은법개정을 제 과제로 취
급
태평양은행 파탄 구제금융기관은 와카시오은행
도쿄미쯔비시은행 발족
오사카지검 住專문제 관련 末野興産의 末野謙一 사장을
체포
독일 재할인율 인하
일경평균주가 년 개월 만에 만 천 엔대 회복
개 대형은행의 월기 결산 사상 최고의 업무이익이었
지만 개 은행은 경상 적자
住專처리법안 등 금융 개 법안 성립
월기의 실질
전기대비
전년대비
고성장

의

住專의 가교기관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 정식명칭으로
결정
住專 최대 거래자인 일본하우징론의 전임 사장 등 인을
특별배임혐의로 체포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국제

住專 개사 해산 청산법인으로
일경평균주가 일시 만 엔 하회
요코하마地裁 變額보험소송으로 메이지생명ㆍ요코하마
은행에 보험금 반환 손해배상 판결
하시모토 총리 일본판 빅뱅의 구체화 지시
대장성 한와 阪和 은행에 업무정지 명령
신규주택착공 전년동월대비
년 월 이래 최고수준

증가한

만

정부 공공사업 관련 개년계획 각의결정 총액
억 엔으로 이전 계획대비
증가

호
조 천

대장성이 독자의 직원윤리규정 마련 관계자로부터의 접
대 등을 금지
년
東 주가 년 개월 만에 만 천 엔 하회
약 년 만에 달러

엔대

대장성의 涌井관방장이 泉井피고로부터 그림을 수뢰한
것이 발각됨 엄중 주의 처분
대장성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한와은행의 의견진술을 기
각하고 이를 동 은행에 통지
신일본은행법안ㆍ금융감독청설치법안 각의결정
무디스 일본채권은행의 금융
채를 투자부적격 인
로 하
향조정
미국
북해도척식은행과 북해도은행
년 월 대등합병 발표
일본채권은행 계열의 여신전문금융기관 사가 자기파산
신청 일에 도쿄地裁가 파산선언
소비세율
로
대장성 닛산생명보험에 의무정지명령 생보업계 등은 공
동으로 가교역할을 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
경제기획청 월례경제보고 버블 붕괴 후의 경기확대기간
은 개월로 전후 세 번째로 길었던 岩戶경기를 초월
개정외환법 성립
년 월부터 外貨兩替 업무에의 진입
자유화 외국시장에의 투자에 관한 규제 철폐
도시은행ㆍ장기신용은행ㆍ신탁은행 등 주요 개 은행의
년 월기 결산 공표부실채권 총액 파산기업 연체
금리감면의 합계 약 조
억엔

금리 인상

→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일본채권은행 개 금융기관의 협력하에
의 보통주 발행 결정을 발표

억엔 규모

개정 일은법 성립
대장성의 개 심의회 일본판 빅뱅 의 최종보고
년까
지 은행ㆍ증권ㆍ보험이 자회사방식으로 완전 상호진입 허
용 제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는
년 말끼지 완전자유화
금융감독청설치법 등의 대장성개혁관련법 성립
생명보험협회 생보각사의 출자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 발
표 파산한 닛산생보의 계약 계승 관련
전국의 농협계 금융기관 신용농업연합회 信連 와 보험사
업을 영위하는 공제농업연합회 共濟連 의 개별 부실채권
액
년 월기 결산시 이 합계
억엔으로 증가한 것
으로 판명
태국통화 관리변동제 로아시아
통화위기
일본장기신용은행 스위스은행과 자본ㆍ업무 제휴
년도판 경제백서 경기는 민간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자율회복과정에 있다고 지적
도쿄지검 第一勸銀의 奧田 전 회장을 상법위반으로 기소
대장성 第一勸銀에서의 접대의혹으로
년 당시의 금
융검사부 관리과장 인에게 戒告 처분 인을 구두로 엄중
주의
대장성 조기시정조치에 관한 省令 등 제정
증권종합계좌를 월 일부로 해제
은행점포내에서의 투자신탁판매는 월 일부터 해제
야마이치증권 行平 회장ㆍ三木 사장 등 임원
요구

명의 퇴임

닛산생명 처리안 확정 일부 보험금 삭감
의료보험 자기부담 인상 등 실시
장기국채금리
월기의 실질

과거 최저
전기대비

拓銀과 북해도은행

하락

년 월로 예정된 합병 연기 발표

경제기획청 월례경제보고 민간수요가 견조 하다는 표현
을 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용
舊닛산생명의 계약을 계승한 아오바생명이 영업 개시
日興증권 岩崎 회장ㆍ高尾 사장 등 임원 명 사임 결정
福德은행과 나니와은행

년

월 합병하기로 발표

교토공영은행 자주재건을 단념하고 그룹내의 幸福은행에
영업양도하기로 발표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국제

삼양증권 회사갱생법의 적용을 도쿄地裁에 신청
북해도척식은행 경영파탄으로 북해도내의 영업권을 북양
은행에 양도한다고 발표
야마이치증권 대장성에 부외채무 보고
정부 규제완화와 토지유동성 등

개 항목의 긴급경제대책

야마이치증권 자주폐업을 결정 일은은 특별융자를 결정
일경평균주가 만 천 엔을 하회 특히 은행주 매도 쇄도
德陽시티은행 파산 센다이 仙台 은행에 영업 양도 발표
재정구조개혁법 성립

년까지 세출삭감목표 포함

행정개혁회의 부 성청으로의 재편을 최종 보고
대장성

년 월까지 예금ㆍ금융채 등의 전액보호 표명

하시모토 총리 금융ㆍ경기대책에
발행하기로 결정

조 엔 규모의 국채를

개정예금보험법 성립
엔급등 일시 달러

엔

자민당 금융시스템안정화를 위한 긴급대책 결정
하시모토 총리 경기대책으로 조 엔 규모의 소득세 주민
세의 특별감세 실시 표명
일경평균주가 만 천 엔 하회
년 월 일 이래 처음
예금보험기구의 특례업무를 위한 차입한도
조 엔으로
증자
丸莊증권이 도쿄地裁에 자기파산 신청
대장성 조기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 등 발표
일은 금융정책운영의 새로운 방식 발표
년
하시모토
제공황은
대장성
미에서의

총리 중참 양 본회의에서 일본발 금융공황 경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
개 은행의 총대출
조 천억 엔 중 광의 의
회수우려채권을 조 천억 엔으로 공표

도쿄지검 대장성 출신의 井坂武彦 일본도로공단 경리담
당이사를 수뢰혐의로 체포
여당 당 대장성의 재정금융분리문제 합의
개 은행에서 접대받은 대장성 금융검사부 관리과의 금융
증권검사관실장 宮川용의자와 과장보좌 谷內용의자를 수
뢰혐의로 체포
三塚 대장상 사임 대장성 은행국의 금융거래관리관 자살

밴쿠버
조 선언

금융안정 협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대장성의 小村武 사무차관 사임 사실상 경질
전국은행협회연합회의 佐伯尙孝 회장 三和은행 총재 대장
성의 금융검사를 둘러싼 오직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 표명
메릴린치 일본에 전액출자 자회사인 메릴린치일본증권
개설 발표
예금자보호와 금융기관 자본강화에의 공적자금 투입을 위
한 개정예금보험법과 금융기능안정화 긴급조치법 성립
주오 中央 신탁은행 경영파탄한 拓銀의 本州地區의 예금
과 정상채권을 양수하기로 합의
일흥증권에서의 이익공여로 국회에서 체포허용 청구된 新
井의원 자살
자민당 긴급국민경제대책 결정
야마이치증권의 行平 전 회장 三木 전 사장 白井 전 부
사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 혐
의로 도쿄地檢에 체포
개 도시은행 개 長信銀 개 신탁은행 개 지방은행 등
개 은행이 예금보험기구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
도쿄地檢 노무라증권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고
액접대를 받은 혐의로 대장성 증권국 총무과 과장보좌와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증권거래검사관을 체포
대장성 武藤 관방장 등을 포함한 간부 명에 대해 감봉
등의 처분 발표
일은 복무에 관한 준칙 과 일본은행원의 준수사항 을 책
정 낙하산인사 년간 자숙 등
예금보험기구의 금융위기관리심사위원회 신청이 있었던
개 은행에 일과 일 두 번에 나누어 합계 조
억 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
하야미 速水優 일은 총재 취임
신일은법 시행
일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과잉접대문제로 행내
에 대해 처분 결정

명
워싱턴 일본정부의 경
제대책과 구조개혁의 신속
한 실시를 요구

정부가 추가경기대책으로 사업규모 조 천억 엔의 종합
경제대책 결정
중앙ㆍ지방을 합친 재정지출은 약 조 천억 엔으로 과
거 최대 수준
대장성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과잉접대문제로 杉井 은
행국 담당심의관을 정직 長野 증권국장 등 명을 감봉
조치 등 총
명 처분 杉井ㆍ長野는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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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본

국제

일은 鴨志田 이사 자살
일본흥업은행과 노무라증권 제휴 발표
미도리은행 阪神은행과의 합병 발표
개 대형은행의
년 월기 결산 리스크관리채권
총액 조
억엔
재정구조개혁법 개정
년 조 엔의 추가특별감세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ㆍ정책감세 관련 법 성립
총무청 발표의 노동력 조사에서 월의 완전실업률
사
상 최초의 대 완전실업자 수도 만 명으로 과거 최대
일흥증권과
가 일흥에
자로 최대주주가 되는 자본제휴에 합의

출

일본판 금융빅뱅 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스템개혁법 성
립 손해보험의 보험요율 등의 규제완화 은행에 의한 투
자신탁의 판매 등 신상품의 해제
년 만에 달러
엔대 일에는
엔대까지 하락
대장성 금융기관에 대한 통달
개를 철폐하기로 발표
미ㆍ일의 통화당국 엔매입 달러매도의 협조개입 실시
대장성의 금융검사감독부문 분리 금융감독청 발족
자민당의 금융재생종합플랜추진협의회 금융재생종합플
랜 제 차 발표
스미토모신탁은행과 일본장기신용은행 합병교섭 추진하
기로 합의 발표
住管機構 스미토모은행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금융재생종합플랜 제 차 발표 건전한 차입자를 일시적
으로 보호하는 가교은행제도의 도입
대장성
족 발표

년 일반회계의 결산개요 년 만에 세입 부

다이와증권과 스미토모은행 증권업무분야의 포괄 제휴
발표
오부치 총리 소신표명연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근본적
처리 조 엔을 상회하는 항구적 감세 실시 사업규모
조 엔을 초과하는 수정예산 등
경제전략회의 발족
三田공업이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하고 도산
러시아 루블의 실질절하를 포
함한 긴급금융대책
모스크바 은행간 통화거래소는 외
환시장거래 전면 중단 러시아
금융위기에 따라 전 세계 주식
시장 약세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일경평균주가 만 천 엔을 하회 버블 붕괴 후 최저치 갱신
중소기업 등 신용경색대책 대강 각의 결정
중의원 금융안정화특별위원회 長銀의 오오키노 총재 등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철강 관련 대형사인 토아스틸
년 월 회사 해산키로 발
표 부채총액은 제조업 중 전후 최대 규모인
억엔
일본은행 년 만에 금융완화 결정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유도 목표를 연
전후로 인하
도쿄미쯔미시은행ㆍ미쯔비시신탁ㆍ도쿄해상화재보험ㆍ
메이지생명보험의 미쯔비시그룹내 금융 개사는 투자신
탁과 증권분야 관련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제휴에 합의
한다고 발표
오부치ㆍ클린턴 회담 뉴욕 클
린턴은 일본 금융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의 중요성을 강조
連銀과 대형 은행ㆍ증권사 파
산한
의 구제규모에 합의
長銀계열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일본리스 회사갱생법 적
용 신청 부채총액은 약 조
억 엔으로 당시의 기업
도산에서 최대
동해은행과 아사히은행 개인거래분야를 중심으로 포괄
적 사업제휴하기로 발표 년 후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미국

금리 인하

→

第一勸銀ㆍ 모건 투자신탁분야에서 포괄적 제휴관계
맺기로 합의 발표
나미하야은행 발족
일경평균주가 만
천 엔대 하회

엔 종가 기준

년 개월 만에

경제기획청
년도 실질경제성률의 정부전망을 당초
의
에서
로 하방수정
성장률은 과거 최저 그리고 전후 최초로 년연속 마이너
스 성장으로 된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
長銀과 합병교섭을 계속해온 스미토모신탁은행이 국유
화후의 長銀자회사화 등의 검토를 일시 보류함
일경평균주가 만

엔 버블 이후 최저치 기록
미국 재할인율 인하

금융재생관련법 조기건전화법 시행
정부 長銀을 채무초과로 인정해 특별공적관리 일시국유
화 결정
금융재생담당상에 야나기사와 柳澤 국토청장관 취임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국제

第一勸銀과 후지은행 공동으로 신탁합병사업에 진출
발표
니혼생명과 독일은행 투자신탁상품의 공동개발과 자산
운용을 위한 합병회사 설립에 합의
일은 기업대출을 늘리는 금융기관에 증가분의 절반을
저리융자하고 사채 등을 금융조절에 담보로 추가하는
등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
경제대책각의회의 감세분을 포함해
급경제대책 결정

조 엔 규모의 긴 무디스 일본 국채의 신용을 한 단
계 인하 에서
으로 변경
미국 재할인율 인하
→
금리도
인하한
로

산요증권 고객자산을
증권에 영업양도한 다음 파
산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을 방침 결정
개 대형은행 중 도쿄미쯔비시은행과 日債銀을 제외한
개 은행 공적자금을 통한 자본주입 신청방침 표명
長銀계열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일본리스와 일본리스
오토에 대해 도쿄地裁가 재생개시 결정
日債銀ㆍ주오신탁 합병 취소하고 업무제휴만 하기로
발표
정부 日債銀의 파산을 인정하고 특별공적관리 일시국
유화 정식 결정
월의 완전실업률

로

년 이래 최악

년
유로 출발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州의 프
랑코 지사가 중앙정부에의 채무
지불을 일간 정지 모라토리엄
선언 브라질 통화위기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보험회사의 조기시정조치
미국 재할인율 인하
미쓰이신탁ㆍ주오신탁

년 월 합병하기로 합의

금융재생위원회 운영기본방침 발표 대형은행의 부실
채권처리를 월 말까지 종료
년도 중의 금융시스
템 재구축을 선언
후지은행 安田신탁 자회사화를 정식 발표
간사이 關西 은행 스미토모은행그룹하에 들어감
오사카은행과 긴키 近畿 은행이 다이와은행그룹하에 들
어가기로 결정

→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일은 단기금리 인하 유도
금융재생위원회 개 은행에 총액 조
의 공적자금주입 결정

억 엔 규모

하야미 일은 총재 제로금리 용인 발언
拓銀의 山內ㆍ河谷 전 행장을 특별배임혐의로 체포
단기금리 실질 제로로
년
월기의 실질경제성장률 연율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전후 최장
일경평균주가 만 천 엔대 회복
닛산 르노와 자본제휴 르노 닛산에
新日本증권ㆍ和光증권

하락

출자

년 월 합병하기로 정식 발표

산업경쟁력회의 발족

시장평균주가 종가 기준 만
달러 상회

정리회수기구 발족
미나토은행 발족 한신은행이 미도리은행을 구제합병
보험회사에 지급여력
비율에 근거한 조
기시정조치 도입
금융감독청 금융검사매뉴얼 최종본 공표

정책금리 인하

→

결정
고쿠민은행 경영파탄
일은 총재 디플레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제로금리 계
속 표명
금융감독청 금융기관 증자시 우회출자 금지 방침 표명
경제기획청 긴급경제대책의 실시상황보고에서 일본경
제는 디플레위기를 벗어났다 고 명기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명령 공표

시행

幸福은행 경영파탄
개 대형은행
년 월기 결산 신개시 기준으로 부
실채권총액은 합계 조
억엔
월 완전실업률
최악 기록 갱신
야마이치증권 자기파산 신청
년
월기 실질
에 플러스 전환

전기대비

증가 분기 만

東京相和은행 경영파탄
정부
만 명 정도의 신규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긴
급고용대책 및 산업경쟁력강화대책 을 공표
금융감독청 파리바투자자문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개월간 명령
미국
금리 유도목표를 년
개월 만에 인상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국제

중앙省廳 등 개혁관련법 성립
금융감독청

그룹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

산와은행ㆍ대동생보ㆍ태양생보ㆍ흥아화재해상ㆍ도요신
탁ㆍ유니버설증권 광범위한 업무제휴에 합의
나미하야은행 경영파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과 조세특별조치법 성립
人事院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연봉이 처음으로 전
년보다 하락
미국 재할인율 인상

→

금융재생위 개 地銀에의 자본주입을 정식 결정
메이지생명ㆍ닛신화재해상보험 업무제휴 결정
미야자와ㆍ하야미 엔고 금융정책에 대해 긴급 합의
금융재생위 소니손해보험에 손보업의 면허 부여
생명보험협회 아오바생명을 프랑스 알테미즈사에 매각
하기로 결정
클레스벨증권 도쿄지점 프린스턴債의 채무불이행 금융
감독청 일에 동 지점에 대해 주간 업무정지 명령
일은 정책결정회합에서 일련의 금융완화책 보류
山種ㆍ神榮石野증권
사쿠라은행의 산하로

년 월 일 합병하기로 발표

금융재생위 長銀 양도의 최우선 교섭대상을 미 리플우
드사 등으로 결정
니가타주오은행 경영파탄
주식매매 위탁수수료 완전자유화
동해은행과 아사히은행
년
경영 통합하기로 합의 발표

월 공동지주회사로

일은 단기국채 매입 발표
스미토모은행과 사쿠라은행
하기로 발표

년 월까지 대등 합병

미쓰이해상ㆍ닛폰화재ㆍ흥아화재 경영통합 발표
정책금리 인상
결정
다이와은행과 스미토모신탁은행이 제휴 새로운 신탁은
행을 공동 설립하기로 함
총사업비 조 엔 정도의 경제신생대책 결정
東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인
닛폰화재 산와 개사 제휴에 참가 표명

개설

→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미국 재할인율 인상

→

헤이와생보 미 에토나사의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합의
이토요카堂 은행업 진입 방침 표명
소니 은행업 진입 표명
安田생명과 富國생명 전면 제휴
야마이치증권 파산관재인단 중앙감독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유니버설ㆍ태평양ㆍ동화ㆍ제일증권 합병계약서에 조인
년 월부터 쯔바사증권으로
동방생명
에디슨생보에 계약이전 합의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억 엔의 자금원조 결정
도쿄地裁 산요증권의 회사갱생법 신청 기각
선고

일 파산
시장평균주가 만
달
러 사상 최고치 갱신 나스닥도
최고치

세 여당 정책책임자 페이오프 해금을 년 연기하기로
합의
월 센슈 泉州 은행과 大正은행 산와은행그룹에 들어가기로
결정
년
클린턴 그린스펀의 네 번째 지
명 발표
금융재생위 고쿠민은행을 八千代은행에 영업 양도하기
로 결정
도쿄 일본에서 최초 개최
엔고 우려 공유
미국 재할인율 인상

→

정책금리 인상

→

금융재생위 長銀을 미 리플우드홀딩스사를 중심으로
한 투자조합에 양도하기로 정식 결정
북양은행ㆍ북해도은행 지주회사방식으로 경영통합 발
표
금융감독청 第百생명보험에 업무개선 명령
동화화재 닛세이손해보험을 합병 발표
무디스 日정부 발행ㆍ보증의 엔
화표시 국채 신용을 하향 평가
전망 발표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일본

국제

스미토모해상ㆍ미쓰이해상의 양 보험회사가 합병 발표
금융재생위 日債銀 양도의 최우선 교섭을 소프트뱅크
연합으로 결정
大東京ㆍ千代田화재해상보험이
발표
정부 확정거출형연금 일본판
산와ㆍ東海ㆍ아사히은행
발표

년 월 합병하기로
법안을 각의결정

년 봄 공동지주회사 설립

월례경제보고 경기인식을 상방 수정 자율회복 움직임
경기회복선언은 하지 않음
미국 재할인율 인상

→

공시지가 년 연속 하락
닛폰화재ㆍ흥아화재 합병 발표
연금개혁법 성립
긴끼오사카은행 주오미쓰이신탁은행 新光증권 쯔바사
증권 사쿠라프렌드증권 발족
하야미 총재 기자회견에서 제로금리 해제 시사
일경평균주가 만
엔 종가로 만
엔대는
년 월 일 이후 처음 이후 하락
워싱턴 일본에 제로금리 계
속 요청
일경평균주가 일시

엔 급락

도쿄미쯔비시은행과 미쯔비시신탁은행
년 월 공
동지주회사 설립 경영 통합하기로 발표
년 월에
는 미쯔비시신탁이 닛폰신탁ㆍ도쿄신탁은행을 흡수 합
병
사쿠라은행과 미쯔비시은행 합병시기를 년 연장한
년 월로

정책금리 인상

→

금융감독청 제일화재에 일부 업무의 정지명령 발동 손
보의 경영파탄은 전후 최초
大 이 나스닥재팬시장을 개설 상장신청 접수 개시 거
래 개시
미국 재할인율 인상
금융재생위 행복은행을 미국 투자회사
니에 일괄 양도하기로 합의

로스앤컴퍼

대형 신용판매 信販 회사인 라이프사 회사갱생법 적용
신청 부채 총액은
억엔

→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개정상법 성립
예금보험법 등 개정안 보험업법 및 更正특례법의 개정안
성립 페이오프해제를
년 월로 연기
第百생명 자주재건 단념
나미하야은행의 양도 다이와은행ㆍ긴끼오사카은행로 결정
공정위 미즈호그룹 의 사업통합이 독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일본장기신용은행 명칭을 신생은행 으로 변경
금융재생위 日債銀을 소프트뱅크ㆍ오릭스ㆍ도쿄해상화
재보험의 사 연합에 양도하기로 결정
정책금리 인상

→

산와은행과 동해은행
년 월 공동지주회사
년
월 합병하기로 발표 아사히은행은 사업통합에서 이탈
경제기획청 경기바닥 을
째로 긴 개월

년 월로 판정 전후 세 번

금융재생위 도쿄상와은행의 양도대상을
니로 결정

로스앤컴퍼

금융재생위 신금ㆍ신조에의 공적자금 투입시 지침 마련
금융재생위 예금보험기구가 신생은행으로부터 소고그룹
의 채권을 인수하고 일부 방기하는 것을 승인
금융감독청과 대장성 금융기획국을 통합한 금융청 발족
산와은행과 동해은행
년 월 설립되는 공동지주회사
에의 동양신탁은행의 합류를 발표
소고 자주재건 단념 민사재생법 적용 신청
일은 제로금리 지속을 결정
서양환경개발 특별청산 신청
하야미 일은 총재 제로금리의 다음달 해제 시사
오키나와정상회의 일 일
본에 경기대책 계속 요구
금융재생위와 소프트뱅크연합
도를 개월 연기

월 일부의 日債銀의 양

久世 금융재생위원장 사임 미쯔비시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익수뢰 혐의
일은 제로금리정책 해제
금융재생위 특별 공적관리 중인 日債銀을 월 일부로
소프트뱅크 등의 기업연합에 양도하기로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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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본

국제

금융청 大正생보에 업무정지 명령
古倉同 생명보험 대표 사기 혐의로 체포
제일생명보험과 安田화재해상보험 전면 제휴 합의
정책금리 인상
→
금융청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상호진입 규제를 월 일부
터 철폐 자회사와 지주회사에 의한 상호겸업을 전면 허용
하기로 결정
장기금리 급상승 신규 발행 년물 국채의 종가치
년 월 말 이래 최고 수준
日債銀 민간은행으로서 영업개시
오조라은행 으로 변경

년 월에 명칭을 아
무디스 일본정부 엔화표시
채권의 신용평가 하향 조정
→
유럽 유로약세 우려에 대
해 이례적 성명 발표

대장성 긴끼재무국 자기자본비율 를 하회하는 간사이興
銀에 대해 발본적인 경영개선책 검토 요구
생손보 사 東京해상ㆍ日動화재ㆍ朝日생명 경영통합 구상
외화방출하고 유로 매
밝힘
입하기로 발표
및 이스즈자동차 미국에서 중형트럭사업을 통합해 공
동출자의 신회사 설립
熊谷組 금융기관에 의한 총액
자로 하는 재건계획 발표

억 엔의 채권방기를 골

다이와은행
지점의 거액손실사건 주주대표 소송에서 전
지점장 등에게 총액
억 엔의 배상 명령
日債銀의 혼마 사장 자살
금융재생위 니가타주오은행을 大光은행 및 제 은행 등
개의 地銀ㆍ第 地銀에 분할하여 영업 양도할 방침을 굳힘
유로약세 저지를 위
해 미ㆍ일의 금융당국과 유
로매입 협조 개입을 실시했
다고 발표
금융청 웨스트엘비증권 도쿄지점 에 주간의 업무 일부 정
지 명령
하자마社 주거래 대 은행과 채권 방기에 합의했다고 발표
공동지주회사 미즈호홀딩스 발족
산와은행ㆍ동해은행ㆍ동양신탁은행이 경영통합계획 발표
새로운 명칭은
그룹
년 월에 지주회사 설립 예정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일시

일본

년

국제
정책금리 인상

→

행복은행의 금융정리관재인단
로스앤컴퍼니를 중심
으로 한 투자그룹 및
와 영업양도계약
체결
년 월 일에 關西사와야카은행으로서 영업 개
시
일본 개 대형은행ㆍ시티은행ㆍ
파리바 은행의 대출
채권 매매시장의 창설에 합의
千代田생명 갱생특례법의 적용 신청
도쿄미쯔비시은행 노무라증권그룹이 보유한 국제증권 주
식을 양수하기로 합의
다이에 中內 회장 사임 鳥羽 사장 승계
재팬넷트은행 개업
일은 물가전망을 연 회 공표하기로 결정 인플레목표는
보류
동증평균주가 만 천 엔 하회 종가 만
엔 년
시장평균주가 만 달러 하
개월 만에 처음
회 개월 만에
都銀을 중심으로 한 개 은행 동경도의 외형표준과세에
불복해 도쿄地裁에 도쿄都와 이시하라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
정부 일본신생을 위한 신발전정책 을 결정 사업규모는
조 엔 국비 조 천억 엔 ㆍ환경ㆍ고령화ㆍ도시기
반정비에 조 엔
協榮생보 갱생특례법의 적용을 신청 부채총액은 조
억 엔으로 과거 최대
닛폰생명보험 합병 예정인 미쓰이ㆍ스미토모해상화재보
험과 제휴 발표
닛산자동차 경영실적 급속 회복
년 월기 연결결산
이 계획치인
억 엔을 크게 상회하는
억 엔으로
될 전망
일은 최초의 경제전망 공표
스미토모생명보험과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장래 경영통
합을 전제로 전면 제휴 합의
安田화재해상보험ㆍ닛산화재해상보험ㆍ大成화재해상보
험
년 봄 합병하기로 기본 합의
이토요카堂 및 자회사인 세븐일레븐재팬 신은행인 아이
와이뱅크은행 뱅크 을 예비 신청
경제기획청의 월례경제보고
하방 수정

년 개월 만에 경기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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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본

국제

전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 全信組連 자기자본비율이 저하한
신용조합에 대해 최대 억 엔의 자본증강 지원을 하기로
정식 결정
인터넷거래 전문의 이윙
증권과 닛폰온라인증권
년 월 합병하기로 발표
스미토모화학과 미쓰이화학 경영통합에 대해 정식 결정
월의 경기워치조사 월의 조사개시 이래 최초로 을
하회
일은 금융경제월보 경기현상을 완만한 회복 으로 판단
자민당 정부에 주가대책 요청
東京相和은행의 금융정리관재인
로스앤컴퍼니와의 기
본합의 계약 해소
개정보험법 성립 세 이상의 고령자에
부담
마쯔시다전기산업 사업부문 해체하고 제조업 단념
미
경기현황보고 경기
감속 확인
프랑스 까르푸 일본에 호점 개업
제일화재해상보험의 가교회사로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를 선정
大 내년도 봄 주식회사화에 따라 나스닥과 자본제휴 방
침 표명
금융재생위 신용조합관서흥은과 도쿄상은신용조합의 파탄
인정
년 월 발족되는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 발표
가

시장 주가급락 나스닥 종
하회

일경평균주가 만
엔 년 만에 최저치 기록
금융심의회 異업종의 은행업 진입에 대응한 감독ㆍ검사의
최종 보고
朝銀近畿신용조합 파탄처리 신청 금융재생위는 파탄 인정
일경평균주가 만
엔 연말 종가 기준으로 년 만
의 최저치
자료 村松岐夫ㆍ奧野正寬

平成バブルの硏究 下

東洋經濟新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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