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리뷰 및 분석
−제3권 일본경제−

이 책자는 제2012-5호부터 제2013-52호까지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총 136편의 분석보고서를 주제별로 총 5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집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집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국 국제경제부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의 디커플링, 유로지역의 취약성 등 여러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히 연계되어
슈를 적기에
운영을 위한

경제가 금융 및 교역 경로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
파악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제정책
충실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매주 「해외경제 포커스」를 발
간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제2012-5호부터 제2013-52호까지 「해외경
제 포커스」에 게재된 자료를 ①미국 경제, ②유럽 경제, ③일본 경제,
④중국 경제, ⑤국제원자재시장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가 독자 여러분에게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흐름
을 조망하고 주요 금융경제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국제경
제부 및 국외사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한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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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경제의 여건 변화 및 평가*
김아현 선진경제팀 조사역
◆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2.12월 취
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베노믹스(Abenomics)’로 지칭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
￭ 동 정책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①대담한 통화완화정책, ②기동적인 재정확대정책 및 ③중장
기 성장정책으로 구성
◆ 이러한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엔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
가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으며 주
요 기관들은 일본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3년도 성장
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 아베 내각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일본 경제가 단기
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진행
되어 온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6월에 발표될 성장정책의 강도 및 내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규제완화, 강도 높
은 구조개혁 등을 포괄하는 성장정책 추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
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지적

1 . 개요
□ 일본경제는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경제활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저성장 기조를 지속
o 1970년대 연평균 5.2%에 달하던 GDP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1.5%로,
2000년대에는 0.6%로 하락
―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이 확산되면서 저축은 늘고 소비 및 투자는 위축되는 등 성장잠재
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o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을 경험
* 국제경제리뷰 제2013-9호(2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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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추이

자료 : 내각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GDP갭

자료 : 일본은행

□ 2012.12월 취임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경제가 디플
레이션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베노믹스
(Abenomics)로 지칭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
⇒ 새로운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최근의 여건 변화 및 전망에 대해 살
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

2 . 새 로 운 경 제 정 책 (아 베 노 믹 스 ) 의 주 요 내 용
< 추진 배경 >
□ 아베노믹스는 2008년 리만사태 이후 일본은행의 부적절한 통화정책 운
영으로 인해 엔화의 과도한 절상이 이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고착되었
다는 인식을 근간으로 형성*
*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는 디플레이션 및 엔고 문제를 본질적으
로 화페현상(monetary phenomena)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래한 일본은행의 통화정
책을 “日銀類理論”으로 칭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

o 2008년 이후 미국 연준, 영란은행, ECB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는 빠
르게 증가한 반면 일본은행의 자산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엔화의
실질실효환율도 리만사태 이후 30% 정도 절상
o 또한 제로금리 하에서 통화정책이 전통적인 단기 국채매입 이외에 매
입자산의 만기 및 종류 확대,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현 0.1%) 철
폐, 마이너스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도입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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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

자료 : 각국 중앙은행

엔화의 실질실효환율

자료 : BIS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 3% 및
물가상승률 2%｣의 달성을 목표로 ①대담한 통화완화정책, ②기동적인
재정확대정책, ③중장기 성장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새로운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
 대담한 통화완화정책
□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본은행은 통화완화정책을 강도 높
게 운영하기 위해 향후 2년내에 2%의 물가상승률* 달성을 목표로 ｢양
적･질적 금융완화(量的･質的金融緩和)｣를 새롭게 도입**(13.4.4일)
*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2%의 물가목표(소비자물가 상
승률 기준)를 설정
**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부임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이며, 시장은 일본은
행의 동 정책발표가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

o 금융시장 조작목표를 무담보익일물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였으
며 본원통화 규모를 연간 60∼70조엔 늘려 2012년말 138조엔에서
2014년말 270조엔으로 확대
o 이를 위해 장기국채를 매년 약 50조엔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ETF,
REIT 등 리스크 자산도 추가 매입
* 일본은행의 국채매입규모는 전체 국채규모의 18.8%(2012년)에서 2013년 29.4%,
2014년 39.0%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매입대상 국채 만기는 3년이하에서 모든 만기로 확대하여 매입국채
의 평균잔존만기를 3년에서 7년 내외로 조정*
* 매입대상 국채를 다변화하여 모든 만기의 국채수익률을 하락(질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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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자산매입프로그램은 종료하여 일상적 자금공급을 위한 장기
국채 매입에 통합하고, 은행권 룰(banknote rule)*도 양적완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중단
* 장기 국채 보유액을 은행권 발행 잔액 이내로 제한

일본은행의 본원통화 목표량 및 B/S 변화

(조엔)
2014년말
(예상치)

2012년말
(실제치)

2013년말
(예상치)

138

200

270

158

220

290

장기국채

89

140

190

CP

2.1

2.2

2.2

회사채

2.9

3.2

3.2

ETF

1.5

2.5

3.5

부동산투자신탁(REIT)

0.11

0.14

0.17

대출지원기금

3.3

13

18

158

220

290

87

88

90

47

107

175

본원통화
<일본은행 B/S>
총 자산

총 부채
은행권
당좌예금
자료 : 일본은행

□ 한편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의 총재 선임과 함께 일본은행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 논의는 7월 참의원선
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개정 사항에는 통화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권리를 정부에게 부여하거나 일본은행에
게 물가안정 및 고용증대의 두 가지 책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기동적인 재정확대정책
□ 일본 정부는 통화완화정책과 더불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13.1조엔 규모(GDP의 2.8%)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긴급경제대책 계획
(13.1.11일, 2012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발표
o 이중에서 5.2조엔(GDP의 1.1%)의 공공사업 지출은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
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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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조엔)

재 정 지 출
재건 및 재해방지 대책
경제 성장을 통한 부 증진
생활 안정 및 지역활성화
(지방정부로 이전)
국민연금 지원
공공사업 등 국고부담사업
합계
(공공사업 지출)
자료 : 내각부

재
3.8
3.1
3.1
(1.4)
2.8
0.3
13.1
(5.2)

원

신규국채발행
(건설채권)

7.8
(5.2)

미사용 기금, 펀드 등

5.3

합계

13.1

o 이와 함께 2013회계연도에는 총 92.6조억엔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
어 있으며 그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비는 전년대비(본 예산
기준) 7,000억엔 늘어난 5.3조엔으로 책정
□ 아베 내각은 참의원선거(7월 예정)를 전후하여 정부지출을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향후 10년간 약 200조엔 규모의 대규모 공공사
업투자 전략인 ｢국토강인화 계획｣을 구상
* 2013.4∼6월에 2∼4조엔(GDP의 0.5~0.8%) 및 7∼9월에 1∼3조엔(GDP의 0.3∼0.6%)
규모의 정부지출을 추가 확대･시행할 것으로 예상(Bank of America, 13.1.11일)

 중장기 성장정책
□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확대 및 임금상승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
세* 인하, 각종 투자관련 감세, 규제완화, TPP** 참여 등을 포함되는 중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6월에
개최될 산업경쟁력회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법인세율을 2011년 40.69% → 35.64%로
인하한 바 있으나 여전히 여타 아시아 국가들(20%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은 미국이 주
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괄하는 협약으로 3.15일 일본이 협상에 참
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참가국은 12개국으로 증가

o 규제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성장정책은 과거 20년에 걸쳐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 이전의 민주당 정권도 ｢신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과거 내용과 중복되고 실행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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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베 총리는 1.23일 산업경쟁력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성장전략의 목
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업경영자 등 민간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계획
< 기대효과 >
□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은 3가지 측면에
서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바, 정
책당국은 이러한 정책으로 과도한 수준을 유지해 왔던 엔화 환율이 적
정 수준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경제주체의 인플레 기대심리도 상향 조
정될 것으로 기대
o 이에 따라 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수출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을 통
해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가운데 가계의 소득 및 고용 증대로 이어지
고 그 과정에서 가계의 소비지출도 늘어나는 등 내외수요 기반이 확
충되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점차 벗어나 성장이 지속되는 선순
환 과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o 향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내실 있는 성장전략이 시행되면 성장잠재력
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새로운 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 : Nomura

3 . 최근의 여건 변화 및 향후 전망
< 대외여건 >
□ 세계경제가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그 과
정에서 국제교역경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세계교역 신장률도 점
차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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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에서는 고용 및 주택시장의 호전 및 가계의 심리 개선 등으로 소
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기업투자도 재정긴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
화되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재정건전화을 위한 재정긴축이 성장세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
o 중국의 경우 고정투자 및 소비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도 대외여
건 개선으로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등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o 한편 유로경제는 고실업, 재정긴축 등으로 인한 역내수요 부진으로 마
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국내여건 >
□ 아베 내각에 의한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은 시장의 기대를 높여* 빠른
속도로 엔화약세 및 주가상승을 견인
* 아베노믹스는 금융시장의 자산가격은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된
다는 전제 하에 기대경로(expectation channel)를 통해 엔화약세와 주가상승을 유
도.(Goldman Sachs, 13.2.16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취임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한번에 대담하고 다양한
통화완화정책을 발표한 것은 경제주체의 기대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13.4.4일)

o 최근의 엔화 약세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또는 실제 자금공급의 확
대 이전에 실현되는 양상
* 일본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화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2010.9월부터
2011.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6.4조엔을 투입한 바 있으나,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는 시장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엔화 환율은 2012.11월말 달러당 82.48엔에서 4.9일 현재 98.95엔까지
급등(20.0% 절하)*
* 이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외에도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진정 등으로 인한 글로
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성향 약화, 2011년부터 지속된 무역수지적자 누증, 외환시
장 참가자들의 엔화 매도,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등이 가세한 데 기인

o 실질실효환율도 2012.11월 96.98에서 2013.2월 83.06로 하락
□ 엔화약세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실적개선 기대로 니케이 평균 주가지수
는 2012.11월대비 4.9일 현재 13,192엔에 달하여 39.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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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환율 및 니케이주가

자료 : Bloomberg

실질실효환율

자료 : 일본은행

□ 이러한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되면서 생산자의 심리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주가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 및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소비자태도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하여 2007.6월 이
래 최고치(44.2)를 기록
o 내각부는 3월 월례경제보고(3.15일)에서 경제가 「일부에 약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평가하며 3개월 연속
경기기조 판단을 상향 조정*
* 3개월 연속 경기판단을 상향 수정한 것은 2009.5∼7월 이후 처음

o 일본은행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短観)의 업황판단지수(DI)도 2013.1분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
단칸 업황판단지수(DI)1)

심리지표

자료 : 노무라, 내각부

주 : 1) ‘좋다’ 응답비율 - ‘나쁘다’
응답비율
자료 :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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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 주요 기관들은 아베 내각의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새로운 경제정책이
엔화약세, 주가상승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소비·투자 증가를 촉진하
는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상향 조정
o 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 시간(6개월∼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주가상승, 엔화약세 등이
소비심리 회복 및 부의 효과 등으로 이어져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엔화약세로 수출도 호조 예상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도 일본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o 일본은행은 2013 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1.6%(12.10월 전망)에서
2.3%로 큰 폭 상향 조정하면서 2014 회계연도에는 소비세율 인상* 등
으로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4.3월 소비세율 5% → 8%, 2015.10월 8% → 10%로 인상(1997년 : 소비세율 3% →
5%)

o 일본계 경제연구소들도 2013 회계연도에 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글로벌 IB들도 2013년도 성장률을 평균 1.4%로 상향 조정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기 관
일본은행(FY)
일본정부(FY)
일본계 연구소 5개(FY)
IMF(CY)
글로벌 IB 8개(CY)

전망시점
12.10월
12.12월
12.12월
12.10월
12.12월

이전 전망
2013
2014
1.6
0.6
1.7
1.3
-0.2
1.2
1.1
0.6
1.1

전망시점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4월

(%)

수정 전망
2013
2014
2.3
0.8
2.5
2.4
0.0
1.6
1.4
1.4
1.4

□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대담한 금융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
하고 2013년에 보합 내지 소폭 플러스 수준에 그치겠지만 2014년에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2~3%까지 높아 질 것으로 전망
o 다만 2014~15년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일본은행이 2
년안에 물가목표인 2%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Goldman Sachs, Credit Suisse, Citi, Daiwa 등

- 9 -

― 물가목표 2% 달성을 위해서는 최근의 엔저 및 주가상승 기조가 향
후 2∼3년에 걸쳐 유지되고 기업수익 향상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야 한다고 지적
주요 기관의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1) 전망
기 관
일본은행(FY)
일본계 기관 5개(FY)
IMF(CY)
글로벌 IB 7개(CY)
주 : 1) 신선식품제외

전망시점
13.2월
13.3월
13.4월
13.3월

2013
0.4
0.1
0.1
0.1

(%)

2014
2.9
2.4
3.0
2.0

□ 엔화는 일본은행의 강도 높은 통화완화정책 추진 영향으로 현재의 수
준과 비슷한 약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o 주요 IB들은 2013년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한편 일본경제신문이 시행한 설문에서는 시장관계자의 60%가 엔/달
러 환율이 금년내 105∼107엔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13.4.11일)
o 중기적인 추세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양상, 미국경제의 회복세 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엔/달러환율 전망1)

(기말, 엔/달러)
2013.2/4
3/4
4/4
2014.1/4
2014년말
글로벌 IB 20개
99
101
102
103
109
주 : 1)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 발표(4.4일) 이후의 전망치만을 평균. 4.12일 기준

4 . 평가
□ 아베 내각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일본 경제가 단
기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진
행되어 온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6월에 발표될 성장정책의 강도 및 내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규제완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등을 포괄하는 성장정책 추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등
을 주요 정책과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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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카와(白川方明) 일본은행 前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며, 현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punching the air)을 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13.3.15일)
라가르드(Lagarde) IMF 총재는 급격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재정불균
형 지속 등에 대해 경고하며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
적완화가 구조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13.4.7일)

o 저성장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고령화, 산업공동화, 지나친 정부규제 등)을 해
소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개혁이 병행 추진될 필요
―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및 성장력 약화가 민간부문의 저조한 차입
수요에 기인하는 만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가 전제되어
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
* 리차드 쿠(Richard Koo)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예일대 교수, 루비니(Roubini) 뉴욕대 교수 등의 견해

부문별 자금과부족

기업대출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일본은행

o 또한 버블붕괴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991년 이후 총 111조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
하고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된 경험을 감안하여 재정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하겠음

―

현 시점에서 일본이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향후 재정건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소지
*

국내투자자들이 국채발행 잔액의 9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덜 민감하고 채권을 장기 보유하는 성향을 보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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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부예산1)

일본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자료 : OECD

주 : 1) 회계연도 기준
자료 : 재무성

□ 한편 강력한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이나 수입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o 디플레이션 완화로 인한 실질금리 하락, 엔화 약세 등이 대규모 자본
유출 및 국채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국채금리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 국채금리 상승 → 금융회사 B/S 악화 → 금융회사 신용등급 하락 →
보유국채 매도 →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국채보유비중이 높은 중소 금융기관들의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
― 또한 국채금리 상승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유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음
o 또한 엔화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무역수지 악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 달러표시 수입비중이 72.5%로 수출비중(51.5%)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경우 수입물가 상승폭이 더 크
게 나타나면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
(Credit Suisse. 13.1.23일)
◾ 무역거래 표시통화 비율(%) 미달러
수
출
51.5
수
입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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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38.4
22.9

유로
5.4
3.0

기타
4.7
1.6

― 한편 일본 정부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보너스 인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기본
급 인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
*

아베 총리는 기업이 임금을 인상해주는 대신 노동자들은 규제개혁 및 일시적
실업 증가를 받아들이고 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협정을 구상

**

미쓰비시도쿄UFJ 은행·미쓰이스미토모 은행·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 은행업계,
도요타·혼다·닛산·미쓰비시 등 자동차업계, 히타치·도시바·파나소닉·샤프 등
전자업계, 로손 등 유통업계가 호봉 정기승급 및 보너스 증액 등을 통해 임금
을 인상할 계획

일본의 무역수지

자료 : 재무성

일본의 명목임금

자료 :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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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캐리 트레이드의 최근 추이와 확대 가능성 점검*
권승혁 국제종합팀 차장
김명현 국제종합팀 과장
◆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엔화가 큰 폭 절하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재연
가능성이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사로 대두
o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엔화 약세의 지속, 주요국간 금리차의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완화시 확대되는 경향
◆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는 포괄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헤지펀드 등 해외 투자자의 거래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o 일반적으로는 현물거래를 수반하는 표준적 거래와 현물거래를 수반하
지 않는 파생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해외 투자자와 일본 국내투자자의
거래 형태에 따라 포괄범주를 설정하며, 몇 가지 대용변수(Proxy)를 통
해 대체적인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분석
◆ 엔화 통화선물을 이용한 파생거래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2000년 이
후 엔캐리 트레이드는 최근까지 대체로 3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번
의 청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임
o 최근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엔화 절하 및 글로벌 불확실성 축
소 등에 따라 엔화 선물포지션이 순매도로 전환하는 등 엔캐리 트레
이드가 확대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o 또한 표준적 거래에서도 일본 소재 은행의 본지점 차입 및 해외 엔화
대출 등 해외 투자자의 엔화차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 국내투자자
의 외화자산투자도 증가하는 모습
◆ 엔캐리 트레이드의 변동요인을 SVAR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Ⅰ
기(2000.1～01.7월)에서는 엔화 약세와 단기금리차, Ⅲ기(2005.2～07.10월)에
서는 단기금리차와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이 컸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
는 Ⅴ기(2012.11월 이후)에서는 엔화 약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글
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향후 엔캐리 트레이드는 주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엔화 약세의 지
속 및 금리차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완화되고 있어 확대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엔캐리 트레이드 확대에 따라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될 경우 자산가격
버블, 외환 리스크 증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엔캐리 트
레이드의 진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18호(2013.5.3), 국제경제분석 제2013-5호(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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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란 저금리 통화를 차입 또는 매도하여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지칭*하는데,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재연 가
능성이 관심사로 대두
* 차입 혹은 매도의 대상 통화가 달러화인 경우 달러캐리 트레이드, 엔화인 경우에
는 엔캐리 트레이드 등으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이나 금리차이 혹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등이 캐리 트레이드의 확대와 청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o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금리수준이 미국 등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거나 엔화 약세의 지속 가능성이 높을수록 유인이 확대
― 글로벌
국과의
이후의
높이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체로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미
금리격차가 주요인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아베 정권 출범
엔화 약세 지속 가능성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재연 가능성을
요인으로 작용

o 또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어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후퇴하면서
활발해지는 경향
글로벌 캐리트레이드 지수1)

엔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주 : 1) G10 통화중 3종의 저금리 통화를
차입하여 고금리 통화에 투자할
경우의 수익률
자료 : Deutchbank, Bloomberg

□ 엔캐리 트레이드는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변동과 함께 환율의 흐
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엔화 약세의 지속
여부 판단에 중요
o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전될수록 고금리 통화 수요가 늘어나
고금리 통화는 강세, 저금리 조달통화인 엔화는 약세의 방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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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캐리 트레이드의 발생과 파급 메커니즘

⇒ 2000년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 및 변동요인 등을 살펴보고 최
근 엔화 약세 전환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의 확대 가능성을 점검

2 .엔캐리 트레이드의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는 포괄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헤지펀드 등 해외 투자자의 거래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에 따라 몇 가지 대용변수(Proxy)를 통해 대체
적인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추이 등을 분석
o 일반적으로는 현물거래를 수반하는 표준적 거래(canonical carry trade)와 현
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파생거래(derivative carry trade)로 구분*하며, 각각
해외 투자자와 일본 국내투자자의 거래 형태에 따라 포괄범주를 설정
* 현물거래를 수반하는 것을 부내(on balance)거래, 현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부외(off balance) 거래라고도 함

◾ [표준적 거래] 엔화 약세의 중장기적 추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해
외 투자자의 차입거래 및 일본 국내투자자의 외화자산투자 등으로 대별
― 해외 투자자(헤지펀드,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차입거래는 이들 투자자
가 엔화 자금을 차입하여 고금리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
로, 일본 소재 외국은행지점과 일본 국내은행의 본지점 차입액 및
해외 엔화대출액 등으로 추정
― 일본 국내투자자(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외화자산투자는 보유 엔화
자금을 고금리 통화표시 자산(외화표시 예금 및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일본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대외증권투자액, 외화표시 예
금액 등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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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거래] 단기적인 엔화 약세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해외 투자자
의 통화선물거래 및 일본 국내투자자의 FX 마진 거래(외환증거금 거래)
등의 형태가 존재
* 전형적인 거래패턴으로는 엔화 약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매도
시점의 환차익을 목적으로 고금리 통화를 매입(long) 포지션으로, 엔화 등 저금리
통화를 매도(short) 포지션으로 설정하여 운용

― 해외 투자자(헤지펀드, 외환 트레이더)의 통화선물거래는 일반적으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IMM 선물거래 포지션*에 의해 거래규모
를 추정
*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거래부문의 하나로 통화 및 금리 선물‧옵션 등이 거
래되고 있음. 거래 계약기준으로 매입(long) 포지션의 경우 플러스로 표시
되며 매도(short) 포지션의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

― 일본 국내투자자(개인투자자)의 FX 마진 거래는 도쿄금융선물거래
소의 FX 매매 포지션* 등에 의해 거래규모를 파악
* 일본의 경우 1998년 이후 개인의 FX 마진거래가 장외에서 허용되어 오다
거래의 안전성 및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선물거래법
을 개정하여 2005년 7월부터 도쿄금융선물거래소에 장내시장을 개설함에
따라 가계자산의 운용수단으로 FX 마진거래가 급증

엔캐리 트레이드의 포괄범위1)와 거래규모의 추정지표
표준적 거래

파생 거래

◆ 특징

▶ 현물 거래

▶ 비현물거래

◆ 거래 포지션

▶ 중장기 투자 포지션(포지션
의 변동성이 작음)

▶ 단기 투기 포지션(포지션의
변동성이 큼)

◆ 거래주체별
운용방식

▶ 해외 투자자의 차입거래 :
일본 소재 은행의 본지점 차입
액 및 해외엔화대출 규모

▶ 해외 투자자의 통화선물 거래
: IMM선물거래 포지션

▶ 일본 국내투자자의 외화자산투자
: 대외증권투자액, 개인투자자의
외화표시 예금액 등

▶ 일본 국내투자자의 FX 마진거래
: FX 매매 포지션

주 : 1) 때로는 해외투자자의 차입거래 및 통화선물거래를 협의의 엔캐리 트레이드로,
일본 국내투자자의 외화자산투자 및 FX마진거래를 광의의 엔캐리 트레이드
로 정의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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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이 및 최근 동향
□ 2000년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는 최근까지 대체로 3번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 2번의 청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임
o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행 및 청산 시기는 표준적 거래보다는 일반적으
로 통화선물을 이용한 엔캐리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점을 감
안하여 IMM 엔화 순매수･매도 포지션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엔캐리 트
레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엔/달러 환율, 단기금리차, 글로벌 불확실성지
수(VIX) 등을 참조하여 구분
o 동 기준에 의하면 IMM의 순매도 포지션이 나타난 Ⅰ기(2000.1∼01.7월),
Ⅲ기(2005.2∼07.10월)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었고 Ⅱ기와 Ⅳ기에
서는 청산이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11월 이후(Ⅴ기) 다시 엔화 선물포
지션이 순매도로 전환
―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이 큰 폭으로 나타났던 Ⅲ기의 경우 엔/달
러 환율이 큰 폭으로 절하되고 단기금리차도 확대되었던 반면 글로
벌 불확실성은 완화되어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후퇴함에 따라 엔캐
리 트레이드가 늘어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 재정위기
로 Ⅳ기에서는 반전
― 최근 Ⅴ기에 들어서는 단기금리차가 아직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
나 엔화 절하 및 글로벌 불확실성 축소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여건이 다시 조성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간 구분1)
엔화선물포지션

엔/달러2)

Ⅰ 2000.1∼01.7월 (19개월)

순매도

124.1 (01.7월)

5.37 (00.8월) 18.1 (00.9월)

Ⅱ 2001.8∼05.1월 (42개월)

순매수

103.2 (04.2월)

1.56 (03.8월) 37.7 (02.10월)

Ⅲ 2005.2∼07.10월(33개월)

순매도

123.2 (07.7월)

4.10 (07.3월) 10.8 (06.12월)

Ⅳ 2007.11∼12.10월(60개월)

순매수

76.4 (12.2월)

0.20 (09.10월) 62.6 (08.12월)

Ⅴ

순매도

94.1 (13.4월)

0.29 (12.11월) 13.0 (13.4월)

2012.11월 이후

단기금리차2)3)(%p)

VIX4)(%)

주 : 1) 짙은 글씨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행기이며 옅은 글씨는 청산기로 구분
2) 엔/달러 및 단기금리차의 경우 엔캐리의 진행기는 월중 일평균 최고치, 청산기는 월
중 일평균 최저치를 나타냄
3) 단기금리차는 주요 8개국의 3개월물 국채수익률과 일본 3개월물 국채수익률의 차
이로 주요 8개국은 <참고>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을 참조
4) VIX(Volitility Index)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엔캐리의 진행기는 월
중 일평균 최저치, 청산기는 월중 일평균 최고치를 나타냄
자료 : CME IMM, IMF, CBOE(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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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의 엔화 선물포지션

자료 : CME, IMM

엔/달러, 단기금리차 및 VIX

자료 : IMF, CBOE

□ 다른 대용지표들을 통해서 2000년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 진행기의 특
징을 살펴보더라도 지표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 들어 대체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진전되는 모습
일본 소재 은행의 본지점 차입 및 해외 엔화대출1)

주 : 1) 기간 구분은 IMM 선물포지션에 의한 구분 시점에서 해당 지표의 증감액을
감안하여 ±6개월 정도를 조정. 이에 따라 본지점 차입잔액 기준으로 Ⅰ기말은
2002.2월, Ⅱ기말은 2005.7월, Ⅲ기말은 2008.4월, Ⅳ기말은 2012.10월로 하고
해외 엔화대출잔액 기준으로는 각각 2002.2월, 2004.11월, 2007.10월, 2012.9월말
로 하였으며 Ⅴ기말은 모두 현재 통계 입수가 가능한 최근 월인 2013.2월로 설정
2) 직전기말 대비 증감액
자료 :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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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투자자의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일본 소
재 은행의 본지점 차입은 Ⅲ기말(2008.4월)에는 직전의 청산기인 Ⅱ기말
(2005.7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다 Ⅳ기에 들어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 엔화대출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은행의 해외 자금유출규모가 확대될 조짐
o 일본 국내투자자의 대외증권투자도 최근 증권사 및 신탁계정 등을 중
심으로 지난해 12월말 11.9조엔에서 금년 3월말에는 18.1조엔으로 증
가*하였으며, 개인투자자의 FX 마진거래를 통한 엔화 순매도계약도 늘
어나고 있는 상황
* 기관투자가별 대외증권투자잔액(조엔, 2012.12월말 → 2013.3월말)
: 은행계정(5.1→4.9), 신탁계정(2.0→3.5), 증권(2.0→5.6), 생보(0.7→1.2), 투신(1.8→2.6) 등

일본의 대외증권투자액1)2)

주 : 1) 직전기말 대비 증감액 기준
2) ( )내는 기말시점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 개인투자자의 FX마진거래1)

주 : 1) 엔화 순매도 건수 기준
자료 : 도쿄금융선물거래소

(2) 변동요인 분석
□ 엔캐리 트레이드는 엔화 약세 및 주요국과 일본과의 금리차가 지속되
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때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엔
캐리 트레이드의 대용변수로 IMM 포지션을 설정하고 그 변동요인을 분
석해 보면 시기별로 주요 결정요인의 차이가 나타남
o IMM 포지션과 주요 결정요인인 단기금리차, 환율, 글로벌 불확실성,
주가 등 5변수로 구성된 SVAR모형* 추정을 통한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 결과, Ⅰ기는 엔화 약세, Ⅲ기는 단기금리차의 영향이 컸
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Ⅴ기에서는 엔화 약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참고>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설정과 추정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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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면서 현재로
서는 금리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근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전 조짐도 엔화 약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감이 크게 반영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데 주로 기인
하는 것으로 평가
엔캐리 트레이드 진행기의 요인별
누적 기여율1)

엔캐리 트레이드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1)

Ⅰ기

Ⅲ기

(%)
Ⅴ기

￭ 단기금리차

32.5

42.2

-1.3

￭ 엔/달러 환율

37.8

7.9

35.8

9.9

32.9

13.0

￭ 주가

24.8

5.0

18.6

￭ 엔캐리 트레이드

-5.0

12.0

33.9

￭ 글로벌 불확실성

주 : 1) 누적기여도 기준
자료 : 자체추정

계
100.0 100.0 100.0
주 : 1) 기간중 평균
자료 : 자체추정

□ 한편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에서는 금리차 확대, 엔화 약세 진행,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등의 경우에 예상했던 대로 IMM 순매수 포지션이 감소(순
매도 포지션의 증대),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IMM 순매수 포지션은 단기금리차 확대 또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시
에는 장기간에 걸쳐 축소되며, 엔화 약세시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충격반응함수1) 2)

주 : 1) 점선은 ‘±1 표준오차’ 신뢰구간. 표준오차는 5,000번의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계산
2) 각 변수들의 1표준편차 상승(글로벌 불확실성은 1표준편차 하락)시의 엔화
선물 순매수 포지션의 반응
자료 : 자체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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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망 및 시사점
◇ 주요국의 통화정책, 일본의 무역수지 추세 전망 등 향후 금리차와 엔/달
러 환율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제금융시
장 여건 등을 점검함으로써 엔캐리 트레이드의 확대 가능성을 전망
 (금리차)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에 적극 나서는 반면 미국 등은
지금까지의 양적완화정책을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 점차 해소하는 방향
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정책상의 차이가 엔화 약세는 물론
미일간 금리차의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o 일본은행은 4.4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통화정책 운용목표 변경과
함께 양적완화 규모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양적･질적
금융완화조치｣를 발표
― 향후 2년내 소비자물가 2% 달성을 목표로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콜
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 공급 및 국채, ETF 등의
매입 규모를 2년내 2배로 확대
o 반면 미 연준은 내부적으로 양적완화의 조기중단 및 자산매입규모 축
소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Bernanke 의장 및 FOMC내 주류 일부 위원(Yellen 부의장, Dudley 뉴욕연
준 총재 등)은 향후 자산매입 규모가 고용시장 전망, 양적완화의 효과
와 비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연준 총재들은 계속되는 양적완
화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자산매입을 금년말까지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
* Esther George(캔자스시티, 1.30일), Sandra Pianalto(클리블랜드, 2.15일), James
Bullard(세인트루이스, 2.21일), Richard Fisher(댈러스, 2.27일), Charles Plosser
(필라델피아, 3.6일) 등

― 이와 함께 4.10일 공개된 FOMC 회의(2013.3.19∼20일) 의사록에 따르면
자산매입규모를 종전보다 조기에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위원도 증가*
* 다수(a number of)는 2013년 중반경부터 매입 규모 축소(taper down)를 주장하
였으며, 일부(a few)는 매입규모를 적어도 3/4분기까지 유지한 후 축소, 일부(a
few)는 매입규모를 적어도 금년말까지 유지할 것을 각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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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2014년 초반까지는 자산매입이 계속될
수 있을지라도 자산매입규모는 금년중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
망도 제시*
* Credit Suisse는 양적완화가 2014년초까지 지속되겠으나 국채 및 MBS 매입규
모는 금년중 각각 월 300억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1.30일), Deutsche
Bank는 금년 여름부터 자산매입규모를 줄이기 시작하여 연말까지는 신규 자
산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3.5일)

o 신흥국의 경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임금인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전기요금 인상, 연료보조금 삭감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잠재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지역), 태국, 베트남(민간부문) 등은 금년 최저임금
수준을 각각 44%, 35%, 25∼30% 큰 폭 올린 데다 말레이시아는 최
저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
o 다만 ECB는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과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물가상승률도 ECB의 목표치
인 2%를 하회하고 있어 상당기간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엔화 환율) 향후 엔화 환율은 미･일간 금리차 확대 가능성과 함께 일
본의 금융완화 확대 및 무역수지 적자 기조의 지속 가능성 등에 비추
어 볼 때 현 수준에서 횡보하거나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o 일본은행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명시적인 목
적이 엔화 절하를 유도하는 것임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엔화 약
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쿠로다 일은 총재는 “환율은 일본은행의 목적‧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4.26일)”
고 주장하면서도 “일반론적으로 큰 폭의 완화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자국 통화
가 약세 경향을 보이고 있다”(4.4일)는 인식을 표명

― 이와 함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2013.4.18∼19일) 종료후의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내수
진작 목적이라는 평가가 도출된 것도 일본의 금융완화기조가 지속
될 수 있는 여지로 작용
o 또한 향후 무역수지의 적자* 예상도 엔화 약세 기조를 일정 부분 뒷받침
* 일본의 무역수지는 동일본 대지진(2011.3.11일) 이후 원전가동 정지로 인한 화력발
전용 연료수입 급증과 수출 둔화 등으로 적자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 무역수지 적자는 3,624억엔으로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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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ESP 전망, 4월)에서 수년내 흑자
전환이 어렵거나 2015.2/4분기 이후에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응
답이 많았으며, 미즈호 종합연구소도 적자 규모는 축소되겠으나
2014년까지도 적자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일본 내각부는 엔화 약세 기조의 지속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일본 내각부는 엔화 약세의 영향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2013.8월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는 2012년 월평균 적자규모 6,000억엔에 크게 못
미치는 월 2,000억엔에 그칠 것으로 분석(2013.4.12일)

일본의 무역수지

무역수지 흑자 전환시기

무역수지 예상
연도

자료 : 일본 재무성

자료 : ESP Forecast

증감률(%)

무역수지
(조엔)

수출

수입

2010 24.4

18.0

6.6

11 -2.7

12.1

-2.6

12e) -2.6

3.8

-8.8

13

e)

7.5

6.2

-8.5

14

e)

6.4

2.4

-5.9

자료 : 미즈호 종합연구소

o 이밖에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이 최근 외국 국채 매입 비중을 확대하려
는 움직임도 엔화 약세 지속 요인으로 작용
― 장기국채금리 하락으로 일본 국채보유에 따른 수익성이 저하될 전
망임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사들이 외국채 매입을 지난해보다 수천
억엔 증가한 최대 1조엔대로 늘리고 기업연금도 외채운용을 늘릴
방침*(일본경제신문, 2013.4.23일)
* JP Morgan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걸쳐 128개 기금(운용자산규모 11.7조
엔)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년도 자산운용계획에 따르면 외국채 비중을 전년대
비 0.7%p 늘어난 12.4%로 계획

 (국제금융시장 여건)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정책대응으로 불확실성
이 완화되고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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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MF는 최근 6개월 동안 리스크 요인이 줄어든 반면 통화금융 상황 등
이 호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3.4월)
o TED 및 EMBI+ 스프레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불안 심리 지
표인 VIX, VSTOXX도 하향 안정세*
* TED Spread(T-bill and Euro Dollar Spread) : 3개월 Libor와 3개월 T-Bill간 금리 차이
EMBI+ Spread(Emerging Market Bond Index+ Spread) : 신흥국채권 인덱스와 선진
국채권 인데스간의 금리 차이
VIX(Volatility Index) : S&P 500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
VSTOXX : 유로지역 VIX

― 이는 ECB의 OMT 도입에 따른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 미 연준의 양
적완화 지속 등에 힘입은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글로벌
꼬리위험(tail risk)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
VIX 및 VSTOXX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2012/10월

신흥시장 리스크

2013/4월
신용 리스크

거시경제 리스크

시장과 유동성
리스크

통화금융 상황

리스크 선호도

자료 : IMF

자료 : Bloomberg

EMBI+Spread

TED Spread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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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제금융시장의 Risk on-Risk off*(이하 ‘RO-RO’) 현상이 2012.4/4분기 이
후 뚜렷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
* RO-RO 현상이란 글로벌 경제상황이 불안해지면 안전자산(미국/독일 국채, 미 달
러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의 가격이 동반하여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위험자산(주식, 고수익 채권, 원자재, 유로화, 호주 달러, 신흥시장국 통화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말함
** RO-RO 현상이 강화되면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이 완화되더라도 투자자들
이 개별 자산의 가격변동 요인이나 리스크를 무시한 채 위험자산 전체를 마치
하나의 자산처럼 거래하여 자산가격간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변동성도 증대

― HSBC의 RORO Index가 2012.8월말 0.48 수준에서 2013.2월말 0.35
수준으로, Equity RORO Index도 동 기간중 0.47에서 0.35로 각각
하락하였으며, 주요 기관들도 대체로 RO-RO 현상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①JP Morgan은 금년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RO-RO 현상이 지난
5년 동안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2013.2.11일), ②Morgan Stanley
는 향후 외환시장이 해당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에 크게 좌우될 것
으로 전망(2013.1.31일), ③HSBC는 향후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함
께 RO-RO 현상의 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2013.2.15일)
⇒ (평가 및 시사점)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주요 유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엔화 약세의 지속 및 금리차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완화되고 있어 엔캐리 트레이드
가 진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최근의 엔캐리 트레이드 확대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이후의 급격한
엔저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와 함께 금리차의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엔캐리 트레이드의 확대로 자금이 유입되는 고금리 통화국은 자산가
격 버블, 외환 리스크 증대 등의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
― 또한 이들 국가의 경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은행의 대출증가와 차
입비용 하락에 따른 기업의 부채비율 상승 등에 따른 위험도 증대
될 가능성
―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전으로 엔화 차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시 엔화 대출기업들의 환차손 발생 가
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엔캐리 트레이드 진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

- 27 -

o 다만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유로지역 위험요
인의 현재화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
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도
상존
―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01년에는 IT버블붕괴와 9･11테러 등의 영향으
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금리인하가 이어
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 파산 이후 각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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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 설정과 추정 방법
□ 엔 캐리 트레이드 변동요인은 Nishigaki(2007)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설정하여 분석
◾ 구조형 :

        

 
 
 
     ∆ln ∆ ′ ,   



   ′

L : 시차(lag operator)
IRD : 단기금리차(주요국 3개월물 국채수익률# — 일본 3개월물 국채수익률)
#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위스 등 8개국의
3개월물 국채수익률을 GDP로 가중

VIX
NLP
EX
S

:
:
:
:

글로벌불확실성(VIX지수)
엔 캐리 트레이드(IMM 엔화 선물 포지션)
환율(엔/달러),
주가(글로벌 MSCI지수/일본 MSCI지수)

o 상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축약형으로 전환하고 당기제약(short-run
restriction)을 부여
◾ 축약형 :        

 
 
 
  



   ′







◾ 당기 제약 : 




     
    
     
    
    

 









 

  


  

― 당기제약은 단기금리차가 가장 외생적이며, 글로벌 불확실성은 단기금
리차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단기금리차 및 글로벌 불확실성에, 명목환
율은 단기금리차, 글로벌 불확실성, 엔캐리 트레이드에, 주가는 단기금
리차, 글로벌 불확실성, 엔캐리 트레이드, 명목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Nishigaki(2007)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부여
o 분석 대상기간은 2001.1∼12.12월중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시차는
Wald test를 통해 5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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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환율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여건 점검*
김명현 국제종합팀 과장
◆ 2000년대 들어 3번의 상승기(엔화 절하)와 2번의 하락기(엔화 절상)를 거
친 엔/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세를 보이다가 2012년말
아베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등을 배경으로
약세를 지속
o 엔화 절하는 대체로 국내경기 둔화, 통화량 증가, 미·일간 금리차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될 경우에는 절상되
는 패턴을 시현
o 또한 엔/달러 환율의 변동행태를 살펴보면, 2012.10월 이후 최근의 엔
화 절하기에는 변동성이 여타 절상･절하기보다 크게 확대되고 지속성
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엔/달러 환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통화량
감소, 단기금리차 축소(일본금리 하락 또는 미국금리 상승), 일본의 교역조건
악화, 소득격차 축소(일본생산 감소 또는 미국생산 증가) 등이 통계적 유의성
을 갖고 엔화 절하(엔/달러환율 상승)를 유발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남
o 아울러 시변모수모형(Time Varying Parameter Model)의 추정결과를 보면,
최근 들어 일본 통화량의 추정계수가 커지고 있어 일본은행의 금융완
화정책이 엔화 절하에 이전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본 교역조건
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면서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가 엔화 절
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한편 엔/달러 환율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①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 기간 금융완화정
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②미국경제의 회복세 강화와 함께 연
준이 양적완화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이 향후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예상
o 다만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추진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증대시킬 경우
에는 엔화와 여타 통화간의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소지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37호(2013.9.13), 국제경제분석 제2013-7호(20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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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 기피성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으로 평가*되는 엔화는 수요 증가와 함께 강세를 보이다가 2012.12월
아베내각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에 의거한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
화정책 등의 실행에 영향을 받아 약세를 지속
* 세계 최대의 순대외채권을 보유(2012년말 기준, 3.4조달러)한 일본의 경우 외화유
동성 및 지급불능 위험에 대한 강한 대응능력을 갖춘 데다 해외투자가의 국채보
유비율이 8.5%(2011년말 기준)에 그치는 등 대외충격에 강한 채무구조를 갖고 있
어 엔화가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

o 엔화는 2013년 8월말 현재 달러당 98.04엔으로 2012.9월말(77.56)대비
20.9% 절하되었으며, 5.22일에는 2008.10.3일 이후 가장 높은 102.79엔
을 기록
― 다만 엔/달러 환율은 5월말 이후에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6월말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으로 다시 상승한 이후 100엔 내외 수준을
유지
최근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엔/달러 환율의 변동행태 및 주요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여건
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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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달러 환율의 추이
◇ 2000년 이후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3번의 절하기(Ⅰ, Ⅲ, Ⅴ기)와 2번의
절상기(Ⅱ, Ⅳ기) 를 거치면서 변동
o 2000년대 들어 엔화 절하는 국내경기 둔화, 통화량 증가, 미･일간 금
리차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
될 경우에는 절상기조를 시현
엔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기별 국내외 경제여건1)
Ⅰ기
<절하기>

Ⅱ기
<절상기>

Ⅲ기
<절하기>

Ⅳ기
<절상기>

Ⅴ기
<절하기>

(00.1∼02.2월) (02.3∼04.12월) (05.1∼07.6월) (07.7∼12.9월) (12.10월 이후)

 엔화 절상 및 절하율
21.2%
(달러화대비, 지속기간) (26개월)
- GDP성장률2)
1.1%
- 수출증감률
1.5%
-산업생산증감률 -1.2%
 일본
- 경상수지(억엔)
9,861
경제
- 자본수지(억엔) -7,145
- 교역조건3)
120.7
- CPI 상승률
-0.8%
- 세계GDP성장률2)
3.3%
세계교역증감률
3.7%
 대외
4)
경제
- 미일 금리차
4.3%p
- 불확실성(VIX) 24.5%
- 본원통화증감률
9.0%
- M1증감률
9.1%
 정책
5)
기조 - 외환개입(억엔)
5,548
- 재정수지6)
-7.0%

26.3%
(34개월)
1.8%
8.5%
3.3%
13,651
1,169
116.0
-0.3%
3.8%
16.0%
1.3%p
21.5%
16.1%
13.1%
390,702
-7.1%

15.2%
(30개월)
1.5%
11.4%
2.8%
16,906
-12,745
94.1
-0.0%
4.8%
14.5%
3.9%p
12.8%
-7.3%
3.0%
-3.5%

55.5%
(63개월)
0.1%
-1.3%
-1.3%
11,917
-10,867
79.2
-0.2%
2.6%
8.5%
0.5%p
25.8%
5.9%
1.8%
164,220
-7.7%

19.3%
(진행중)
0.2%
1.1%
-5.2%
3,607
1,269
71.8
-0.5%
2.1%
-0.0%p
15.0%
18.2%
3.8%
-9.8%

주 : 1) 기간중 평균,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분기 성장률을 이용하여 산출
(Ⅰ기는 2000.1/4∼02.1/4분기, Ⅱ기는 2002.2/4∼04.4/4분기)
3)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
4) 미국—일본(3개월물 T-bill rate)
5) 미달러화 매입 및 엔화 매각, 기간중 합계
6) GDP대비 비율, 일반회계 기준(Ⅰ기는 2000∼01년, Ⅱ기는 2002∼04년, Ⅲ기는
2005∼07년, Ⅳ기는 2007∼12년 기준, Ⅴ기는 2013년 IMF 추정치)
자료 : IMF, OECD, 일본은행, 일본재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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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IMF

 (Ⅰ기 : 절하기) 2000.1∼02.2월중 2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동 기간
중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21.2% 절하(2000.1월 105.16엔 → 2002.2월 133.52엔,
월평균 환율 기준)

o Ⅰ기의 엔화 약세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생산이 부진하고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정책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
한 데에 기인
o 또한 2001.3월 콜 목표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조작목표를 일
본은행 당좌예금잔액으로 변경하는 등 양적완화정책도 도입(2006.3월까
지 지속)

환율과 산업생산 및 GDP성장률

자료 : IMF, OECD

환율과 외환개입액

자료 : IMF

 (Ⅱ기 : 절상기) 34개월에 걸친 2002.3∼04.12월의 기간으로 엔화는
26.3% 절상(2002.3월 131.20엔 → 2004.12월 103.84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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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Ⅱ기의 엔화 강세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
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국내경기가 회복된 데 주로 기인
* 세계경제 성장률(IMF, %) : 2001년 2.2 → 2002년 2.5 → 2003년 3.4 → 2004년 5.0

o 한편 급격한 절상을 억제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규
모 외환시장 개입(엔 매각, 달러 매입)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절상기조를
지속
환율과 경상수지

환율과 산업생산 및 GDP성장률

자료 : IMF, 일본은행

자료 : IMF, OECD

 (Ⅲ기 : 절하기) 2005.1∼07.6월의 30개월 동안 엔화 약세가 진행되었으
며 동 기간중 15.2% 절하(2005.1월 103.94엔 → 2007.6월 122.62엔)
o 미국 등 글로벌 경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일간 금리격차(미국 － 일
본) 확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엔화가 약세를 시현
환율과 금리차1)

환율과 엔 캐리 트레이드1)

주 : 1) 미국-일본(3개월물 T-bill rate)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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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IMM의 포지션으로 순매도 포지
션일수록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
자료 : IMF, CME IMM

 (Ⅳ기 : 절상기) 엔화 강세가 2007.7∼12.9월중 63개월간 진행되면서 엔
화는 달러화에 대해 55.5% 절상(2007.7월 121.59엔 → 2012.9월 78.17엔)되었으
며, 2011.10.27일에는 전후 최저 수준인 달러당 75.82엔까지 하락
o Ⅳ기의 엔화 강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글로벌 금
융위기 및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에 따른 미국의 양적완화 실시와
이에 따른 미･일간의 금리격차 축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에 주로 기인
o 정책당국은 과도한 엔화 절상을 막기 위해 2004.3월 이후 처음으로
2010.9∼11.11월중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달러화 매입, 엔화 매각)
환율과 미･일 통화량1)

환율과 VIX

주 : 1) M1(일본/미국, 2005=100)
자료 : IMF, OECD

자료 : IMF, CBOE

 (Ⅴ기 : 절하기) 2012.10월 이후 최근 11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엔
화는 달러화에 대해 19.3% 절하(2012.10월 78.97엔 → 2013.7월 97.82엔)
o 아베노믹스에 의거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등을 통한 본원통화* 증
가,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등이 엔화 약세의 요인으
로 작용
* 일본은행은 2013년 4.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발표하면서
2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속히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 2%
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는 한편 장
기국채 및 ETF 등의 보유액을 2년간 2배로 확대하고 매입 장기국채의 평균잔존만
기를 2배 이상 연장(약 7년)하기로 결정. 또한 이러한 금융완화정책은 2%의 “물
가안정목표” 달성 및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시점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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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본원통화

환율과 달러화지수

자료 : IMF, 일본은행

자료 : IMF, Bloomberg

3. 엔/달러 환율의 변동행태와 결정요인 분석
1. 엔/달러 환율의 변동행태
◇ 2000년 이후 엔/달러 환율의 변동행태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변동성
및 지속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변동성 확대 )
□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변이계수로 측정한 결과,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여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Ⅲ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절하기(Ⅴ기)에는 아베노믹스 실행에 따른
급격한 절하를 반영하여 일중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여
타 절상･절하기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
변이계수1)

일중 환율 변동폭1)

주 : 1) 2000.1∼13.7월중 일별자료를 이
용하여 매월 변이계수를 산출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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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일중 최고치—최저치
자료 : Bloomberg

o Ⅴ기중 일중 엔/달러 환율 변동폭은 평균 1.04엔으로 전체 기간의 평
균(0.96엔)을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의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
소 가능성을 시사한 6월에는 1.81엔으로 2008.10월 2.68엔, 2008.9월
1.82엔에 이어 2000.1월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
o 한편 엔화 절상기인 Ⅳ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 지속성 증대 )
□ 엔/달러 환율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ishkin(2007)의 모형*을 원용
해 기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Ⅱ기 이후로 지속성이 꾸준히 높
아지는 가운데 최근 절하기인 Ⅴ기에서는 추정계수(
 )가 여타 기간보다
큰 0.37인 것으로 추정
*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시차종
속변수만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이동회귀분석을 실시. 시차종속변수
의 추정계수 값의 합이 1에 가까울수록 지속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

￭         

y : 엔/달러 환율 변동률(시차종속변수의 개수는 Swartz 정보기준에 따라 1개로 설정)

o 엔/달러 환율의 지속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48개월 간격으로 이동
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엔/달러 환율의 지속성은
2008년 이후 꾸준히 높아졌으며 최근 48개월간의 추정계수(
 )가 0.485
로 대상기간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엔화가 꾸준히
절상되다가 전년말 이후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시행 등을
배경으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이동회귀분석 결과2)

기간별 추정결과1)
Ⅰ기
Ⅱ기
Ⅲ기
Ⅳ기

)
추정계수( 
0.138
0.024
0.089
0.180

Ⅴ기

0.370

주 : 1) 기간이 짧은 Ⅰ, Ⅱ, Ⅲ, Ⅴ기는 3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여 추정
2) 점선은 90% 신뢰구간
자료 :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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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달러 환율의 결정요인 분석
□ 기존 실증분석 연구 등에 의하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적･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거
시경제상황을 반영하는 통화량, 소득, 물가, 금리 등의 주요 경제변수
이외에도 외환수급 상황, 외환시장 참가자의 기대심리 등의 미시적 요
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플로우접근법(flow approach)과 자산시장접근법
*
(asset market approach)으로 대분 되는데 물가, 통화량, 소득, 금리 등이
결정요인으로 작용
* 플로우접근법에 따르면 환율은 상품의 수출입 등 경상수지 변동에 따른 외환수
급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자산시장접근법에 따르면 상대적인 통화 공급
및 수요의 변동(통화론자 이론), 국내외 자산의 수익성 변동 등 투자자들의 자산
구성 조정(포트폴리오 균형 이론) 등이 환율을 결정

― 물가 상승 및 통화량 증가는 통화를 절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 및 금리 변화는 파급 메커니즘에 따라 환율에 미치
는 영향도 다를 수 있음*
* 소득 증가가 수입수요를 유발하는 경우 환율 절하요인으로 작용하나 국내 통
화수요의 증대를 가져오면 환율을 절상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금리
상승도 이에 따른 투자 감소 또는 자본 유입시에는 환율 절상요인이나 국내
통화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환율 절하요인으로 작용

( 실증 분석 )
 (모형 설정) 주요 환율결정이론, Lucas(1982), Bilson(1978), 신관호‧이종화
*
(2004), 김윤영(2007) 등의 기존연구 , 과거 엔/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 요
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본 및 미국의 통화량, 단기금리 격차(일
**
본－미국), 소득격차(일본－미국), 자본수지, 교역조건 을 설명변수로 포함
* Lucas(1982)는 결정요인으로 국내 및 해외 통화량과 소득격차을 들고 있으며,
Bilson(1978)은 Lucas(1982)에 단기금리차를, 신관호‧이종화(2004) 및 김윤영(2007)
은 Bilson(1978)에 자본수지 및 교역조건을 각각 결정요인으로 추가
** 신관호･이종화(2004) 등에 따르면 교역조건 개선은 경상수지 개선을 통해 절상요
인으로 작용

① 월별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의 대용변수로는 산업생산을, 통화량
및 금리는 각각 M1 및 3개월물 국채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자본수지
는 GDP대비 비율로, 교역조건은 통관 시점의 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순상품교역조건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모형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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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ln   ∆ln  ∆ ln     ln   
 ∆           ∆ln   
S : 엔/달러 환율(IMF), M : M1(OECD, S.A.),
Y : 산업생산(소득의 대용변수, OECD, S.A.),
i : 단기금리(3개월물 T-bill rate, IMF), KA : 자본수지(자본수지/GDP, 일본은행),
TOT :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 IMF)
‘*’는 미국변수를, ‘*’가 없는 것은 일본변수를 의미

― 분석 기간은 1999.1∼2013.5월로 하고 설명변수의 시차는 general to
specific 방식에 의거해 설정
② 아울러 2000년대 들어 엔/달러 환율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절상 및
절하 기간에 따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데다 최근 들어
서는 변동행태도 이전과는 다소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모형의 모든 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시변모수모형(Time Varying
Parameter model, TVP)도 추정
∆ ln     ∆ln      ∆ln    ∆ln   ∆ ln     ln   
  ∆             ∆ln   
          ,
          ,

          ,
          ,

          ,
         

― 시변하는 모수는 실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TVP모형을 상태
공간모형(state space model)으로 전환한 후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적
용하여 추정
― 한편 시변모수는 임의보행(random walk)하는 것으로 전제*
* 시변모수들이 임의보행하지 않고                와 같이 정상적인 시
계열의 행태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추정해야 할 모수가 크게 늘어나
추정의 강건성이 낮아질 수 있는 데다 추정 시변모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 시계열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추정 결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미국의 통화량, 소득격차, 단기금
리차, 교역조건 등이 엔/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시변모수모형
추정에서는 일본 통화량의 증가와 교역조건 악화가 최근의 엔화 절하
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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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99년 이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당해 월의
미국 통화량 감소, 단기금리차 축소(일본금리 하락 또는 미국금리 상승), 일
본의 교역조건 악화, 1개월 시차의 소득격차 축소(일본생산 감소 또는 미
국생산 증가) 등이 엔/달러 환율의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
― 반면 일본 통화량과 자본수지는 엔화 환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통화량의 경우 최근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는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

기본모형 추정결과1)
종속변수 :

∆ln  
∆ln
∆ln
∆ln    ln  

∆ ln 

0.233 (0.071)
0.176 (0.195)
-0.364** (0.168)

∆   

  
∆ln

-1.579* (0.890)
-0.021 (0.051)
-0.225** (0.107)

-0.151** (0.074)

상수항

-0.063 (0.237)

***

주 : 1) ( )내는 표준오차(White heterosk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자체 추정

② 한편
건의
있는
차의

시변모수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일본 통화량 및 교역조
추정계수(절대값)가 최근 들어 커지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반면 미국 통화량 및 소득격차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단기금리
영향력은 거의 일정한 것으로 분석

― 일본 통화량은 Ⅰ기 및 Ⅴ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통화량 확대)에 따른 영향이 동 기간중 엔화 절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교역조건의 영향력은 꾸준히 커
지고 있어 최근에는 교역조건의 악화가 엔화 절하에 일부 기여한 것
으로 나타남
― 미국의 양적완화(통화량 확대)에 따른 영향은 Ⅴ기 들어 소폭 축소되었으
며, 글로벌 위기 발생 직후인 2008∼10년중 미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양호하였던 일본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소득격차가 엔화의 절상요인
으로 작용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단기금리차의 영향은 전체 기간에 걸쳐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
하여 왔으나, 자본수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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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모수모형의 추정결과1)
<일본M1의 추정계수>

<단기금리차의 추정계수>

<미국M1의 추정계수>

<소득격차의 추정계수>

<자본수지의 추정계수>

<교역조건의 추정계수>

주 : 1) 점선은 90% 신뢰구간

자료 : 자체 추정

4. 향후 엔/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여건 점검
◇ 엔/달러 환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실행, 재정여건 등의 변화가 엔/달
러 환율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점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여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2
년 이내에 2%의 인플레이션목표(소비자물가 기준)를 달성하는 것이 관건
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금융완화기조가
지속되면서 엔화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세율 인상효과 제외)이 2015년도 들어서
야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구미계 IB 및 일본계
IB들은 디플레이션 탈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2%의 인플레이션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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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1)
(%)

2012
일본은행2)
일본계 IB3)
구미계
IB4)

소비세 인상효과 포함시
-0.2
“
제외시
소비세 인상효과 포함시

0.6
0.6

-0.2
“
제외시
소비세 인상효과 포함시

0.4
0.4

-0.2
“

2013

제외시

0.2
0.2

2014
3.3
(2.0)
1.3
2.6
(1.8)
0.8
2.4
(1.6)
0.8

2015
2.6
(0.7)
1.9
1.4
(0.7)
0.7
1.6
(0.9)
0.7

주 : 1) CPI상승률(신선식품 제외), ( )내는 소비세율 인상효과, 회계연도 기준
2) 2013.7월 전망 기준 3) 다이와 증권 등 8개 IB 평균, 2013.8월 전망 기준
4) Goldman Sachs 등 3개 IB 평균, 2013.8월 전망 기준

o 특히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크게 약화된 GDP갭과 인
플레이션율간 정(+)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
후 유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아져야 하는 만큼 일본은행 금융완화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더 길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 다이와 총합연구소(大和總硏)는 장기간에 걸친 마이너스 GDP갭 지속, 경제주체의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정착 등으로 필립스곡선이 하방 이동함에 따라 금융완화가
물가상승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물가 추이

GDP갭 및 인플레이션율

자료 : 일본 내각부

자료 : 일본은행, 일본 총무성

― 다만 일본 경제의 정상궤도 회귀는 기초여건의 질적 개선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시장에서 엔화 강세를 유발할 요인으로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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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실행) 미 연준은 실물경제가 출구전략 실행에 부
합되는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
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출구전략의 실행은 엔화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o 지난 5.22일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언
급한 이후 지역 연준 총재 등 고위 정책당국자의 연내 실행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관계자 및 주요 이코노미스트 등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9∼10월 실행 가능성을 예상한
응답비중이 70% 이상을 차지
* Bernanke 의장(5.22일, 6.18일), Plosser 필라델피아연준 총재(7.12일), George 캐자
스시티연준 총재(7.16일), Lockhart 애틀란타연준 총재(8.6일), Evans 시카고연준
총재(8.6일), Fisher 댈러스연준 총재(8.8일), Fisher 댈러스연준 총재(8.16)

QE Tapering의 실행시점에 관한 설문결과

주 : 1) 7.5일 프라이머리딜러 17개사 대상
2) 8.11일 이코노미스트 46명 대상
3) 8.13일 이코노미스트 48명

미 연준의 출구전략 예시

주 : 1) 제로금리 지속 요건 :
인플레이션율 2.5% 이하/
실업률 6.5% 상회

o 다만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
대되는 가운데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이 가속될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경향의 확산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잠재
 (재정여건) 일본 정부의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가 시장의 기대 수
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엔화는 미 달러화 등 여타 국가의 통화에 대해
큰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
* 일본정부는 ①2015년까지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10년(-6.6%)의 절
반 수준인 –3.3%로 축소시키고, ②2020년에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한편
③2021년 이후에는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저하시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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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건전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적자 확대 및 국
가채무비율 상승, 공채 누증 등이 재정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는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국가신인도 하향** 등을
통해 엔화의 약세요인으로 작용
* 일본 내각부 및 재무성의 시산결과에 따르면 국채 이자지급부담은 2012년 기준
일반회계 세출의 21.6%에서 2016년에는 27.0%까지 높아질 전망인데 시산의 전
제인 명목 장기금리가 2% 내외 수준보다 1%p 높아지더라도 2016년도 이자지급
액은 4조엔 정도 늘어나 세출의 29.7%까지 차지하며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0.7%p 이상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무디스는 소비세율 인상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8.15일)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1)

주 : 1) 일반정부
자료 : IMF

재정수지1) 및 정부부채 전망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지급액1)

주 : 1) 기초재정수지
자료 : 일본 내각부

자료 : 일본 재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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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약요인 점검*
권승혁 선진경제팀 차장
장석환
조사역
◆ 일본 정부는 중장기 GDP성장률을 2%대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
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공동화 심화, 에너지공
급의 불안정성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약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고령화 진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인적자본 약화, 내수 제약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피와 성장기반 확충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전망
◆ 일본 기업의 해외현지 생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내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 원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전력수요가 많
은 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
◆ 가계와 기업의 여유자금이 재정수지 적자 누적을 메워주고 있는 상황
이나 재정문제에 대한 국내 경제주체의 신뢰가 급속히 저하될 경우에
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음

1. 개요
□ 일본 경제는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 구조를 지속
o GDP성장률이 70년대 연평균 5%에서 90년대 1%대 중반, 2000년대에는
1%대 미만으로 하락
― 저성장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소
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성장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반복
실질GDP 성장률 변동1)

GDP갭과 CPI

(%)
16

3
2

10.5%

12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

6

Core CPI(좌축)

1
8

7.7%

4
2

5.2%
4.4%

4

1.5%

0

0

0

-1

-2

-2

-4

-3

0.6%

-4

-4

-6
GDP갭/잠재GDP(우축)

-5
-8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자료 : 내각부

-1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자료 : 총무성, IMF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8호(2012.5.3), 국제경제리뷰 제2012-25호(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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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 특히 장기간의 내수 부진이 디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계기로 작용
□ 일본 정부는 중장기 GDP성장률을 2%대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
하고 있으나* ①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②산업공동화 심화, ③에
너지공급의 불안정성, ④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장기 재정운영전략(2010.6.22일 결정)상 GDP성장률의 base line 전망치는 1%대

⇒ 일본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 대한 현황, 파급영향 및 전망 등을
점검

2. 일본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1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리스크
◆ 급속한 고령화 진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 지속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현황)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의 영향으로 1996년 이후 생산가능인
구(15∼64세)가 감소 추세*를 지속
*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통계청)

o 고령인구(65세 이상)비중이 15년간 8.4%p 정도 높아지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중 5.7%p 하락
* 고령인구비율 : 1995년 14.6% → 2010년 23%,
생산가능인구비율 : 1995년 69.5% → 2010년 63.8%

고령화 진전1)

생산가능인구 감소

(%)

3

40
35
30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전년비, %)

2
1996년
1

25
20

0

15
10

-1

5

-2

0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주 : 1) 65세 이상 인구/15~64세인구 자료 :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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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70

80

90

2000

자료 :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파급 영향) 일본에서만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동시
에 진행되면서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
o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능력이 저하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수요를 억제
o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전체 경제의 소비여력 약화를 초래
*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수요부족이라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대신 ‘소
비연령인구’가 보다 더 적합한 용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藻谷浩介, “デフ
レの正体,” 2010.6)

o 잠재성장률의 결정요인을 보더라도 노동력 감소 및 자본투입위축이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잠재성장률 기여도

자료 : 내각부

― 총요소생산성(TFP)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과거보다 낮아지
고 있으나 미국과 함께 G7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비교1)
(%)

일본
1.2

미국
1.2

독일
1.1

프랑스
0.3

주 : 1) 2000∼10년중

영국
1.2

이탈리아
-0.8

캐나다
0.1

자료 : OECD

 (전망)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동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
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 중장기 인구전망*에 따르면 연소인구(0∼14세)비율 및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65세이상)비율은 상승
*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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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약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1947∼49년 출생)가 65세
에 달하면서 고령화를 가속
인구구조 변동1)

주 : 1) 2011년 이후는 추계치
자료 :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

산업공동화 심화

리스크
◆ 기업이 해외 현지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업공동화가 심화될 우려
 (현황) 기업의 해외 현지생산비율은 세계경제 확대와 함께 계속 상승
o 해외 현지생산비율이 86년 2.6%에서 2011년 18.4%로 높아지고 2006년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해외생산 비율1)
20
16

해외법인 지역별 매출액1)

(%, 배)

해외현지생산 비율
전세계GDP/일본GDP 비율

50.7
46.3
유 럽

12

74.2

8

북 미

42.3

38.3

61.9

66.2

52

4
아시아 65.4

31.1

79.1

32.6
52.8

75.8

85.7

78.1

67.3

79.7

06

07

08

09

10

0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주 : 1) 매출액 기준
자료 : IMF, 내각부

05

주 : 1) 조엔
자료 :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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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현지생산비율 상승은 ‘신흥국의 수요확대’와 ‘국내 경영환경 악화
‘에 기인
― 기업들은 신흥국의 고성장에 따른 해외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현지생산을 확대
* 내각부 조사결과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보다는 현지수요 확대 전망을 중시
(’2011년 기업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2012.2월)

― 또한 내수부진 지속 이외에 소위 ‘6重苦’로 표현되는 국내의 경영환
경 악화가 해외 현지생산 확대를 촉진
일본 기업의 ‘6重苦’
항 목 별

5重苦

1苦

주요 내용

◇ 엔 화 강 세

․ 70엔대의 엔화 초강세(최근에는 약세로 전환)

◇ 고율의 법인세

․ 아시아국가(25%)에 비해 고수준(40%)의 실효법인세율

◇ FTA 체결 지연

․ TPP 참가 검토, 동일본 대지진을 이유로 연기

◇ 노동 규제 강화

․ 파견노동 규제강화 법안 국회에 제출

◇ 온실가스 삭감

․ 기업, 2020년까지 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5% 삭감 의무화

◇ 전력 문제

․ 원전가동 정지로 인한 전력 부족과 화력발전 증가로
전력요금 인상

 (파급 영향)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기업의 해외생산 움직임이 가속
화되면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산업공동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해외 현지생산 확대가 국내의
생산감소를 통해 실제로 고용 감소를 초래한 경우’를 지칭

o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처음 제기된 이
래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모습
시기별 산업공동화 우려 증대의 배경
시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

기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전반

배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강세
‧북미지역의 현지
생산 확대

경

2000년대 후반

2010년 이후

‧모듈화에 따른
국제분업 진전

‧원가절감, 신흥국
의 시장 확대 등에
대응

‧엔화 초강세, 동일
본 대지진 발생 등

‧중국을 중심으로
현지생산 확대

‧신흥국에 대한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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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공동화 우려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산업공동화 단계로 보
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 해외 현지생산 증가는 국내제품의 수출감소 등을 통해 고용 감소로
이어지나 일본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 및 부품 수출도 늘어
나는 경향
― 제조업 취업자수가 자동화 등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감소하
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 추세
해외 현지생산과 수출
30
25

취업자수 변동
(%)

(%)
해외생산액(좌축)

19

2100

16

1800

(분류기준 변경)

(만명)

GDP대비수출비중(우축)

20
13
15

1500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200
10

10

900
7

5
0

4

600
30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료 : 내각부

주 : 1) 2002년 업종별 분류기준 변경
자료 : 총무성

―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범용제품 생산,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이른바 ‘발전적 분업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전망) 앞으로도 기업들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산
업공동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o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조사 결과 대상기업의 79%가 향후 3년간
해외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설문조사,’
2011.3월)

― 내각부에 따르면 해외생산비중이 2010년 17.9%에서 2015년에는
22.4%로 높아질 전망(‘2011년 기업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2012.2월)
o 해외 현지생산 확대 추세가 국내의 경영환경 악화를 배경으로 고부
가가치제품 생산업체의 해외 이전으로까지 확대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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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 확대의 영향과 대책
해외진출의
형태
대 책

￭ 부정적 해외 생산
→ 고부가가치제품
해외 이전

￭ 긍정적 해외 생산
→ 범용제품 생산 해외
이전

생산

￭ 국내사업 환경 개선
→ ‘6중고’ 해소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해외기업 유치
자료 : 미즈호 총합연구소

3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성

리스크
◆ 원전가동 중지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의 변경 등이 에너지 공급의
불안성성을 증대시켜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

 (현황) 국내의 모든 원자력발전소(54기)* 가동이 5월경 중단될 상황에 직
면한 가운데 현재 전력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
* 전체 전력량중 원자력발전비중은 26.4%(2010년 기준)

o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내구성 평가(stress test)가 금년 5월
에 완료될 예정인데 검사 종료 지역의 지자체들이 불안감으로 재가동
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
o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환경회의(경제산업성 자문기관)를 중심으로 중장기
전력구조계획을 전면 재검토
*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2010.6월 내각 결정)은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2030
년까지 원전을 14기 증설해 원전전력비중을 26.4%에서 45.5%로 대폭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음

― 정부는 에너지믹스에 대한 복수안을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금년 여름경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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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상관저

경제산업성

내각부

환경성

에너지·환경회의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원자력위원회

중앙환경심의회

․녹색성장전략 검토

․에너지기본계획 입안

․원자력정책 입안

․지구온난화대책 입안

에너지․환경회의 개최(5월 예상) : 에너지믹스 복수안 책정
⇓
전국민적 논의 개시
⇓
에너지·환경회의 개최(금년 여름) :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결정

 (파급 영향) 원전가동 중지가 경제활동을 제약
o 화력발전용 연료수입 급증*으로 지난해에는 31년만에 무역수지가 적자
를 기록
* LNG 수입량은 통상 연간 7,000만톤 정도이나 금년에는 1억톤 정도로 늘어날 전
망. 이는 세계에서 거래되는 수출용 LNG총량(약 2억 5천만톤)의 약 40%에 달하
는 규모(Nikkei Business, 2012.4.9일)

o 발전비용 상승이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수기에는 전력부족 현상으로 생산･소비활동을 저해할
가능성
* 도쿄전력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평균 17% 인상(4.1일)

성수기 전력 부족1)

전력요금 인상의 영향
인상률
실질GDP
(%)
(%p)
-0.7 ～
+20
-1.4
Daiwa
-0.5
～
+15
-1.1
-0.4 ～
내각부
－
-0.6

주 : 1) 각 전력회사의 여름 성수기 대
비 공급과부족률(%)
자료 : 정부 에너지․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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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새로운 전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계획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현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중장
기적으로 전력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전망
o 원전의 존속 여부 및 비중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매우 큰 데다 계
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
― 원전비중을 0∼35%로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비중 확대 목표(약 30%)도 획기적인 기술 향상 등이 수반되
지 않고는 달성 불가능한 상황*
* 태양전지 보급 목표(2,300만 가구)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 풍력발전 또는 지력발전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기간 등에 비추
어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에너지 기본계획1)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화력

신에너지 기본계획(안)
자가발전 등

원자력

6.5%

재생가능에너지

화력

자가발전 등

10%

14%

10%
15%

15%

22.6%
56.9%

18%

⇒

에너지절약

35~40%

50%

10.2%

25~30%

45.2%
35%

26.4%

2010년도 실적

20%

2030년 전원구성 계획(종전)

원자력 비율 0%(방안)

주 : 1) 2010.6월 책정
자료 : 에너지․환경회의

4

원자력 비율 20%(방안)

자료 : 에너지․환경회의

재정건전성 악화

리스크
◆ 재정적자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서 금융·실물경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현황) 재정적자 누적이 국가채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o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실시된 수 차례의 경기대책, 급속한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의 소요재원 조달 등을 위해 대규모로 국채
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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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기준, GDP대비)이 1990년 68%에서 2010년에는
215%까지 상승
국가채무 비율1)(GDP대비)

국채발행
(조엔)

(%)

300

120

250

100
세출

200

80
세수

60

150
100

40

국채발행액

50

20

0

0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주 : 1) 일반정부 기준
2) 2010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 IMF, WEO database, 2012.4월

자료 : 재무성

o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특
성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고는 있지
않고 있음
― 막대한 규모의 가계금융자산(2011년말 현재 1,483조엔)이 국채매입자금으
로 활용되고 있어 국채발행 물량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화
* 전체 국채발행 잔액의 91.8%는 국내부문이 보유(2011.9월말 기준)하고 있어 해
외 투자가들의 보유국채 투매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

― 국채수익률이 저금리 지속으로 1998년 이후 1%대에 머물고 있어 재
정적자 조달비용도 낮은 수준을 유지
일본의 국채금리
(10년 만기)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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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 영향)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저하
될 경우 재정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
o 경제주체의 신뢰 저하는 현역세대의 부담 증가 예상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재정상황
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 특히 재정문제가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
 (전망)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채
소화능력이 저하되고 경상수지가 적자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일본
경제가 재정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o 정부는 2020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의 흑자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소비세율 인상(현행 5% → 10%)을 통해 세수를 늘려 나갈 방침이나 목
표 달성에는 보다 큰 폭*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OECD는 소비세율을 유럽 수준(16～26%)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지적
(2011.4.21일)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계획(안)
시기

현행

2014.4.1일

2015.10.1일

세율

5%

8%

10%

― 소비세율 인상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서 여･야간 의
견 대립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
여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o 특히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국내부문의 국채물량 소화 능
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
― 1990년대에 10%대를 상회하던 가계저축률이 2007년 이후 2%대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순자산도 감소하고 있어 국채매입 여력이 점
차 약화*
*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국가채무 잔액이 2020년경에는 가계순금융자산 총액
(2011년말 현재 1,127조엔)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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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가계저축률
25

가계순자산과 국가채무

(%)

1400
65세이상 인구비율

(조엔)
가계순자산

국가채무

1200

20

1000

15

14.2

13.3

12.6
10.5 10.3

10

가계저축률

11.4

800

10.0
8.7

600
5.1 5.0

5

3.9 3.6 3.9 3.8

2.4 2.3 2.2 2.7

400
200

0

98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료 : 일본 내각부, OECD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은행

o 다만 막대한 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 보유, 소비세율이 낮아 인상 여
력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일본의 순대외채권

주요국 소비세(부가가치세)율 현황

20%

19.6%

19%

17.5%

17%

10%

이탈리아

자료 : IMF BOP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한국

5%

5%

캐나다

일본

자료 : 재무성

3. 종합평가
□ 일본은 저성장구조에서 벗어나 2%대의 잠재성장경로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공동화 심화 등이
구조적인 성장하락 요인으로 작용
① 고령화 진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인적자본 약화, 내수 제약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피와 성장기반 확충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이는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
책당국의 다각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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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흥국 등 해외시장 확대 등을 배경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현지 생산
추세가 지속
→ 지금까지는 저부가가치 산업위주로 해외생산이 증가했지만, 앞으로
동 추세가 지속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내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③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소재 지자체들이 원전 가동에 부정적인 입장
을 표명하는 가운데 정부도 중장기 전력구조계획을 전면 재검토
→ 원전 의존도(26%)가 높은 상황에서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전기
소비가 많은 산업(자동차, 조선, 철강 및 석유화학 등)에서 상당기간 동
안 생산 차질이 불가피
④ 버블 붕괴 이후 수 차례의 경기부양대책 시행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
른 사회보장비 지출 등으로 매년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
→ 지금까지는 가계와 기업의 여유자금이 재정부문 적자를 메워주고
있지만, 재정문제에 대한 국내 경제주체의 신뢰가 급속히 저하될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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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経済財政の中長期試算," 2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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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를 통해 본 일본경제의 모습*
부문별 저축-투자갭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홍직 국제종합팀 과장
이광원
조사역
◆ 일본은 1981년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세계
제1위의 순대외채권과 세계 제2위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자금조달
면에서 국외의존도를 낮추게 됨으로써 낮은 수준의 국채수익률을 유지
하면서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 경상수지는 가계･기업･정부부문의 저축-투자갭의 합과 같은데, 부문별
저축-투자갭은 1990년대 후반을 전후로 기업의 투자위축, 고령화 급
진전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가계의 플러스 폭은 1/3 수준
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정부의 마이너스 폭은 확대되었으나 기업은 큰
폭의 플러스로 전환
◆ 일각에서는 가계저축률의 가파른 하락에 주목하여 향후 경상수지의 적
자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기업부문이 기술개발 및 이를 기반
으로 한 수익기반 창출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지지하고 있음에 비
추어 앞으로 경상수지가 단기간내에 적자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음
◆ 한편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지속이 기업의 투자 축소 등 경제활력 저하
에도 기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계소득
증대와 맞물려 성장동력을 강화하면서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등의 선
순환과정 진입에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

1.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성과
□ 일본은 1981년 이후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순대외채권 누증, 자금조달의 국외의존도 저하 등을 통해 막대한 국가
채무를 갖고 있는 일본의 신용위험 현재화 또는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국채수익률 및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위상*을 지지
* 자세한 내용은 이홍직·이광원(2011)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배경” 참조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19호(2012.5.10), 국제경제리뷰 제2012-26호(20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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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기조와 국채가격 및 통화가치의 관계
낮은 국채수익률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신뢰

신용위험 상승 억제
막대한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 보유

자금조달의 미미한 국외의존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대규모의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 축적)
□ 경상수지 흑자국에서는 기업, 금융회사, 중앙은행 등이 수출을 통해 획
득한 외화에서 수입 지출을 차감한 부분을 국외 금융자산 매입 및 대
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순대외자산*이 흑자와 비슷한 규모만큼
증가
* 대외자산은 민간의 대외자산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등으로 구성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및 대외자산 증가의 관계
민간 대외자산 매입
경상수지 흑자

경제 전체의 대외자산 증가

외화공급 증가
중앙은행 외화 흡수
및 대외자산 매입

o 실제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과 순대외채권 규모는 매우 유사*
*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외자산·부채의 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주로 기인

경상수지와 순대외채권

일본의 경상수지

자료 : IMF WEO

자료 : IMF BOP, W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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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말 현재 일본이 보유한 순대외채권은 3.1조 달러(세계 1위), 외환보
유액은 1.1조달러(중국에 이어 2위)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
고 있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정책대응 여력이 충분하며 국가
의 대외지급능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주요국의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 규모
n 순대외채권(조달러)

일본
3.1

중국1)
2.5

중국1)
일본
n 외환보유액 (조달러)
3.2
1.1
주 : 1) 홍콩 포함
2) Reserve Assets 기준
2)

독일
1.3

스위스
0.8

미국
0.49

러시아
인도
0.48
0.30
자료 : IMF BOP

일본의 순대외채권

자료 : IMF BOP

싱가포르
0.5

일본의 외환보유액

자료 : IMF BOP

(자금조달의 국외의존도 저하)
□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의 국내 유입은 재정지출 등에 소요되는 외
화자금을 국외로부터 차입할 필요성을 경감
경상수지와 정부외채

주 : 경상수지 비율은 2000∼2010년 평균, 정부외채 비율은 2011.3/4분기말 기준
자료 : World Bank, IMF W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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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의 외채비율(GDP대비)은 경상수지 흑자국에서는 낮아지고 적자국에
서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다만 동 비율은 금융시장 발달정도, 시장개방도, 자국통화 표시채권에 대한 국외
수요, 내국인의 투자성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2010년말 현재 일본 국채발행잔액의 국내보유 비중(93.5%)이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고** 전체 발행채권의 국내채(Domestic Debt Securities) 비중도
98.7%에 달해 대외충격이 정부 및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로 이어질 가
능성은 크지 않음
* 독일(46.2%), 미국(52.3%), 프랑스(65.3%), 영국(68.0%) 등. 일본은 2010.12월, 독일․
프랑스․영국은 2009.6월, 미국은 2009.9월 기준(일본 재무성, 平成22年度 國債管理
政策の槪要, 2010.)
** 일본 투자자의 국내투자 편향(home bias) 등에도 기인

주요국의 채권발행
1)

국내 채(A)

국제채(B)

합계(A＋B)

(십억달러)
A/(A＋B)(%)

세

계

67,153.7

27,688.5

94,842.2

70.8

미

국

25,349.0

6,600.1

31,949.1

79.4

일

본

13,734.4

183.6

13,918.0

98.7

영

국

1,647.0

3,674.3

5,321.3

31.0

독

일

2,615.9

2,035.8

4,651.7

56.2

프랑스

3,170.2

1,904.1

5,074.3

62.5

이태리

3,000.0

1,134.2

4,134.2

72.6

스페인
1,475.2
1,463.7
주 : 1) 발행자 거주지 기준(2010년말)

2,938.9
50.2
자료 : BIS Quarterly Review(2011.6월)

⇒ 강고한 경상수지 흑자기반이 막대한 국가채무를 갖고 있는 일본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는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기업투자 위축
등 경제활력 저하에도 기인하고 있는 만큼 경제부문별 저축-투자갭의
흐름을 통해 일본경제의 현재 모습을 개관

2. 경상수지를 통해 본 일본경제의 모습
– 부문별 저축-투자갭의 흐름을 중심으로
□ 경상수지는 가계, 기업 및 정부의 저축-투자갭 합과 일치하는바, 부문
별 저축-투자갭의 흐름은 경상수지 흑자를 발생시키는 경제주체의 행
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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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폐쇄경제에서 투자와 국내저축은 항상 일치하게 되며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저축으로 총 투자를 충당하고 남는 경우 이를 국외에 빌려주고(경
상수지 흑자), 모자라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차입(경상수지 적자)
* (폐쇄경제)
― 국민소득 항등식 : Y = C + I + G ⇒ I = Y – C – G
― 저축의 정의# : S = Y – C – G
# 국민소득에서 소비(가계 및 정부 소비)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

― I = S = Y – C – G, 여기서 Y: GDP, C: 가계소비, I: 기업투자, G: 정부지출, S:
저축
(개방경제로 확장)
― 국민소득 항등식 : Y = C + I + G + CA
― (Y – C – G) - I = S – I = CA, 여기에서 CA : 경상수지

□ 일본의 저축-투자갭은 1981년 이후 GDP대비 +3% 내외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나 부문별 구성은 199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기업투자 위축, 고
령화 급진전 등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냄
o 이전에는 정부 재정수지*(GDP대비)가 ＋2∼－5%에서 변동하는 가운데
가계 및 기업이 각각 저축 및 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정부 저축-투자갭을 의미

― 가계의 (순)저축이 기업의 (순)투자를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o 이후에는 정부 재정수지 적자폭이 –8% 내외로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
의 (순)저축도 급감한 반면 기업은 대규모 (순)저축 주체로 전환
―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순)저축이 정부 재정적자를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
부문별 저축-투자갭

주 : 기업은 금융회사 포함

자료 : 일본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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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플러스폭이 1/3 수준으로 급감)
□ 가계의 저축-투자*갭은 2000년대 들어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1990년대의 1/3 수준으로 축소
* 가계저축 : 가계 처분가능 소득－가계 소비, 가계투자 : 신축건물 구입 등

o 저축 급감은 기업 디레버리징 등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및 임금 하락
으로 저축여력이 약화된 데다 고령화 급진전,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으
로 저축성향도 낮아졌기 때문
― 특히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출산율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고령화가 OECD국가중 가장 빠르게 진행*
* 2008년 현재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22.1%에 달해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
가계 저축-투자갭

자료 : 일본 내각부

가계 가처분소득, 임금, 취업자수

고령화 지수1) 및 저축률

자료 : 일본 재무성, Bloomberg

주 : 1) 65세 이상/
15세 미만 인구
자료 : OECD, 일본 내각부

(기업부문：큰 폭의 플러스를 지속)
□ 기업의 저축-투자*갭은 저축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투자는 버
블붕괴(1991년) 이후 장기간 위축되면서 1998년부터 큰 폭의 플러스를
지속
* 기업저축 : 영업잉여＋순수취재산소득－조세·순지급 경상이전 등(기업회계의 세
후 순이익과 유사)
기업투자 : 건설, 설비, 무형고정자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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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축은 가전제품 등 일부 최종재산업의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부
단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 산업 등에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부채감축 노력으로 이자비용을 감축하면서 증가세를 지속
* Sony의 2011 회계연도 적자가 5,200억엔으로 당초 예상액(2,200억엔)의 2배를 상
회하였으며 샤프도 예상(2,900억엔)보다 많은 3,500억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기술개발여건 국제비교

n 일

본

R&D/GDP비율1)
(%)
3.36

연구자수2)
(노동인구 1천명당, 명)
9.91

n 미

국

2.90

9.14

n 영

국

1.77

7.50

n 독
일
2.82
7.86
주： 1) 일본･미국은 2009년, 이외 국가는 2010년 기준
2) 일본은 2009년, 독일·영국 2010년, 미국 2007년 기준
자료：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 반면 투자는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버블기간중 형성
된 부채를 상환하거나 국내외에서 금융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감소세
를 지속
기업 저축-투자갭

자료 : 일본 내각부

기업 경상이익률 및 설비투자율

자료 : 일본 재무성

기업 부채비율

자료 : 일본 재무성

(정부부문：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
□ 재정수지(정부 저축－투자*갭)는 저성장, 감세정책 추진** 등으로 1992년부
터 세수기반이 약화된 반면 세출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관련 지출
확대***, 경기부양책 시행, 국채누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증대 등으로
계속 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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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저축 : 조세수입 + 기타소득 – 소비, 정부투자 : 건설, 설비, 무형고정자산 투자
** 1990년대 소득세제 개편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94 소득세액 20% 감세(감세상한액 200만엔)
1995 과세대상 소득 규모 인상
1996 소득세액 15% 감세(감세상한액 5만엔)
1997 소득세액 15% 감세(감세상한액 5만엔)
1998 세대주 3.8만엔, 기타 1.9만엔 감세
1999 최고세율 인하(50% → 37%)
소득세액 20% 감세(감세상한액 25만엔)
자료 : 권승혁(2011)에서 인용
*** 1990~2010년중 국채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정부 일반지출이 총 14.4조엔 늘어
났는데 사회보장 관련 지출만 15.8조엔 증가

o 다만 2002∼07년에는 적자폭이 완만한 경기상승을 지속하면서 축소되
기도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확대
정부 저축-투자갭

자료 : 일본 내각부

정부 일반지출 및 국채원리금 상환

자료 : 일본 재무성

조세수입 및 국채발행

자료 : 일본 재무성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1980년대는 확대지향형, 2000년대는 축소지향형)
□ 앞의 부문별 저축-투자갭 흐름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1980
년대*에는 확대지향형, 2000년대*는 축소지향형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가능
* 1990년대는 버블붕괴(1991년)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여 제외

o 1980년대에는 ｢기업 투자증대(순저축감소) ⇄ 가계 소득증대(저축증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수입도 늘어나
재정수지가 균형수준에서 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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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 대규모 저축이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o 2000년대에는 ｢기업 투자위축(순저축증대) ⇄ 가계 소득둔화(저축둔화)｣의
형태로 바뀌어 경제가 정체되면서 세입도 줄어 재정수지가 악화*
* 고령화 급진전은 기업의 국내투자유인 저하, 가계저축 축소, 재정적자 확대 등을
초래

― 기업투자 위축(대규모 순저축)이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일본의 기업투자, 가계저축 및 정부수입

자료 : 일본 내각부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일본은 앞으로도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지속할 전망)
□ 그간 국가채무 감내력을 지지해 온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일각의 우려
와는 달리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
o 일부 기관들은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가 근본적으로 고령화 등
에 따른 가계의 저축률 하락 추세에 기인하고 있어 이르면 2015년에
적자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46.6% 감소

― 경상수지가 적자기조로 돌아설 경우 순대외채권이 점차 줄어들고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자금조달의 국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
가채무 감내력이 약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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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그동안의 부문별 저축－투자갭 흐름을 보면 2000년대 들어 경
상수지 흑자기조가 가계보다는 주로 기업의 순저축 확대에 의해 지속
되고 있어 기업의 투자행태 및 경쟁력 등이 단기간내에 바뀌지 않는
한 적자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행태 및 경쟁력 약화 여부, 정부 재정건전화
조치*의 성과 등이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소비세 인상,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수
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2000년대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배경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가계 플러스
저축-투자갭 축소

기업 플러스
저축-투자갭 확대

정부 마이너스
저축-투자갭 확대

― IMF 및 OECD도 일본이 상당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

(GDP대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MF(2012.4월)

2.0

2.2

2.7

2.6

2.4

2.0

1.9

∎OECD(2011.11월)

2.2

2.2

2.4

‥

‥

‥

‥

주 : ( ) 내는 전망시점

(기업투자 확대가 가계소득 증대 및 재정적자 축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필요)
□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이러
한 흑자기조가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등 경제의 활력 저하에도 기인하
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당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성장동
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문간 저축-투자갭의 구조 변화를 유도해 나
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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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투자 활성화로 기업부문의 플러스 저축-투자갭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② 기업투자 활성화가 ｢기업투자 증대 ⇄ 가계 소득증대(저축기반 확충)｣
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플러스 저축-투자갭을 확대시키
고 기업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 ⇒
③ 내수기반 확충에 따른 성장동력 강화가 세수를 늘리면서 정부의 재
정적자(마이너스 저축-투자갭) 축소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
* 일본의 소비세율은 유로지역(20%내외) 등보다 훨씬 낮은 5% 수준에 머물고 있
어 세율 인상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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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성장-소득(GDP-GNI)간 관계*
권승혁 선진경제팀 차장
장석환
조사역
◆ 성장지표인 GDP(국내총생산)와 소득지표인 GNI(국민총소득)의 추이를 살펴
보면 선진국에서는 명목 및 실질 기준으로 GNI가 GDP를 상당폭 상회
◆ 선진국의 명목GNI 및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소득수지 흑
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계 최대의 대외순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투자에 기인하는 반면 여타 국가에서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직접투자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
o 한편 실질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역조건
의 급속한 악화로 GNI/GDP간 괴리율이 크게 축소되면서 2011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으나 여타 국가에서는 교역조건이 큰 변동을 보
이지 않아 GNI가 GDP를 계속 상회
◆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장에 부합되는 소득
창출을 통해 국민후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외자산의 적절한
운용 및 구성, 교역조건의 향상 등에 노력할 필요
o 이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대외투자(특히 직접투자)를 늘려 나
가면서 대외자산의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등으로 소득수지 흑자 증가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수출기업은 가격지배력이 큰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
출에 주력함으로써 수출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1. 개 요
□ 대표적 성장지표인 GDP(국내총생산)는 일국의 경제규모 또는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얻는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는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지표인 GNI(국민총소득)가 활용
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참고> 「성장 및 소득 지표」참조)
o 예를 들어 일국의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소득
증가가 따른다면, 즉 경제활동 수준에 부합되는 소득이 창출될 경우에
는 국민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26호(2012.6.28), 국제경제리뷰 제2012-31호(2012.6.27)

- 70 -

□ 주요 선진국을 보면 명목 및 실질 기준으로 GNI가 대체로 GDP를 상당
폭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GNI/GDP간 괴리율((GNI-GDP)/ GDP)이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다만 2007년 이후 실질기준 괴리율이 빠르게 하락)
o 이는 소득창출이 경제활동 수준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후
생 측면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 가능
주요 선진국의 GNI/GDP의 괴리율1)
<명목기준>

<실질기준>
4 (%)

4 (%)
3

프랑스
영국
일본

3

독일
미국

2

2

1
0

1

-1

0

-2
-1

프랑스
영국
일본

-3

독일
미국

-4

-2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주 : 1) (GNI-GDP)/GDP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IMF-IFS

주 : 1) (GNI-GDP)/GDP

자료 : OECD

⇒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GNI와 GDP의 관계를 파악하고 시사점
을 도출

2. 명목 GDP와 GNI의 관계
□ 일본에서 GNI가 GDP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것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취한 소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소득)이 꾸준히 늘
고 있는 데 기인(<참고> ｢성장 및 소득 지표｣참조)
o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995년 4조엔에서 2011년 15조엔으로 증가
일본의 명목 GNI 및 GDP
540

(조엔)

(조엔)

50

국외순수취요소소득(우축)
명목GDP(좌축)
명목GNI(좌축)

520

40
30

500
20
480

10

460

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일본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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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계정에서 고용자보수와 재산소득 및 특허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제수지통계의 소득수지 항목*과 거의 일치하
고 있어 GNI와 GDP간 격차의 변동은 소득수지 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됨
* 일부 서비스수지 항목(특허 등 사용료)도 국외순수취요소소득에 포함

국민계정과 국제수지통계
국제수지통계

국민계정
상품·서비
스 순수출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국외
순경상이전

상품
서비스
고용자
보수
재산소득
특허 등
사용료
기타
경상이전
건설
서비스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소득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건설서비스
특허 등
사용료
소득수지
금융파생상품
이전소득수지

자료 : 일본 내각부, 일본은행
자료 : 일본 내각부, 일본은행

□ 일본의 소득수지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흑자기조를 지속하는 가운
데 그 규모도 2010년 이전까지는 선진국중 가장 큰 수준을 유지
o 2005년 이후에는 소득수지 흑자가 무역수지 흑자를 상회하면서 경상
수지 흑자를 견인하게 됨으로써 일본경제는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
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구치 유키오(野口 悠紀雄,, 와세다대파이넌스연구과 고문) 등의 주장

주요 선진국의 소득수지

일본의 국제수지

(십억달러)
250
200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50
100
50
0
-5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IMF

자료 :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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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지는 투자수익 및 고용자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데 흑자의
주된 원천인 투자수익은 대외자산·대외부채의 규모 및 구성, 대외순자
산의 규모, 그리고 대외자산·부채의 상대적 수익률에 의해 결정
∙

⇐ 대외자산(양)×대외자산수익률(질)

소득수지(투자수익)

-

대외부채(양)×대외부채수익률(질)

o 소득수지와 대외순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간 관계를 보면 일본은 독일과
유사하게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축적된 대외순자산(stock)을 주된 수익
원으로 하여 소득수지(flow) 흑자를 유지
⇐

대외순자산(대외자산 - 대외부채) 증감

∙

경상수지 흑자(적자)

― 반면 미국,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 또는 경상수지 흑
자 감소 등으로 대외순자산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소득수지가 흑자기조를 지속
대외순자산과 소득수지
<일본>
3.5

<독일>
(십억달러)

(조달러)
누적경상수지(좌축)
대외순자산(좌축)

3
2.5

350

1.6

140
120

소득수지(우축)

1

200

160

누적경상수지(좌축)
대외순자산(좌축)

1.2

250

2

(십억달러)

1.4

300

소득수지(우축)

(조달러)

100

0.8

80

0.6

60

1.5

150

0.4

40

1

100

0.2

20

0.5

0

50

0

0
95

97

99

01

03

05

07

09

0

-0.2

-20

-0.4

-40
95

11

자료 : IMF

(조달러)

(십억달러)

400
200

0

0

-2

-200

-4
누적경상수지(좌축)
대외순자산(좌축)

-8

01

03

자료 : IMF

05

07

09

11

05

07

09

<프랑스>
(십억달러)

(십억달러)

600

80
60

400

40

200

20

0

0

600

(십억달러)

(십억달러)

50

400

40

300

30

200

20

100

10

-20

0

-600

-400

-40

-100

-60

-200

누적경상수지(좌축)
대외순자산(좌축)

-80

-300

소득수지(우축)

-100

-400

누적경상수지(좌축)
대외순자산(좌축)
소득수지(우축)

-600

-1000
95

97

99 01

03

05 07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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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1

60

500

-200

-1000
99

800

-800

-10
97

03

-400

-800

소득수지(우축)

95

01

<영국>

2

-6

99

자료 : IMF

<미국>
4

97

0
-10
-20
-30
-40
95

97

99

01

자료 : IMF

03

05

07

09

11

o 이러한 상이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별로 소득수지 흑자의 구성
내역을 보면 일본의 경우 소득수지 흑자가 주로 투자수익중 증권투자
수익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소득수지 구성
금액(억엔
, (2011년)
△35

항 목
고용자보수
투자수익

120,814

직접투자수익
증권투자수익
(배당금)
(채권이자)
기타수익
소득수지

28,594
86,532
(14,137)
(72,395)
5,689
120,779

자료 : 일본 내각부, 일본은행

비중
(%)
-0.0
100.
0
23.7
71.6
(11.7)
(59.9)
4.7
100

160
140
120
100

(십억달러)
소득수지
직접투자수익
기타투자수익

고용자보수
증권투자수익

80
60
40
20
0
-2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IMF

― 그러나 독일에서는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 수익이 고루 소득수지 흑
자를 견인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는 증권투자수익은 마이너스
또는 영(零)을 중심으로 변동하는 가운데서도 직접투자수익이 소득수
지 흑자를 뒷받침하고 있음
･ 프랑스는 여타 국가와 달리 고용자보수도 소득수지 흑자에 상당
정도 기여
주요 선진국의 소득수지 구성
<미국>

<영국>

자료 : IMF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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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자료 : IMF

자료 : IMF

□ 앞서 본바와 같이 일본에서 소득수지 흑자의 주된 원천이 여타 국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의 대외순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투자에서 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익률이 높
은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여타 국가보다 훨씬 작은 데 기인하고 있음
대외순자산 규모1)
(2010년)

대외자산 및 부채1)
(2010년)

주 : 1) 일본 2011년
자료 : IMF, 일본 재무성

주 : 1) 일본 2011년
자료 : IMF, 일본 재무성

― 일본*과 달리 여타 국가는 대외직접투자 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직접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증권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소득수지 흑자를 지지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버블붕괴 후의 부실채권 처리 및 아시아 외환위기의 경험, 구미 금융기관에 뒤
처진 리스크 관리 능력 및 기업 자산평가능력 등으로 일본 금융기관은 M&A 등
직접투자보다는 증권투자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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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자산수익률1)
8
7

대외직접투자수익률1)

대외증권투자수익률1)

(%)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6
5
4
3
2
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주 : 1) 투자수익/대외자산잔액
주: 1) 직접투자수익/직접투자잔액
주: 1) 증권투자수익/증권투자잔액
자료 : IMF
자료 : IMF
자료 : IMF

대내외 직접투자1)
일본
대외직접투자

독일

대내직접투자
프랑스

영국

미국

(조달러)
0

1

2

3

4

5

주 : 1) 대내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
자료 : IMF

3. 실질 GDP와 GNI의 관계
□ 실질기준으로 성장지표인 GDP와 소득지표인 GNI간의 차이는 실질국외
순수취요소소득 이외에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무
역손익에 의해 결정
* 실질GNI =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trading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the terms of trade) +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 실질GDP는 수출입 물량의 변동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GNI는 실질GDP에 수출
입가격(디플레이터)에 의해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변동(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변동)을 반영

o 일본에서는 GNI가 GDP를 상회하여 오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역
조건의 악화로 그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2011년에는 GNI(505.6
조엔)가 GDP(507.6조엔)를 소폭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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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실질 GDP 및 GNI
(조엔)

(조엔)
540

20

실질무역손익(우축)
국외순수취요소소득(우축)
GDP(좌축)
GNI(좌축)

530
520

15
10

510

5

500
0
490
-5

480

-10

470

-15

460
450

-2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일본 내각부

o 여타 국가에서는 실질무역손실이 실질국외순수취요소득에 의해 상쇄
됨으로써 GNI가 GDP를 계속 상회
<미국>

주요 선진국의 실질 GDP 및 GNI
<독일>
(억달러)

(조달러)

(억달러)

(조달러)

13.5

2500
2000

13

2.9

800
실질무역손익(우축)

2.8

12.5

1000

12
11.5
11

200

2.5

0

2.4

-200

2.3

-400

-1000
-1500
-2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2.2

-600
00

10

자료 : OECD

01

02

03

<영국>

05

06

07

08

09

10

11

<프랑스>
(억달러)

2.6

(억달러)

(조달러)
600

2.5

600

실질무역손익(우축)

실질무역손익(우축)
500

국외순수취요소소득(우축)

400

GNI(좌축)

300

500

국외순수취요소소득(우축)

2.3

GDP(좌축)
2.2

04

자료 : OECD

(조달러)

2.4

400

GNI(좌축)

0

국외순수취요소소득(우축)
GNI(좌축)

2.7
2.6

-500

10

GDP(좌축)

500

실질무역손익(우축)
GDP(좌축)

10.5

600

국외순수취요소소득(우축)

1500

GDP(좌축)

400

GNI(좌축)

300

2.1

200

2
200
1.8

1.9

100

100

0

1.7

1.6

0

1.4

-100
00

01

02

03

자료 : OECD

04

05

06

07

08

09

-100
1.5

-200

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OECD

□ 일본의 실질무역손실 규모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교
역조건이 훨씬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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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의 경우 수입물가의 상승은 매우 뚜렷한 가운데서도 수출물가의
상승은 제한적인 반면 여타 국가에서는 양 지표가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교역조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
일본의 교역조건1)
180
교역조건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주 : 1)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가/수입물가)
자료 : IMF

주요 선진국의 교역조건1)
<미국>

<독일>

주 : 1)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가/수입물가)
자료 : IMF

<프랑스>

<영국>

주 : 1)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가/수입물가)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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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교
역조건이 크게 악화된 반면 독일의 교역조건은 거의 변동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국에서의 수입 및 수출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
∙일본 : 수출물가/수입물가 2001년 120.0 → 2011년 72.2
<수입물가: 86.7 → 161.4, 수출물가: 104.0 → 116.5>
∙독일 : 수출물가/수입물가 2001년 95.1 → 2011년 94.5
<수입물가: 81.1 → 127.9, 수출물가: 77.1 → 120.9>

o 원자재비중이 높은 수입구조
― 일본에서는 석유 등의 원재료 수입비중(2010년 기준)이 69%에 달하는
등 독일의 44%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이 대부
분 수입가격으로 전가되면서 교역조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가격영향력(pricing power)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출구조
― 일본의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정도가 독일에 비해 상당히 작
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제품 차별화를 통해 가격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일본 내각부, "世界経済の潮
流,"2011.5월)
* 산업내무역은 동일 산업에 속하는 제품이 동시에 수･출입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클수록 수직적 제품 차별화 및 수평적 제품 차별화가 크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기술수준의 우위를 바탕으로 수직적 제품 차별화를 늘릴
여지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내무역지수1)

수입 비중
(2010년)
80

(%)

1.2
일본

70

독일

일본

독일

1

60

0.8

50
40

0.6

30
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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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
원재료

가공품

부품

자료 : RIETI-TID2011

자본재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소비재

주 : 1) 1에 근접할수록 산업내무역
정도가 큼
자료 : 일본 第一生命経済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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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부품,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출비중이 독일보다 높은데
이들 제품의 가격 조정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 아시아지역 등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본국에서 부품 및 자본재
를 조달하여 가공 조립후 교역상대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
는 데다 소비재의 경우도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
― 아울러 일본의 수출이 소수 주력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다양한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2010년)

자료 : RIETI-TID2011

품목별

자료 : RIETI-TID2011

o 환율 변동의 영향력 차이
― 일본은 수출거래의 약 50%, 수입거래의 약 70%를 달러화로 결제
(2010년 하반기 기준)하고 있는데 계약 당시 가격이 확정되면 이후 환
율 변동시 이를 수출입 가격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할 수 있음
⁃ 반면 독일의 상품 수출입은 약 2/3가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자국 통화의 결제비중이 높아 환율변동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
이 제한적

4. 시사점
□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국의 경제가 성장세
를 지속하면서 이에 상응하거나 더 큰 소득 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면
이는 소득 창출을 통해 국민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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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성장에 부합되는 소득기반 창출을 위한 대외자산
의 적절한 운용 및 구성, 교역조건의 향상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국내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상황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득기반 확
충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단카이세대 등 고령자세대가 청·장년층에 비해 외화자산 형태의 저
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소득수지 흑자 확대는 고령자세대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하여 경기변동 및 세대간 소득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o 소득수지 흑자 증대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대외투자
(특히 직접투자)를 늘려 나가면서 대외자산의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
o 또한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소득의 국외유출(실질무역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은 가격지배력이 큰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에 주
력함으로써 수출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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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장 및 소득지표
( 성장지표 )
□ 명목 국내총생산(GDP valued at current prices) :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
□ 실질 국내총생산(GDP valued at chained xxxx year prices) : 국내경제
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
물량지수에 지수기준년도(xxxx년, 현재 2005년)의 GDP 금액을 곱하
여 산출한 물량측정치
( 소득지표 )
□ 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 종전의 명목 GNP)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
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
소소득을 더하여 산출
※ 명목 GNI = 명목 GDP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 :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
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해 산출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
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을 더하여 산출
※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
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명목 GDP 및 GNI

실질 GDP 및 GNI

GDP
GNP =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GDP

= GNI

GDI =

‖

‖
+
실질무역손익 ‖

GDI

= GNI
+
국외순
‖ 수취요
‖ 소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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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시장 현황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및 평가*
서정국 동경사무소 부국장
권승혁 선진경제팀 차 장
◆ 일본의 부동산시장을 보면 지가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토지거
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가격 및 사무실 임대 상황도
최저 수준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
◆ 정부 등 관계 기관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에코포인트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운용하고
있음
◆ 향후 주택시장에서는 저성장 지속에 따른 가계의 소득환경 악화 등
의 수요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 노후화에 따른 신축 및 증∙개
축 유인 강화, 세대수 증가 등이 수요 확대를 뒷받침할 가능성
◆ 아울러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잠재수요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기존 주택의 거래유인 및 빈집의 활용도 제
고를 위한 공급측면에서의 정책도 병행될 필요

1. 부동산시장 현황
◆ 지가 하락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토지거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가격 및 사무실 임대 상황도 최저 수준에서 점차 벗어
나는 모습

토지시장
□ 일본의 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락
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
o 국토교통성의 공시지가｣ 추이를 보면 주택지와 상업지 모두 3대 도시
권(도쿄, 오사카, 나고야)을 중심으로 지난해 이후 하락 추세가 둔화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32호(2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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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변동률
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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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성, 지가공시

o 국토교통성의 ｢지가 Look 레포트*｣결과도 지가 하락세의 점진적 둔화
를 뒷받침하고 있음
* 정식 명칭은 ‘주요 도시 고도이용지 지가동향 보고’. 최근 지가동향 및 지가
변동 단기 예상지표로 이용

― 지난해 3/4 분기 이후 지가상승 지역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하락
지역은 점차 감소
지가 상승·하락 지역 비중(%)
2011.1/4
2/4
3/4
4/4
10.7
1.4
4.8
7.3
53.4
67.1
58.9
52.0

상승
하락

2012.1/4
10.7
42.7

자료 : 국토교통성, 주요 도시 고도이용지 지가동향 보고

□ 토지거래는 지가하락세 등으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개
선되는 조짐
토지거래건수1)
200

토지거래상황 판단 D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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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 건수
자료 : 법무성, 법무통계월보

09.3

9

10.3

9

11.3

9

12.3

주 : 1) 토지거래 활발 비중(%) - 토지
거래 비활발 비중(%)
자료 : 국토교통성, 토지거래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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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 주택가격은 2008년 수준을 하회하면서도 맨션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
는 조짐
o 기존 맨션가격은 금년 1/4분기중, 신축 맨션가격은 금년 2/4분기중 소
폭 상승으로 전환
맨션 가격1)
5.0

(천만엔/가구)
2.7

(천만엔/가구)

4.9

신규맨션(좌축)

기존맨션(우축)

4.8

2.6

4.7
4.6

2.5

4.5
4.4

2.4

4.3
4.2

2.3

4.1
4.0

2.2

주 : 1) 신축맨션은 수도권, 기존 맨션은 전국
자료 : 부동산경제연구소

□ 주택착공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
o 주택착공호수는 저금리 지속, 주택에코포인트 제도 등의 지원책 실시,
지진피해지의 건물 착공 증가 등을 배경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완만
한 증가세를 지속
신설주택착공호수
10

(천호)

(만호)
분양주택(우축)

9

신설착공호수(좌축)

30

25

8
20
7
15

6

5

10

자료 : 국토교통성, 건축착공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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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임대는 여전히 저조한 모습이나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난 것
으로 평가
o 공실률이 완만하게 낮아지는 가운데 임차료도 전년 4/4분기 이후 보합
세를 유지
공실률 및 임차료1)
(%)

(엔/평)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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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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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도쿄23구 대형 임대 사무실
자료: 국토교통성, 토지백서

2.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 정부 등 관계 기관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에코포인트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운
용하고 있음

세제 혜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금 감면
□ 주택의 구입 및 신축, 증․개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에 대해
10년간 세액 공제(시행기간: 2009.1.1일〜2013.12.31일)
o 다만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엔에서 시작하여 매년 축소
* 2009년: 500만엔 → 2011년: 400만엔 → 2012년: 300만엔 → 2013년: 2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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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주택 신축 및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 일정 요건(내진성, 단열기능, 주거환경, 면적 등)을 갖춘 우량주택을 신축 또
는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2014.3월말 이전)
o 부동산취득세 : 과세표준 공제액 확대(일반주택 1,200만엔 → 우량 1,300만엔)
o 등록면허세 : 보존․이전등기 세율 우대(일반주택 0.15%〜0.3% → 우량 0.1%)
o 고정자산세 : 세액 감액(50%) 및 경감기간 연장(일반주택 3∼5년 → 우량주
택 5∼7년)

 증여세 비과세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
o 비과세 규모는 1,500만엔에서 시작하여 점차 축소
* 2011년: 1,500만엔 → 2011년: 1,000만엔→ 2013년: 700만엔→ 2014년: 500만엔

o 동 제도 시행으로 주택구입 규모가 평균적으로 종전보다 약 350만엔
확대되고 주택구입 시기도 1.4년 정도 빨라진 것으로 조사(“부동산유통
업에 관한 소비자동향조사”, 부동산유통경영협회, 2010)

주택구입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영향

주택구입 시기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영향

자료 : 부동산경영유통협회, 부동산유통업에 관한 소비자동향조사(2010)

금융 지원
□ 장기주택대출*중 Flat35 이용자에 대한 우대 금리 적용
* 장기주택대출(Flat35) 및 초장기주택대출(Flat50)은 민간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구
가 제휴하여 운용하고 있는 고정금리방식의 대출제도로서 상환기간이 각각 최장 35
년 및 5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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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35 및 Flat50
종 류
Flat35
Flat50

상환 기간

금리(%)

△ 20년 이하
△ 21년 이상∼35년 이하
△ 36년 이상∼50년 이하

1.56∼2.51
1.84∼2.79
2.70∼3.45

자료 : Flat35.com

o Flat35s는 Flat35 이용자의 우량주택(내진설계, 에너지절약형 등) 구입시
Flat35 차입금리를 일정 기간 인하하여 적용
― 차입금리 인하 범위는 현재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서는 5년간
1.0%p, 6년〜20년간 0.3%p, 이외 지역에서는 5년간 0.7%p, 6년〜20
년간 0.3%p씩 인하

기타 정책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
□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신축 및 개축시 특정 물품 구입*에 활용 가능한
에코포인트를 지급(적용대상 : 2009.12월～2011.7월중 착공분 주택)
* 에너지절약형 주택 신축시 30만 에코 포인트(1포인트=1엔), 개축시 10만 에코포인
트를 지급. 에너지절약 상품, 친환경 상품, 지역특산물, 상품권 등이 에코포인트
구입 가능 대상 품목임

o 현재 동 제도는 취득 에코포인트의 50%를 지진 피해지역 특산물 구입으
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운용(적용 대상 : 2012.10월 주택착공분까지)
― 에코포인트 신청건수는 2011.12월 현재 120만건(신축 62만건, 개조 59만
*
건)으로, 발행 규모는 1,800억엔 정도로 추산
* 신설 주택중 에너지절약형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2009년도 26% → 2010년도
29%→ 2011년도 50%)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로 명목GDP가 0.04%p 증가한
것으로 추정(미즈호총합연구소, 2012.3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유도
□ 일본은행은 70조엔 규모의 “자산매입 등 기금” 운용대상에 부동산투자
신탁(J-REIT)을 포함(2012.7.20일 현재, 한도 1,200억엔중 914.4억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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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부동산투자신탁의 자산취득 규모가
2010.10월 일본은행의 투자 개시 이후 꾸준히 증가
부동산투자신탁(J-REIT)의 자산취득 및 양도

자료 : 부동산증권화협회

3. 평 가
□ 향후 주택시장에서는 저성장 지속에 따른 가계의 소득환경 악화 등의
수요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요 확대를 뒷받침할 여러 요인이 잠재
해 있는 것으로 평가
o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참고> ｢일본의 주
택보급률｣ 참조)하고 있으나 상당수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어 향후 주
책 신축 또는 증･개축에 대한 유인이 강화될 전망
―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대출금리 하락,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시행 등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 증대
o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혼 및 만혼, 중년 이혼 등으로 세대수가 늘
고 있는 점도 향후 주택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단독세대비중이 상승(1990년 23.1% → 2010년 32.3%)하고 65세 이상 세대
의 53.5%가 부부세대(552만) 및 단독세대(479만)로 구성
o 일반 국민의 주택소유 욕구가 높은 수준을 유지(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12.5월)

―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이 예･적금 및 주식에 비해 유리한 자산이라
고 생각하는 비율은 큰 폭 하락(1993년 61.8% → 2012년 33.9%)하였으나
주택을 소유하려는 비율은 계속 높은 수준(1993년 83.3% → 2012년
81.6%)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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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함께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그 이전(2015년 10월)에 주택을 구입
하려는 선취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주택구입시 건물가격에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구입가격이 5,000
만엔인 맨션(토지 2,000만엔, 건물 3,000만엔)의 경우 소비세 부담액이 현
재 150만엔(3000만엔X5%)에서 2014.4월 이후 240만엔(8%)으로 그리고
2015년 10월 이후에는 300만엔(10%)으로 증가
□ 향후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잠재수요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기존 주택의 거래유인 및 빈집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급측면에서의 정책도 병행될 필요
o 보유주택 매각시 세금 인하 등을 통해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
o 전체 인구 감소 및 지방도시 인구의 역외 유출 등으로 계속 늘고 있
는 빈집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주택수요 증대에 대비
* 총무성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공가는 757만호로 공가율은
13.1%(이들 공가의 상당 부분은 임대용 주택 또는 매각용 주택)이며, 효율적 대책
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28년에는 공가율이 23.7%로 높아질 전망(닛세이기초연
구소, 2012. 4)

― 활용 가능한 빈집은 구입시 세제혜택 제공 등을 통해 이용도를 촉
진하는 한편 노후화된 빈집은 행정당국이 강제 철거하고 리모델링
을 통해 회의･연수시설, 외부임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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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의 주택보급률

□ 일본의 주택보급률은 1960년대 후반 100%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수가 세대수를 상회함에 따라 115%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
o 2012.6월 현재 총 주택수는 약 6,000만호*이나 세대수는 이보다 작
은 5,184세대(2010.10월말 현재) 정도
* 2008년 현재 주택수(5,759만호) + 매년 신설주택수(80만호 내외)

총주택수 및 총세대수

자료 : 총무성, 2008년 주택․토지통계조사(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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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정책 관련 동향과 과제*
김동균 동경사무소 차장
권승혁 선진경제팀 차장
◆ 대지진 및 지진해일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이 재가동되지 못하면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
전의 비중이 급락하고 화력발전의 비중은 60% 수준에서 90%대까지 크
게 높아졌으며 화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한편 원자력발전(29% → 53%)과 재생에너지(9% → 21%)의 비중 제고를 골
자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2010.6월)이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면
서 `원전 제로` 등을 표방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2012.9)을 마련하였
으나 정부결정이 사실상 유보되면서 에너지정책이 표류
◆ 향후 과제로는 에너지 관련정책을 조기 수립하여 정책결정 혼선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수기 전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대체에너
지원을 조속히 확보함과 아울러 중심적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1. 최근 전력수급 상황
□ 10월말 현재 일본에서는 원전 50기*중 2기(大飯原電 3, 4호기)만이 재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
* 대지진 이전 54기 원전중 후쿠시마 원전 4기를 폐기하기로 결정

o 가동 중단중인 48기의 재가동 관련해서는 일본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
회가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가동여부의 결정기
준인 새로운 안전기준도 내년 여름에야 확정할 예정
o 원전 재가동 지연으로 금년 여름 일부지역에서 전력사용제한이 있었
으나 적극적인 절전 시행, 화력 등 여타 발전 확대 등으로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대부분의 원전이 재가동하지 못하면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비중이 급락(25~30%→1% 수준)하고 대신 화력발전 비중이 60% 수준
에서 90%대까지 상승
o 전문가들은 원전의 재가동 지연과 중장기적인 원전제로화 추진, 풍력
등 대체에너지원 도입 지연* 등으로 당분간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46호(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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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는 초기구축비용이 높고 내구기간이 짧아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

전원별 발전량(전년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자료 : 경제산업성

2. 에너지정책
□ 대지진 이전 일본은 2030년까지 화력발전 비중(2009년도 61% → 2030년도
26%)을 낮추고 원자력발전(29% → 53%)과 재생에너지(9% → 21%)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기본계획`(2010.6월 결정)을 추진
o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4기의 원전을 신증설하기로 하고 3기 건설공
사를 진행하다가 대지진으로 건설작업을 중단
□ 그러나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일본정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정책 수립의 중요 기초자료인 `전력별 발전비용 시
산`을 개정
o 원전 발전원가를 크게 높여(1kwh당 2004년 5.9엔 → 8.9엔 이상)* 재생에너
지와 생산비용 차이를 줄임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진을 시사
* 2004년 시산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원전사고 비용 등을 발전원가에 포함

전원별 발전원가 비교
(엔/kwh)
2004
원자력(가동율 70%)
화력발전( 〃 80%)
천연가스발전( 〃 80%)
풍력발전( 〃 20%)
지열( 〃 80%)
주택용태양광( 〃 12%)
자료 : 일본정부(2011.12)

5.9
5.7
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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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2030
8.9 이상

9.5∼9.7
10.8∼11.0
10.7∼11.1
10.9∼11.4
9.9∼17.3
8.8∼17.3
8.3∼10.4
33.4∼38.3
9.9∼20.0

□ 이후 일본정부는 전력수급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지난해 `에너지․
환경회의`를 신설하고, 2012.9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마련
o 전략에서는 `원전 제로 3원칙`*과 함께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실현‘,
`그린 에너지혁명의 실현‘, `에너지의 안전공급‘을 주된 과제로 언급
* 원전 운전기간 40년 엄격 적용,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확인 후 원전 재가동,
원전의 신･증설 포기

o 그러나 생산비용 증가, 재정교부금 감소 등을 우려한 경제계 및 원전
소재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각료회의에서 결정이 아닌 참고문서로 보
고되면서 사실상 최종결정이 유보
□ 다만 전문가들은 최종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동 전략이 일본정부의
신에너지 전략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감축이나 폐기의 기본방
향은 유효하다는 시각
o 반면 일부에서는 2030년 원전제로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지진으로 중
단된 원전 3기의 건설공사를 다시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얻는 플루토늄을 계속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비난
* 일본은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중장기적으로
착실하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최소화할 것
을 요구하고 있고 IAEA도 원전제로화와 플루토늄 보관은 모순이라고 지적

□ 한편 민간기관들은 2030년에도 여전히 화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가운데 원전비중이 크게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o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10년도 1,100억kwh에서 2030년도 3,000억kwh
로 세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혁신전략)이지만 실행계획 등에서 구
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2030년 3대 전원별 전력구성비 전망

자료 : 경제산업성, 일본총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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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 에너지 관련정책의 조기 수립 )
□ `혁신적 에너지전략‘ 결정 유보 등 정책결정 혼선에 따른 정치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관련정책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
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o 특히 원전 제로화 정책과 원전 3기 건설작업 재개, 핵연료 재처리 플
루토늄 보관 등 서로 모순되는 정책간의 정합성을 조속히 확립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성을 확보
( 안정적인 대체에너지원의 조속한 확보 )
□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의 전력부족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대체 에너지원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o 이와 관련 일본의 화석연료 수입확대 지속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일본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2012년도 전력회사의 순손실액이 1.7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일본정
부, 2012.10.25)되는 등 전력회사의 경영난으로 동경전력이 전기료를
인상(2012.9월 평균 8.46%)한 데 이어 다른 전력회사도 이를 추진중*
* 2012년도 전력회사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26.9～31.3%의 전기료
인상이 필요(일본총합연구소)

( 수입지역 다변화 및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 원료확보방안 강구 )
□ 최대 에너지원이 될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지역과 자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수
입비중을 낮추고 셰일가스 개발 등이 활발한 북미 등지로 도입지역을
확대함과 아울러 일본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확대
* 천연가스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함께 5～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최근에는 국
가간 자원확보 경쟁이 가세하여 정부의 자금 및 외교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일
본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부진했다는 평가

o 또한 발전원료중 LNG비중이 원유를 능가한 만큼 가격결정방식을 원
유가격 종속방식이 아닌 독립적 가격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력 및
가스회사가 LNG를 공동 조달함으로써 가격교섭력을 제고하여 LNG
도입가격의 인하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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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LNG 도입가격(백만Btu당 16달러, 2012년 기준)은 액화 및 수송 등
에 따른 비용(약 6∼7달러)을 고려하더라도 높다는 지적*
* 독일 등은 일본과는 다른 계약방식을 통해 도입지역에 따라 백만Btu당 10달러
미만으로 LNG를 조달

< 참고자료 >
노진영․이광원, “세계 원자력발전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포커스,
한국은행, 2011.4.20.
일본총합연구소, LNG火力の燃料調達コスト抑制に向けた課題, 2012.9.
, 電力料金上昇の影響分析と対策, 2012.8.
, 今夏の電力需給見通しと供給力不足懸念への対応, 2012.4.
미즈호종합연구소, 新エネルギー戦略の概要と今後の電力債投資のポイント, 2012.9.
경제산업성, エネルギー基本計画, 2010.6.
국가전략실, 革新的エネルギー・環境戦略, 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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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國際收支 動向, 최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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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전력수요 변화내용
□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각종 절전대책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일중 전력수요도 평준화
o 대지진 이후 전력판매량이 감소*하고 일중 최대 소비전력 시간대의
이용량도 줄어들면서(-15.4%, 2011.3～8월) 전력이용 시간대가 분산
* 2011.상반기<전년비> -7.9% → 2011.하반기 -2.4% → 2012.상반기 0.0%
반기별 전력판매량(전력10사)

전력수요의 시간대별 추이(도쿄전력)

자료 : 경제산업성

자료 : 내각부

□ 다만 전력사용 주체별* 절전률(2011.3～8월 기간중, 전년비)은 대형 산업체
-29%, 중소 산업체 -19%, 일반가정 6%를 기록하여 가정부문의 에너
지효율 제고가 향후 전력수급의 과제중 하나로 부각
* 일본의 부문별 전력수요 구성비는 산업 38.5%, 업무 33.0%, 가정 28.5%

o 일본은 대지진 이전에도 상공업부문의 에너지효율이 영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면서 전력소비량이 감소한 반면 가정부문은
빠르게 증가
GDP당 상공업부문 전력소비

가정부문 전력소비

자료 : 내각부․IEA, Electricity Informatio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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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일본의 화력발전 현황
□ 일본의 화력발전은 연료별로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화력으
로 구분되는데 대지진 이후 석유 및 LNG가 화력발전 확대를 주도*
* 2011년 기준으로 LNG화력이 전체 전력의 35%, 석유화력 25%

o 연료도입의 용이성에 더해 이들 발전은 대지진 이전부터 전력수요
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공급원으로 활용되어 설비이용률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전확대 여지가 많았던 데 기인
화력발전의 연료소비실적(전력10社)

화력발전 전원별 설비이용률

자료 : 경제산업성

□ 다만 앞으로의 화력발전은 낮은 운전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면에서의 우수성 등으로 LNG화력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
o 이산화탄소 배출 대책비 등을 포함할 경우 2030년 기준 LNG 발전
비용이 1kwh당 10엔대로 석유발전의 25엔의 절반 이하 수준
o 최근 북미지역에서의 셰일가스 등의 활발한 개발도 긍정적
전원별 발전량 전망

화력발전 비용전망(2030년)

자료 : 국가전략실

□ 현재 일본은 아시아(35%), 중동(30%), 호주(16%) 등으로부터 LNG를
도입하고 있어 중동지역에 85% 이상이 편중된 원유에 비해 상대
적으로 수입지역이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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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도입지역

원유 도입지역

자료 : 재무성(무역통계)

□ 반면 LNG 도입가격은 2012년 기준으로 백만Btu당 16달러에 달하여
미국내 LNG 가격 2～3달러(백만Btu당)를 크게 상회
o 이는 일본의 전력회사 등*이 대부분 8∼9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유가격에 종속하여 LNG가격이 변동하도록 하는 가격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는데다** 대지진 이후 대량 도입필요로 가격교섭력이 떨
어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일본의 LNG 수입량은 전력회사가 70%, 가스회사가 30% 정도를 점유
** LNG의 장기 안정적 도입에는 의미가 있지만 LNG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라 국제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

o 또한 LNG는 상온에서 기체로 변하여 액화(-162℃까지 냉각)후 수송해
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이 쉽지 않아 국제가격 차이에도 불구
하고 재정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도 일부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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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일본경제의 특징 및 당면과제*
김정규 동경사무소 차장
◆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경제･사회적 특징을 시현
o 2011년 현재 60대 이상 노령층은 자가보유율이 90%, 금융자산 보유
액이 23백만엔에 이르는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으
며,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인구비중(32%)을 초과
o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1990년 41.0세에서 2012년 44.5세로 상승한
가운데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취업
o 100조엔을 상회하는 공적 사회보장비중 고령화 관련 비용이 68.1%에
달하고 있는 데 비해 수입은 늘지 않고 있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o 오너기업의 대표자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들
기업의 절반 정도가 기업승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일본 사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당면
o 65세 정년이 법제화됨에 따라 1.5조엔 정도의 예상 추가인건비를 완
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령노동력의 생산성을 향상
o 주요 선진국 수준(70%)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여성노동참가율(63.4%)
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여성
의 노동의욕 고취가 필요
o OECD 평균(8.5%)을 크게 밑도는 외국인 거주비율(1.6%) 개선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확대
o 중복지･저부담의 현행 복지제도를 중복지·고부담 형태로 개편하고 재
정건전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용
◆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인 우리나라도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감안하여 신속한 대응에 나설 필요
o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대해 정밀한 분석 및 전망이 매우 주요
o 다만 일본에 비해 경제･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국내 노령인구에 대해
서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9호(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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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94년 14%, 2005년 20%를 넘어섰
으며 2012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인 24.1%로 더욱 상승
o 반면 여성의 생애 출산율인 합계출산율은 1995년의 1.5명에서 2012년
1.4명으로 더욱 낮아지면서 인구치환수준(2.1명)을 크게 하회
o 이에 따라 15∼64세 인구인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 8,716만명(전체의
69.4%)을 고점으로 2012년에는 8천만명(62.9%)으로 크게 하락
― 또한 고령인구 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이 1995년의 4.8에서
2012년 2.6으로 하락하는 등 현역세대의 부담이 증가
□ 일본정부는 고령인구 비율이 2025년 30%에 이어 2060년 40%에 근접하
는 등 상당기간 소자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UN은 2013년 일본의 60세 인구비중이 32%로 선진국 평균(23%)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42.7%에 이를 것으로 추정(UN, 2013)

o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성장잠재
력 제고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
가 제한적
* 2010년 일본의 1인당 GNI가 4.2만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지만 향후 고령화 등
으로 인한 경기부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29위(3.9만달러)로
떨어질 가능성(일본경제연구센터, 2013)

⇒ 일본의 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특징과 당면과제를 미시적인 관
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와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
일본의 인구구조 및 노령화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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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고령화 심화 이후 일본 경제･사회의 주요 변화
1. 고령층의 자산 점유율 확대 및 소비 주도
□ 80년대 버블기를 주도했던 60대 이상 노령층의 경우 자가보유율이
90%, 금융자산 보유액이 23백만엔에 이르는 등 경제면에서 다소 여유
o 반면 20∼30대 세대는 여타 세대에 비해 자가보유율이 크게 낮은 데
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실정*
* 이러한 세대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
목적의 자금을 일괄 증여할 경우 1,500만엔까지 증여세(10∼50%)를 면제해주는
‘교육자금 증여 비과제제도’를 금년 4월에 도입하여 2015년말까지 시행 예정

□ 또한 이들 노령층은 인구는 전체의 32%(2011년 기준) 수준이나 민간소비
지출(자가소유주택에 대한 귀속임료 등 제외)에서의 비중은 44%에 이르며 앞
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
o 이는 현재 노령층의 핵심층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 자산을 기반
으로 고가품 매수에 나서는 등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는 데 기인
o 한편 귀속임료와 의료보험 관련 현물지출*을 포함하는 광의의 소비(가계
현실최종소비) 기준으로 보면 이들 노령층 소비 비중은 48%로 더욱 커짐
* 정부의 지출이지만 공무원에 대한 급여, 공공건설 등의 지출과 달리 개인의 소비
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 지출로 간주

세대주의 연령별 저축･부채 현황1)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내각부, 고령사회백서(2013)

고령층 및 현역세대의 소비추이 비교

자료 : 鈴木将之(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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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연령 상승 및 비정규직 고령자 증가
□ 총취업자수(농림업 제외)가 1990년대 중반 이후 6천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평균 연령*은 1990년 41.0세에서 2012년 44.5세*로 상승
* 고용 관련 통계를 5세 단위(예: 20∼24세)로 조사함에 따라 해당 연령의 중간값(20
∼24세의 경우 22세)을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값

o 이러한 취업자의 평균연령 상승은 1990년대까지는 다소 완만히 진행
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빨라지고 있음
일본의 취업자수 및 평균연령 추이

취업자 평균연령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10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

평균연령
36.2
< 3.1 >
39.3
<1.7>
41.0
<1.3>
42.3
<1.9>
44.2

주: < > 내는 각 연도간의 차이

□ 55세 이상 고연령층은 취업이 계속 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
(51.4%)이 비정규직 형태로 취업
o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55세 이상의 비정규직 수는 585만명으로 15∼
34세의 젊은층(515만명)을 상회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

비정규직중 연령대별 비중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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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
□ 2010년 현재 공적 사회보장제도 관련 비용이 100조엔(국민소득의 29.6%)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금, 후기고령자의료*, 개호보험* 등 고령
자 관련 사회보장비용이 전체의 68.1%를 차지
* 후기고령자보험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호보험은 환자의 간병과
관련된 보험임.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 확충으로 과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고령
자 자살문제는 해소되었으나 단독거주 노령자수가 증가(<참고 1> 참조)

o 반면 사회보험료 수입은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46조엔의 적자 시현
일본의 사회보장비용 추이

사회보장 관련 수입 및 지출 추이

자료 : 내각부, 고령사회백서(2013)

자료 : 내각부, 경제재정백서(2013)

4. 오너기업의 수익성 저하 및 승계 문제
□ 오너기업들*은 대표자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는 추세
* 일본에는 2011년 현재 41만개의 오너기업이 있으며 이중 90% 가량이 연매출 10억
엔 미만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 또한 100년 이상된 장수기업이 2.2만개에 이르
러 고령자 오너기업에의 관심이 매우 높음(제국데이타, 2013)

o 전년대비 수익이 늘어난 기업의 비율(2011년 결산기준)을 보면 대표자 연
령이 30∼69세인 경우 17∼18%의 수준을 나타내었지만 70세 이상에서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85세 이상에서는 10%를 하회
□ 또한 대표자 연령이 65세를 넘는 오너기업의 경우 절반 정도가 기업승
계자를 찾을 수 없어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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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중소기업의 승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간 매수
합병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
* M&A 관련 세미나 개최시 참석인원이 2009년 월 850명 → 2012년 월 1,700명으
로 급증하였고 M&A 성사건수도 2009년중 130건 → 2012년중 200건으로 크게
증가(일본M&A센타)

연령별1) 수익증가 기업 비율

65세 이상 오너기업의 승계자 부재 현황
(개, %)
대표자의
연령
85 이상
80 ∼ 84
75 ∼ 79
70 ∼ 74
65 ∼ 69
합계

주 : 1) 대표자의 연령 기준

승계자
없음
638
1,873
5,312
12,900
24,820
45,543

여부
있음
1,416
3,321
7,739
15,006
20,424
47,906

부재율
31.1
36.1
40.7
46.2
54.9
48.7

자료 : 제국데이터(2013)

3. 일본의 인구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당면과제
1. 정년 연장에 따른 과제
□ 일본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장*에 대응하
기 위해 2006년 및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의
정년연장을 법제화
* 2000년도부터 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실시중에 있음. 이중 기
초연금(정액지급)은 2013년에 완료하였고 후생연금(비례지급)은 금년부터 2025년도
까지 순차적으로 늦출 예정임. 한편 여성에 대해서는 이보다 5년 늦게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참조

o 2012.6월 현재 65세 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30인 초과 기업 14만개 대상)
은 약 97.3%에 달함
고용제도별 도입 현황
계속고용제도
희망자 전원
선별적
82.5%
35.3%
47.2%

정년 연장(65세)

정년 폐지

14.7%

2.7%

자료 : 후생노동성, 고령자의 고용현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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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고용제도가 82.5%로 가장 많고 이어 정년연장(14.7%), 정년폐지
(2.7%) 등의 순임
□ (추가인건비 부담의 완화방안 강구) 정년 연장으로 기업이 추가부담할
인건비가 금년중 0.3조엔으로 예상되지만 65세로 완전이행되는 2025년
에는 1.5조엔에 크게 늘어날 전망
o 기업들은 이러한 추가부담의 완화를 위해 고령자의 생산성과 급여간
연계 강화, 고령자앞 제공가능 업무 개발 및 배치, 워크셰어링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2)
― 다만 일본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자 및 청년간의 고용대체문
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본정부는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세대간 비율 외에 경기변동에도 큰 영향
을 받는다는 점, 독일․프랑스 등에서 조기퇴직이 청년실업 해소로 이어지지 못
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켰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령자 고용이 청년
층고용을 구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후생노동성, 2011.6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예상 증가액

자료 : 주간이코니미스트(2013)

기업의 대응방안

자료 : 일본경제단체연합회(2012)

□ (고령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및 청년층과의 조화) 기업수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노
동자 및 기업의 공동 노력이 긴요
o 고령층과 현역세대가 공존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
― 작업환경 개선, 청년층 및 고령층에 차별 없는 재교육 기회 제공,
고령층의 경험 및 숙련기술의 체계적인 전수 시스템 마련, 다양한
연령층의 노동이 가능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의 방안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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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노동의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
◇ 고령화된 노동인력의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인력 및 외국인노동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

여성인력 활용 제고
□ 일본의 여성 노동참가율은 63.4%(2012년 기준)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수
준이나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을 크게 하회*
* 일본이 2030년까지 여성 노동참가율을 G7 평균(일본 및 이탈리아 제외)인 70% 정
도까지 높일 경우 1인당 GDP가 4%, 잠재성장률이 0.2%p 높아질 것으로 추정
(Chad(2012), IMF Working Paper)

여성 노동참가율

일본의 대학 진학률

연령대별 여성노동참가율

자료 : 내각부, 남녀공동참여사회백서(2013), OECD(2013)

o 일본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결혼 후 출산･육아기인 30대에 낮아지다가
40대부터 다시 증가하는 M자형 커브를 보임*
* 한국의 여성 노동참가율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M자형 커브의 모습

o 한편 일본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성별 학력차가 점차
축소(대학진학률 남녀격차: 1975년 28.3%p → 2012년 9.8%p)
□ (직장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M자형 커브의 개선을 위해
서는 직장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o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보육휴가 및 단기근로제도의 실효성 제
고** 등 근로제도 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의 발생 소지를 억제

- 107 -

* 보육시설 이용 대기 아동수가 2007년 1.5만명 수준이었으나 2009∼2011년중에는
연평균 2.5만명으로 증가(일본총합연구소, 정책관측, 2012.7월)
** 일본기업의 시간당 매출이익률은 남녀균등화 정책, 보육휴가제도 이용 활성화 등
을 통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회사(2.3%)가 그렇지 않은 회사(1.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일본경제연구센터(2013), p55)

□ (여성의 노동의욕 고취) 남녀간 학력차의 축소경향을 감안하여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 유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롤모델 제시 등을 통해 여성
의 노동의욕을 고취**
* 고위급 인력(국회의원, 관공서 및 기업의 관리직)의 여성/남성 비율을 보면 일본은
0.10(106위)로 미국(0.74, 10위), 프랑스(0.63, 20위), 독일(0.61, 23위), 영국(0.53, 36
위)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0.11, 104위)보다 낮음(WEF, 2012)
** Fortune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임원비율이 높은 상위 25% 기업의
ROE는 13.9% 정도로 하위 25% 기업(9.1%)에 비해 높게 나타남(Catalyst, 2007)

외국인인력 활용 제고
□ 2012년 현재 일본에 취업중인 외국인노동자 수는 68.2만명으로 증가추
세에 있으나 전체 취업자의 1.1%에 불과
o 국적별로는 중국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브라질, 필리핀, 한국의
순이며 선진국(G8 및 호주, 뉴질랜드) 비중은 7.5%임
o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8.2%로 가장 많고 그 외는 숙박 등 서비스업임
외국인노동자 수 추이

국적별 외국인노동자1)

주 : 1) ( ) 내는 비중(2012년 기준)

업종별 외국인노동자1)

자료 : 후생성, 외국인고용현황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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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거주에 적합한 환경 조성) 일본의 외국인 거주비율이 2011년
현재 1.6%로 OECD 회원국 평균(8.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바, 외국
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문화 및 환경을 마련할 필요
o 영어 등 커뮤니케이션 기반 개선, 급여 및 승진 등 근로제도의 국제
화, 교육･의료･주택 등 생활환경 정비
o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
성 등으로 다기화된 기능을 통합･조정
□ (일본내 유학생의 취업률 제고) 외국 고급인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
는 통로로서 일본내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적극 유도
o 일본내 유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취업 유학생 수
는 2007년 1만명에서 2010년 7천명으로 오히려 감소
* 유학생 수는 2000년 약 6만명(총학생의 1.8%)에서 2010년 11만명(3.5%)로 증가

인구대비 외국인 거주비율1)

일본내 유학생의 취업 추이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 : 내각부, 경제재정백서(2012)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용
□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여성인력의 활용 가능성
이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 확보가 매우 중요
o 한편으로는 고령인구의 부양을 위한 복지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양질의
신규노동력 공급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 확대
요구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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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국가부채가 상당(GDP의 233%)함에도 불구하고 현
복지수준의 축소 반대 및 공공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을 어
렵게 할 여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출증가를 억제
o 개호보험 도입(2000년),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확대(1/3 → 1/2, 2009년)등
사회보장 강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정부 부담이 급증
사회보장비의 항목별 재원1)

주 : 1) GDP대비 비중
자료 : 내각부, 경제재정백서(2013)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부채규모

주 : 1) 일반차입, 연금 및 퇴직금 적립액 등
자료 : 내각부, 경제재정백서(2013)

□ (사회보장제도 개편) 과거 고성장 시대에 설계된 중간수준 복지 및 낮
은 비용부담(중복지-저부담) 형태의 복지제도를 고령화 진전상황*에 대응
하여 중복지-고부담 또는 저복지-중부담 형태로 조속히 이행할 필요
* 65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1985년에는 남자 15.5년, 여자 18.9년
이었으나 2011년에는 18.7세 및 23.7세로 늘어남

o 또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복지행태
외에 시행시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 미 연준의 연구(Louise 등, 2006) 결과 고령화의 비용부담을 위해 1인당
소비를 감축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래의 소비수준이 더욱 큰 폭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참고 3> 참조)

4. 시사점
□ 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도, 일본과 유사한 M자형 여성노동참가 구조, 매
우 낮은 외국인 거주비율 등을 감안하면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
제에 대해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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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히 증가하는 평균수명*으로 인해 여타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
* 출산율(2010년)은 1.23명, 평균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10년 80.8세로 급증

―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현재 국내의 65세 이상인구비율은 12.2%로 일본의 1990년과 같은 수준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초고령사회 도달(예상) 연도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한 국
2000
2017
2026
일 본
1970
1994
2005
프랑스
1684
1979
2018
독 일
1932
1972
2009
이탈리아
1927
1988
2006
영 국
1929
1975
2028
미 국
1942
2014
2032
자료: 통계청(2011), e-나라지표

소요기간(년)
7% → 14% 14% → 20%
17
9
24
11
115
39
40
37
61
18
46
53
72
18

o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 및 근로여건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 여
성의 노동참가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과제로 부상
□ 고령화 사회일수록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신중하고도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운용할 필요
o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대해 정밀한 분석 및 전망이 매우 중요
― 고도 성장기에 설계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대수명의 과소추정
등의 요인이 더해져 저성장･고령화 시대에서는 운용상 어려움 봉착
o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채무) 비율이 2012년
현재 34.8%로 2002년(18.6%)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유의
―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욱 상승
o 일본에 비해 경제･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국내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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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60세 이상의 고령 가구가 보유한 금융순자산 규모는 3,400만원
으로 일본(2.1천만엔)과는 달리 다른 연령대 가구에 비해 적은 특성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순자산(자산-부채) 보유 규모1)
(만원)
30세 미만
3,925

30∼39세
5,407

40∼49세
5,027

주 : 1) 2013년 기준

50∼59세
5,485

60세 이상
3,421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2013)

― 국내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9.1명, 2012년)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데
고령인구일수록 자살률이 증가
우리나라의 연령별 자살률1)
(명)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5.1

19.5

27.3

30.9

35.3

주 : 1) 2012년 기준

42.4

73.1

104.5

자료 : 통계청

<참고 1>
일본의 고령자 자살자수 및 단독거주 세대 추이

□ 일본의 고령층 자살률은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젊은층은
오히려 증가
□ 65세 이상 고령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세대 수는 2008년 413.9만
세대(전체의 8.3%)로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
연도별･연령별 자살자수 추이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후생노동백서(2012)

자료: 총무성, 주택․토지통계조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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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

(2006.4.1 시행)
□ 정년(65세 미만)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자는 정년의 연장 또는 계속고
용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가 65세까지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
□ 법 시행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중 하나를 채택하여 시행
o ①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② 계속고용제도의 도입(피고용자가 희망하
는 경우 퇴직후 재고용), ③ 정년제도의 폐지
￭ 다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음

(2013.4.1 시행)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로 재고용 대상
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희망자 전원을 65세
까지 의무 고용
o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 적용하는 시기는 후생연금의 지급개
시연령에 맞추어 2025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2013.4.1. 61세, 2016.4.1.
62세 등 3년마다 1세씩 늘려 2025.4.1일부터 65세 적용)

□ 65세까지의 고용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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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고령화 비용의 부담 시기에 따른 소비에 미치는 영향*
* Louise 등(FRB, 2006) 논문 요약

□ (목적)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시기에 따라 미래의 1인당 소비 감소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 (방법) 소비, 인구, 노동인구, 자본 등의 변수를 이용한 방정식*에서
1인당 소비(Y축)와 노동인구당 자본비율(X축)의 관계인 소비가능곡선
(CPF; Consumption Possibilities Frontier)을 도출
* C/N = L/N * (W/L + rK/ L - nK/L) = L/N * (W/L +(r-n)*K/L)
(C 총소비, N 인구, L 노동인구, W 임금, K 자본, r 이자율, n 노동인구 증가율)

대응시기에 따른 1인당 소비감소 수준

자료 : Louise 등(2006)

o 2005∼80년중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2080년 이후에는 인구변동이
없으며, 미국경제는 자본 및 노동이동이 없다는 폐쇄경제를 가정
□ (결론) 고령화 비용 부담을 일찍 시작할수록 1인당 소비 감소폭이 축소
o 2005년부터 1인당 소비를 줄이면 이전에 비해 4.4%만 감소(A→B)
o 종전 소비수준을 유지하다 2025년부터 줄이면 13.7%(A→C) 감소하고,
2040년부터 대응하면 26.9% 감소(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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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및 파급 영향*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
◆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세율 인상(내년 4월 시행 예정)이 회복국면에 들어선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997년도 소비세율 인상 당시처럼 경
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o 그간의 국제기구 및 학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침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여타 요인들도 복합적으
로 작용하면서 일본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요인들로는 당시의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긴축재정 기조, 통화
정책 여력 소진,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아시아 통
화위기의 발발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 등이 지적됨
◆ 아베 내각은 소비세율 인상의 파급 영향(성장세 일시 둔화, 재정건전화에 기
여)을 감안하여 ①당초 계획대로 시행, ②인상속도 조정, ③인상시기 연
기 등 복수의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오는 10월경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
o 1997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와 현재의 정책 및 경제 여건, 주요 기관이
제시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소비세율 인상은 가계부문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인
성장세 둔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금번 소비세율 인상이 향후 국가채무비율의 빠른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인구 고령화 및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하에서 크게 약화된
성장기반을 확충하면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정건
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으로 평가

1 . 검토 배경
□ 금년 들어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에 기초한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
면서 경제주체의 심리도 호전되면서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
o 실물경제가 소비 및 수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고용
사정도 실업률이 4%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꾸준히 개선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35호(2013.8.29), 국제경제리뷰 제2013-19호(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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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고용

실질GDP

자료：내각부

자료 : 총무성

물가

자료 : 총무성

□ 다만 소비세율이 당초 계획대로 인상*되면 1997년 인상(3% → 5%) 이후
와 비슷하게 경기침체가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완화 또는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
* 1989년 처음(당시 3%) 도입된 이후 1997년 5%로 인상되었던 소비세율은 이후 수차
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2.6월 여야 3당(민주･자민･공명)
의 합의와 중의원의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 승인을 거쳐 추가 인상이 법제화
됨. 향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소비세율은 2014.4월(현행 5% → 8%)과 2015.10월
(8% → 10%)에 각각 인상될 예정

⇒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필요성, 과거(1997년) 인상 당시와 현재의 정책여
건 비교, 금번 소비세율 인상의 파급영향 및 인상방안 논의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고 평가

2 .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가채
무비율(GDP대비)이 2012년 240%까지 상승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중장기 재정건전화 추진이 긴요한 과제로
부각
o 장기간의 재정적자 지속은 디플레이션 하의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급
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규율 미흡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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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적자비율과 경제성장률

자료：IMF

국가채무비율 비교1)

주：1) 2012년 기준

자료：IMF

□ 일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는 재정지출 축소
보다 재정수입 확대가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정수입 확대
를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적합(IMF 2011, OECD 2013)
o 재정지출비율(GDP대비)이 37.1%(2008년 기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지출면에서의 감축 여력이 제한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잘 통제
되고 있으며 일부 비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 부문에서의
추가삭감 여력은 크지 않음
―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어
왔고 그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세출에서 가중
큰 비중을 차지, 2013년도 예산 기준 31.4%), 동 부문에서의 적자 확대를
완화 또는 축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매우 긴요한 과제로 부각
국가별 재정지출비율1)

주：1) 2008년 기준
자료：OECD

일본의 항목별 재정지출 사회보장비 제외 국가별 지출규모1)

자료：IMF(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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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09년 기준
자료：재무성

o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이 필요한데, 개별 세목의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소비세율 인상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
― 소비세는 간접세로서 조세기반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
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국가에서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EU, OECD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과세정책을 직접세(예：
노동소득세)에서 간접세(예：소비세) 위주로 바꾸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견
해를 제시. 간접세는 노동의 수요･공급에 대한 파급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개인 과세기반의 확대로 낮은 수준의 세율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세에
비해 성장친화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간접세는 조세회피(tax avoidance)나 탈
세(tax evasion)의 여지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세율 인상은 소득세와는 달리 가계의 저축결정과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시킬 소지가 상대적으로 작음
◾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의 세금 부담 확대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 가능
◾ 한편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동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고령화 국가에서는 소비세가
안정적이고도 견고한 재정수입원으로 평가
국가별 세목별 조세부담률1)

각 세목의 세율 1% 인상의 GDP 영향

(GDP대비,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이탈리아
소비세 5.3

4.6 11.6 10.8 11.0 11.3

개 인
5.3
소득세

9.2 10.1

9.3

7.5 11.5

법 인
3.3
소득세

2.6

1.7

2.5

주：1) 2011년 기준

2.8

2.7

자료：OECD

자료：IMF(2011)

― 이와 함께 일본의 소비세율(5%)은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OECD
평균 18%)으로 인상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며, 무차별적이며 일률적으
로 부과․징수될 수 있어 세수관리 측면에서도 유리
◾ 일본의 경우 부가세 수입 비율*(VRR)이 0.67로 OECD 회원국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세금누수도 적을 것으로 보임
* VAT revenue ratio(VRR) : 부가세 실제 세수/부가세 세수 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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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소비세율(부가세율) 수준1)

주：1) 2012년 표준세율 기준

자료：OECD

국가별 부가세 수입 비율(VRR)1)

주：1) 2009년 기준

자료：OECD

□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연금, 의료, 노인요양 및 저
출산 대책 등 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전액 활용할 계획
일본의 사회보장비와 사회보험료1)

주：1) 회계연도 기준

자료：재무성

일본의 인구구성1)

주：1) ( )내는 구성비

자료：재무성

o 또한 소비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과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이 적어지는 역진성이 있으므로 저소득자를 위한 재분배대책의 일환
으로 재원의 일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예: 소득공제)에 활용
소비세율 인상1)으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계획
￭ 사회보장의 실현：2.7조엔(소비세율의 1%p)
사회보장 ￭ 사회보장의 안정화：10.8조엔(소비세율의 4%p)
소비세율
⇒재원으로 ⇒ - 연금 국고부담：2.9조엔
5%p 인상
전액사용
- 후세대의 부담 경감：7.0조엔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0.8조엔
주：1) 5% → 8%(‘14.4월) → 10%(’1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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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무성

3. 1997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와 현재의 여건 비교
□ 최근 일본에서는 1997년 당시 소비세율 인상이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
이션을 촉발하였다는 점을 들어 금번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완화 또는
연기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
o 1997.4월 소비세율이 인상(3% → 5%)된 직후인 2/4분기 들어 소비가
3.5%(전기대비)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가 3/4
분기에는 소비가 증가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인 플러스로
반전하기도 하였으나 4/4분기 이후에는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
일본의 1997년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경제동향

실질GDP
민간소비
민간주택투자
민간비주택투자
정부소비
공공투자
수출
경기동향지수1)
주：1) 2005=100

1996
3/4
4/4
0.0
1.5

1/4
0.7

0.3
4.1
2.7
0.0
-4.9
3.0
92.4

2.1
-4.1
3.9
-0.4
-2.2
2.9
96.8

1.1
2.4
1.1
1.5
-2.7
4.5
94.6

1997
2/4
3/4
-0.9
0.4
-3.5
-11.2
1.0
0.3
0.6
4.2
96.4

0.8
-7.2
1.0
-0.5
1.0
-1.5
96.2

4/4
-0.1
-0.1
-4.7
1.4
0.4
-5.6
2.2
93.5

(전기대비, %)
1998
1/4
2/4
-1.9
-0.5
-0.8
-0.1
-0.6
-2.3
-3.6
-2.4
0.1
1.0
-6.5
-1.1
-2.9
-1.7
90.3
87.4
자료：내각부

□ 그간의 국제기구 및 학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소비세율 인상이 경
기침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여타 주요 요인들도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일본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1997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와 현재의 여건 비교
세율 인상시기(폭)
1997.4월(3% → 5%)
2014.4월(5% → 8%)
총리(재임기간) 하시모토 류타로 (1996.1~98.7, 자민당) 아베 신조 (2012.12~ , 자민당)
금융시스템
▪불안
▪안정
재정정책
▪긴축 기조
▪확장 기조
통화정책
▪확장 기조(정책수단 부재)
▪확장 기조(양적･질적 확대)
가계소비
▪사회보장관련 가계부담 증가 ▪가계부담 미미
소비의 세금탄력성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보완대책
▪불충분
▪법인세율 인하 등의 정책대안 모색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
대외여건
▪아시아 통화위기
른 국제금융의 불안정성 및 신
흥국의 금융경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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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요인들로는 당시의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긴축재정 기조, 정책
여력 소진,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아시아 통화위
기의 발발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 등이 지적됨

1.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책대응
□ (1997년 당시) 부실대출(NPL) 증가로 1997.11월에는 3개 중･대형 은행이
파산하는 등 금융시스템이 취약하였으며, 이러한 금융불안 확산을 차단
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응도 미흡
o 통화정책의 경우 거품 붕괴와 실물경제 침체에 직면하여 정책금리
*
(Official Discount Rate)를 매우 낮은 수준(0.5%) 에서 유지함에 따라 당시
로서는 추가적인 정책여력이 소진된 상황
* 1995.4월 1.0% → 9월 0.5% → 2001.2월 0.35%

o 재정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당시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사정
악화를 우려하여 경기하강 신호*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후반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 고점：1997.5월 → 저점：1999.1월[제12순환]

□ (현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배경으로 은행부문에서 부실자산 문제
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정책 면에서도 통화* 및 재정정책이 확장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는 작년말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
*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시행(2013.4월)
** 경기 고점：2012.4월(잠정) → 저점：2012.11월(일부 추정)[제15순환]

은행의 부실여신(NPL)1)과 기업 파산2) 일본 예금보험기구의 금융지원 건수1)

주：1) 3월말 전체 은행 기준
2) 6월말 부채 천만엔 이상 기준
자료：금융청, Bloomberg

주：1) 회계연도 기준
자료：예금보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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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문의 부담
□ (1997년 당시) 소비세율 인상 이외에도 연금 및 의료 보험료의 임시소
득공제 적용기한 만료, 의료비 자기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 부담이 총 8
조엔을 상회함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 이후 가계소비가 크게 위축*
* 일본은행(1998.6월)은 1997년의 개인소비 부진 원인의 하나로 연금재정 부실 우려
에 따라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을 지적

□ (현재) 금번 소비세율 인상 시점에서는 가계부담이 연금보험 증가 등에
국한되어 있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가 1997년 당시보
다는 적게 나타날 가능성
o 일본정부는 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일본경제신문, 8.22일)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중 연금의 비
중은 하락할 전망
일본의 사회보장비 항목별 비중
(%)
1970
1980
1990
연 금
24.3
42.2
50.9
의 료
58.9
43.3
38.9
기 타
16.8
14.5
10.2
주：1) 회계연도 기준, 2012년도는 당초 예산안 기준

2000
2012
52.7
49.1
33.3
32.1
14.0
18.8
자료：후생노동성

o 한편 소비세율 인상이 시점간 대체효과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성장세
둔화로 나타나겠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비가 예상보다 덜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1997년 당시에도 소득감소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Cashin & Unayama 2011)

3. 대외여건
□ (1997년 당시) 일본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하반
기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현재) 최근 일본의 수출은 엔저 및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바탕
으로 호전되고 있는데,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금융의
불안정성 및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에서의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이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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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1)

f

주：1) 통관 기준

자료：재무성

1997 1998 2013
세 계
4.1
2.6
3.1
선진국
3.5
2.6
1.2
미국
4.5
4.4
1.2
유로지역 2.6
2.8
1.7
신흥시장국 5.2
2.6
5.0
중국
9.3
7.8
7.8
러시아
1.4 -5.3
2.5
브라질
3.4
0.0
2.5
자료：IMF(2013.7)

(%)
2014f
3.8
2.1
2.1
2.7
5.4
7.7
3.3
3.2

4. 소비세율 인상의 파급 영향 및 인상 방안에 관한 논의
1. 소비세율 인상의 파급 영향
( 성장세 일시 둔화 )
□ 소비세율 인상 직전에는 시점간 대체효과로 인한 선취수요 증가를 반
영하여 소비가 크게 늘었다가 인상 후에는 반사효과, 물가상승으로 인
한 구매력 저하(소득효과) 등의 영향을 받아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
o 일본총합연구소는 2014.4월 소비세율 인상(5% → 8%)이 시점간 대체효
과로 인한 수요둔화(-0.6%p)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0.8%p)로
2014년도(회계년도 기준)의 GDP성장률을 1.4%p 낮출 것으로 추정
o 일본 내각부도 모의실험에 통해 소비세율이 1%p 인상되면 1차년도에
소비가 0.21%p, 설비 및 주택투자가 각각 0.08%p 및 0.06%p 감소하여
연간 성장률이 0.32%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소비세율 1%p 인상의 영향1)

소비세율 인상(5% → 8%)의 영향

(%p, %)
설비 주택 수출 수입
성장률 소비 투자 투자
(%p)
(%)
(%)
(%)

(%p)
2014년도
실질GDP 실질개인소비
-1.4
-1.9

성장위축(A+B)
시점간 대체효과로
-0.6
인한 수요감소(A)
물가상승으로 인한
-0.8
구매력 감소(B)
자료：일본총합연구소(2013)

(%)

(%)

1년차 -0.32 -0.21 -0.08 -0.06 0.01 -0.13

-0.8

2년차 -0.03 -0.49 -0.32 -0.38 0.03 -0.42

-1.1

3년차 0.11 -0.52 -0.02 -0.71 0.09 -0.47
자료：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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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은 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경제성장률이 수출
증가 및 투자 회복 등으로 잠재성장률(0.5%)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2013.7월)
o 주요 기관들도 소비세율 인상으로 2014년도 경제성장률이 상당 폭 낮
아지겠지만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의 일본경제 성장률 전망1)

민간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12 2013 2014 2015
내각부(8.8)

일본은행(7.11일)
민간기관2)(8.8일)

1.2

2.8

1.0

2.8

1.3

1.5

[2.5] [2.0] [1.3]
2.8

0.6

1.3

주：1) 회계연도 기준
2) 41개 기관 평균
3) ( )내는 전망발표일, [ ]내는
소비세율 인상 효과 배제시
자료：일본경제연구센터

주：1) 41개 민간기관 평균. 소비세율
인상(2014.4월, 5 → 8%) 효과를
반영
자료：일본경제연구센터･내각부(7.30일)

(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 )
□ IMF는 소비세율 인상이 국가채무비율(GDP대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평가
o 소비세율이 예정대로 인상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238%에서 2020
년 254%로 소폭 상승에 그치겠지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는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에는 266%로 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
* 대상기간중 명목금리는 3.2%, 평균 명목GDP성장률은 2.2%로 전제

o 다만 소비세율이 5%p 추가 인상되고 재정지출 절감(GDP대비 3%)이 병
행될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236%)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추산*
*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 진전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비중이 더욱 높아지
면서 의료비 등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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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OECD는 모의실험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지속적인 추진*, 구조개혁
을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 및 2%의 인플레이션목표 달성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당 폭 낮아질 수도 있다는
추정결과를 제시
* 소비세율 인상 및 재정적자 감축 노력 등을 통하여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균형 달성

아베노믹스 시행과 국가채무비율 변화

자료：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3

2. 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관한 논의
□ 아베 내각은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10월경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
( 당초 계획대로 시행 )
□ 일본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세율 인상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
o 일본은행은 소비세율 인상 계획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의 신뢰 상실에
따른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를 통해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
융완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것을 우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행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
* 일본은행 총재는 7월 들어 수 차례에 걸쳐 소비세율 인상 계획 변경에 대한 반
대 입장을 표명

o IMF도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설득력 있는 국가채무 축소전략이 추
진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이 채무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로 인식되면서 시장참가자들이 국채를 투매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고 경고(7.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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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부에서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정치권에서는 세율 인상을 다시 논의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소비세율 인상 추진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세율 인상
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방안 등
을 논의
o OECD 국가중 미국(39.1%) 다음으로 높은 일본의 법인세율(37%) 수준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확대 촉진과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의지를 알리는 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있음
― 다만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소비세율 인상 취지와 배치되고 현재
기업의 70%가 적자 상태여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2011년도 기
준, 日本經濟新聞 8.13일)되므로 인하의 실효성은 불확실한 상황
( 인상속도 조정 )
□ 소비세율 인상이 소비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
해 ①2014.4월부터 소비세율을 5년간 매년 1%p씩 인상하거나(2013년 5%
→ 2018년 10%) ②먼저 2%p 인상(5 → 7%)한 후 3차례에 걸쳐 1%p씩 인상
(7 → 10%)하는 방안도 제기
o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혼다 에츠로(本田悅朗) 교수는 현재 경제주체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점을
고려하여 소비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 가속페달(경기부양)과 브레이크(소비세율 인상)를 동시에 밟을 경우 경제주체에게
혼동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을 우려하면서 디플레이션 극복 및 성장잠재력 회
복이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관건임을 강조

o Feldstein(2002)은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
* 단기적으로는 시점간 대체효과(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를 통해 소비 촉
진을 도모하는 가운데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소득효과로 인한 소비감소효과를
상쇄

□ 그러나 소비세율의 인상 속도 조정은 수 차례의 가격표 수정에 따른
메뉴비용(menu cost) 부담 증가, 소비세율 인상 조정에 필요한 법 개정
등을 수반하므로 금년 가을 국회에서 성장전략의 세부방안을 마련하려
는 정책일정에 차질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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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슈퍼마켓 등에서는 등록기에 세율을 자동계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 등이 필요하므로 일부 기업은 어떤 결정이든지 가능한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o Auerbach & Obsfeld(2004)는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세율의 단
계적 인하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실험해 본 결과 그 효과가 미
미하여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
( 인상시기 연기 )
□ 금번 소비세율 인상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상당 정도의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시간
적 여유을 갖고 소비세율 인상을 1～2년 정도 연기할 필요
□ 그러나 시행 연기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
o 소비세율이 당초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에는 2014.4월 이후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축소될 수 있겠지만 계획이 변경된다면 인상 시기,
세수확보 등의 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부담하는 잠재비용
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
o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
결이 필요한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

5. 평 가
□ 일본에서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있는 소비세율 인상이 회복국면에
들어선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997년 당시와 비슷하게 경
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o 1997년 소비세율을 인상할 당시와 현재의 정책 및 경제 여건, 주요 기
관이 제시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소비세율 인상은 가계부문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
인 성장세 둔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회복단계에 들어선 일본경제가 재차 경기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
은 미국의 출구전략 실행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의 불안정성 확산
및 취약 신흥국에서의 위기 발생 여부 등 최근 들어 불확실성이 높
아진 대외여건의 향방에 의해 촉발될 소지
- 128 -

□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모의실험결과를 고려해 보면, 금번 소비세율
인상이 향후 국가채무비율의 빠른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및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 하에서 크게 약화된 성장기반을 확충하면서 2%의 인플레이
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
o 특히
스의
세율
함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향후 아베노믹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아베 내각은 금번의 소비
인상 계획과 더불어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인 구조개혁 등을 포
성장전략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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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국채보유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이재원 동경사무소 과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행은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완화기조
를 더욱 확대하면서 본원통화의 2년내 2배 공급, 국채보유 규모 및 만
기의 2배이상 확대 등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추진
◆ 과거 일본정부는 세계대공황 이후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국채를 직접인
수토록 하였던 데다 2차 세계대전중 전비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이 급증
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함에 따라 재정법(1947년 제정)에서 일
본은행의 국채인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은 시장 경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
부에서는 그 규모 및 매입행태를 볼 때 직접인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고 비판
◆ 일본내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국채보유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재
정규율 훼손, 금리변동리스크 확대에 따른 시스템 불안, 일본은행의
안정적 금리조절 제약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1.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행은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2000년대 초
중반의 양적완화정책과 유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부활
o 위기 이전 0.5% 수준이던 정책금리를 0.0∼0.1%로 인하하는 한편 장기
국채 매입 확대, 금융기관 보유주식 및 ABCP･회사채 매입, 후순위대
출 등 비전통적 통화조치를 실시*
* 일본의 정책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데다 일본은행 대차대조표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정책여력이 제한되면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더욱 의존

o 2013.3월 취임한 구로다 총재는 일상적 통화조절을 위한 국채매입방식
과 자산매입기금을 통한 국채매입방식을 통합운용하고 그 매입규모도
매년 50조엔 이상으로 확대키로 발표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6호(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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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일본정부는 세계대공황 이후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국채를 직접인
수토록 했던 데다 2차 대전중 전비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이 급증하면
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
o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제정된 재정법은 일본은행의 국채인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 한편 지난 4월 일본은행이 양적질적금융완화(QQE, quantitative & qualitative
monetary easing)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채발행액의 70% 정도를 시중매입
을 통해 사들이고 있으나 국채 직접인수와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비판
이 일부에서 제기
o 또한 재정법에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행 보유국채중 상환도래분이나 일부 단기정부증권에 대
해서는 정부의 차환채 발행시 일본은행이 직접인수
⇒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가 급증되면서 재정의 화폐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의 국채보유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

2. 일본은행 국채보유 추이 및 최근 동향
1. 일본은행 국채보유 추이
( 국채 직접인수 시기 : 1932～47년 )
□ 일본은행은 정부 세출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지원, 시중유동성 공급 확
대 및 저금리 유지 등을 목적으로 1932.11월부터 장기국채를 인수
o 세계대공황(1929년) 및 만주사변 발발(1931.9월) 등으로 세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금수출 재금지(1931.12월)로 통화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다카하
시 대장상은 국채발행을 하면서 일본은행에 직접 인수키로 결정
o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재정에 종속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채매
각오퍼레이션을 전제*로 국채의 직접인수를 수용
* 대장성 대신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채매각오퍼레이션에 의한 금융조절이
수행됨에 따라 유동성관리의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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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액 및 일본은행 인수액

일본은행 국채인수액 및 매각액

자료 : 일본은행 금융연구(2001.9)

자료 : 일본은행 금융연구(2001.9)

□ 1937.7월 중일전쟁 발발로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비 마련을 위한 국
채발행이 급증
* 1937∼45년중 군사비공채가 전체 발행국채의 78%를 차지

o 다카하시 재정기(1932∼36년)에는 재정규율을 위한 국채발행 억제대책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1936.2.26사건(군부 쿠데타) 이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을 억제하는 데 실패
o 일본은행 국채보유량 증가(자산대비 비율 : 1932년 26.6% → 1941년 69.1%)와
함께 은행권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전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특
히 1944∼51년중 물가는 152배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1) 추이

일본은행의 국채잔고 및 은행권발행액 추이

자료 : 일본은행100년사

주 : 1) 동경소매물가 기준
자료 : 일본은행 100년사

⇒ 일본은행 국채인수에 의한 대량 국채발행 및 신용공급, 재정적자 억제
실패,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의 경험 이후 1947.3월 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국채의 일본은행 인수가 금지(시중소화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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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매입 및 차환채 인수 시작 : 1965~83년 )
□ 1947∼64년중 일본은 국채 불발행주의(균형수지예산)를 고수하였으나
1965년 불황으로 전후 첫 국채발행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국채발행시기
로 전환
o 닉슨쇼크*(1971년), 1차 오일쇼크(1973년), 2차 오일쇼크(1979년) 등의 경기
침체에 대해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국채발행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적자국채는 1975년부터 세출에 비해 세수의 증가속도가 떨어지면서
발행이 크게 확대
* 금-달러 교환정지로 인한 엔화강세 쇼크

일반정부 세출 및 세수 추이
1965
▪세출(조엔, A) 3.7
▪세수(조엔, B) 3.3
▪A-B(조엔)
0.4

1967
5.0
3.8
1.2

1969
6.7
5.7
1.0

1971
9.4
8.3
0.9

1973
14.3
11.1
3.2

실질GDP 및 공공투자 증가율 추이1)

주 : 1) 음영부분은 경기후퇴기
자료 : 내각부

1975
21.3
17.3
4.0

1977
28.5
18.2
10.3

1979
38.6
21.5
17.1

1981
46.8
32.3
14.5

1983
50.4
32.3
18.1

국채1)발행 추이

주 : 1) 건설국채는 공공사업 재원조달
목적으로, 적자국채는 공공사
업비 이외 세출에 충당하는 재
원조달 목적으로 각각 발행
자료 : 재무성

□ 일본은행은 국채발행 증가에 대흥하여 국채를 금융조절 대상에 포함시
키면서 유동성 흡수에 노력
o 국채는 시중소화 원칙에 의거하여 은행인수단 및 대장성 산하 자금운
용부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되, 일본은행은 필요시 자금운용부 보유
금융채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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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은 과거 일은 국채인수-매각오퍼레이션이 금융기관 자금사정에 의해 매
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반면 시중소화-매입오퍼레이션은
물가 및 국제수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

o 또한 종전 정부채 등의 환매조건부매입 방식에서 장기국채 무조건매
입 방식1)2)으로의 금융조절방식 변경(1967년), 차환채 인수 시작3)(1973년)
등으로 일본은행의 국채보유량도 확대(자산대비 비율 : 1965년 11.4% →
1981년 76.6%)
1) 다만 국채 시장소화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발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
채는 대상에서 제외
2) 1977.4월부터 금융기관 보유국채의 유동화(발행후 1년 경과후 시장매도) 개시
3) 차환채 인수와 관련해서는 <참고 1> ｢일본은행의 차환채 인수｣ 참조

공정금리 및 CPI상승률 추이1)

일본은행의 국채잔고 및 국채/자산 비율

주 : 1) 음영부분은 경기후퇴기
자료 : 일본은행, 총무성통계국

자료 : 일본은행

( 버블붕괴후 금융완화 시기 : 1983~98년 )
□ 1975년 이후 급증한 국채 발행이 만기도래로 인해 1985년부터 차환
채 급증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차환채가 전체 국채발행액의 절반
을 초과
o 또한 1984년 적자국채의 상환방법이 기존 만기도래시 현금상환에서
건설국채와 같은 60년 상환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차환채 급증에 일조
* 건설국채 발행에 의해 취득･건설될 자산의 내용연수를 60년으로 전제하고 60년
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명 ‘60년룰’로도 호칭
예) 건설국채 600억엔 발행에 대한 상환구조
▪상환액
▪차환채발행액

10년후
600억엔
500억엔

20년후
500억엔
400억엔

30년후
400억엔
300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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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후
300억엔
200억엔

50년후
200억엔
100억엔

60년후
100억엔
-

o 1988∼89년중에는 엔고불황 극복 이후 세수가 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억제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이 시작
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확대* 등으로 국채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
* 1992.8월∼98.11월까지 8회에 걸쳐 100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이 추진

실질GDP, 공공투자 증가율 및 환율 추이1)

주 : 1) 음영부분은 경기후퇴기
자료 : 내각부

국채발행 추이

자료 : 재무성

□ 일본은행의 국채보유량도 1989∼90년 금융긴축기를 제외하면 엔고불황,
버블붕괴 등 경기하강에 금융완화로 대응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일본은행 자산중 국채 점유 비율이 75%(1996년)까지 상승
o 일본은행은 대형금융기관 국채딜링 개시와 함께 전문딜러 육성을 목
적으로 1984.6월 순번오퍼레이션*제도를 도입하고 1990.4월부터 단기
국채 매입오퍼레이션을 실시
* 대상금융기관을 한정하여 순번방식에 의해 국채매입 실시

공정금리 및 CPI상승률 추이1)

주 : 1) 음영부분은 경기후퇴기
자료 : 일본은행, 총무성통계국

BOJ 국채잔고 및 국채/자산 비율 추이

자료 :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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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시기 : 1998년 이후 )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으로 일본도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
o 장기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적자국채 발행이 건설국채를 상회하면
서 적자국채 누증이 다시 적자국채 발행을 초래하는 적자국채 주도의
악순환이 고착화되었으며 그 결과 차환채가 신규채의 2배 이상 규모
로 발행(국채잔고/GDP비율은 2005년부터 100%를 초과(104.3%))
실질GDP 및 공공투자 증가율 추이1)

주 : 1) 음영부분은 경기후퇴기
자료 : 내각부

국채발행 추이

주 : 1) 재투채, 부흥채, 연금특례채 등
자료 : 재무성

□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1999.2∼
2000.8월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2001.3월 일본은행 당좌예금잔
액을 조작목표로 하는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채보유액이 증가
(민간금융기관의 어음매입도 늘어나면서 2001～06년중 국채/자산 비율은 65%를 유지)

o 2006.3월까지 5년간 시행된 양적완화정책에 의해 당좌예금잔액 목표는
당초 5조엔에서 30∼35조엔까지 확대
정책금리 및 CPI상승률 추이1)

주 : 1) 음영부분은 경기후퇴기
자료 : 일본은행, 총무성통계국

양적완화기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 목표 추이

자료 :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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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당좌예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장기국채 매입액을 상향조정하
여 동 정책도입 당시 월간 4천억엔에서 1.2조엔까지 증액하되, 장기국
채 보유잔액의 무제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국채 보유액을 은행
권 발행액 잔액 이내로 제한하는 ｢은행권룰｣을 도입(2001.3월)
o 양적완화 종료 이후 2008년까지 일본은행의 국채보유액은 축소(국채/자
산 비율 51.7%)

일본은행 장기국채매입액 추이

자료 : 일본은행, 총무성통계국

BOJ 국채잔고 및 국채/자산 비율 추이

주 : 1) 2013년은 6월말 기준
자료 : 일본은행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동향
□ 2008.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일본은행은 정책금리 조
정과 함께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o 위기직전 0.5% 수준이었던 정책금리를 0~0.1%까지 인하한 후 장기국
채 매입 증가, 금융기관 보유주식 및 ABCP 등 매입 등 금융기관 유동
성 공급 및 신용시장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
실질GDP, 정책금리 및 CPI 추이1)

주 : 1) 음영부분은 경기후퇴기
자료 : 내각부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행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조 치
▪적격담보기준 완화
▪기업채무담보대출제도
▪CP 매입제도
▪회사채 매입제도
▪은행보유 주식매입
▪후순위특약대출제도
▪장기국채 매입한도 증액
▪고정금리대출제도
▪자산매입기금 제도
▪대출증가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자료 :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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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08.12월
08.12월
08.12월
09.1월
09.2월
09.3월
08.12, 09.3월
09.12월
10.10월
12.10월

― 특히 국채매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장기국채 매입규모를 2차례 증액
하는 한편 자산매입기금을 통해 장기국채*를 대폭 매입
* 기존 장기국채 매입이 성장통화 공급목적이었던 반면 기금에 의한 장기국채
매입은 금리인하 촉진 목적으로 잔존만기 1～2년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은행
권룰 적용을 배제

자산매입기금 증액 추이1)

일본은행의 장기국채매입액 추이

자료 : 일본은행, 총무성통계국

주 : 1) 2014년 이후 매월 13조엔 매입
자료 : 일본은행

□ 2013.3월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본원통화로 바꾸고 장기국채 등의 매입도 대폭 확대
o 본원통화 증가규모를 연간 60∼70조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국채
보유잔액이 매년 50조엔 늘어나도록 매입규모를 확대하고 장기국채
평균 잔존만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또한 통화정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존 자산매입기금과 일상적
금융조절방식을 통합하고 은행권룰을 일시 정지
o 6월말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자산 비율은 79.1%로 QQE 시행 이전인 3
월말(76.1%)에 비해 3%p 증가
국채 및 은행권발행액 잔액 추이

일본은행 국채매입오퍼레이션 변경

주 : 1) 13.3월말 현재 보유잔액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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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은행 국채매입 및 국채보유 증가로 재정규율 훼손 가능성 )
□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규율 훼손 및
재정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
o 장기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경제․금융위기
봉착시마다 경기진작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좌절
― 일본은행이 시장매입을 통해 공급한 유동성이 민간금융기관의 국채
매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데다 매년 국채발행액의 8% 정도*를
직접인수함에 따라 일본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에도 불구하고 원활
히 소화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山田博文 군마대학 교수)
* 일본은행은 보유 국채중 만기 도래분에 대해 정부의 차환발행시 1년 만기 단
기국채로 직접인수가 가능하며 그 규모는 2005～12년중 연평균 국채발행액의
8% 수준임

일본의 세출·세수 및 성장률 추이

최근 일본 재정건전화 계획 실패사례
시기

자료 : 내각부, 재무성

내용 및 경과

▪재정구조개혁
- 소비세인상(3%→5%), 적자국
1997년
채 발행규모 감축 등 추진
(하시모토내각)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
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좌절
▪세출세입일체개혁
- 의료비･연금부문 개혁, 공공사
2006년
업 축소 등에 의한 세출삭감
(고이즈미내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좌절

o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은행의 QQE정책은 국채발행액의 70%
를 매입하는 수준인 데다 국채발행 직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시중매
입을 하고 있어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국채의 직접인수와 본질이 같
다는 의견을 제시(BNP Paribas, 5.23일)
― 참고로 ECB의 신규 국채매입프로그램(OMT)에 대해 독일 분데스방
크는 통화의 재정보전에 해당하며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6.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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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변동 리스크 증가 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 )
□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2012년 기준 기초재정수지/GDP비율 -9.2%) 및 높은 정
부부채 수준(정부부채/GDP비율 214.3%)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은행의 국채보
유 확대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
o 일부 IB들은 일본은행의 QQE정책으로 국채매입이 지속될 경우 2014년
말 2∼10년 만기 국채중 40%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이를
재정의 화폐화로 평가하게 되면 국채금리의 급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BNP Paribas, 5.23일)
일본 국채발행잔액 및 일본은행 보유비율 전망
(조원, %)
2013.3월말
2014년말
2년
2~
5~
10년
2년
2~
5~ 10년
계
계
미만 5년 10년 초과
미만 5년 10년 초과
발행잔액(A)
711.6 191.1 190.6 157.0 172.8 761.8 202.1 187.6 174.2 197.8
일은 보유(B)
85.9 45.1 17.9 14.4
8.5 190.7 30.1 69.1 70.0 21.5
B/A
12.1 23.6
9.4
9.2
4.9 25.0 14.9 36.8 40.2 10.9
자료 : BNP Paribas(5.23일)

― 국채가격 하락시 대규모 평가손 발생으로 일본은행의 자기자본비
율이 훼손될 우려*
* 일본은행의 국채보유로 인한 금리변동리스크는 보유잔액 120조엔, 평균 잔존만
기 4년, 금리 1%p 변동 가정시 4.8조원 규모로 2012년도말 일본은행 채권매
각손실충당금(2조엔)을 상회(미즈호총합연구소, 3.12일)

― 또한 국채를 대량 보유중인 시중은행․생명보험 등 민간금융기관도
금리변동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
* 금리 1%p 상승시 자본손실로 대형은행들의 BIS 비율이 0.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일본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2013.4월)

일본 대형은행들의 BIS비율 변동1)

국채 및 국고단기증권 소유자별 내역1)

(%)
금리변동이
없을 경우
14.1

금리가 상승할 경우2)
1%p

2%p

3%p

13.6

12.7

12.4

주 : 1) Int‘lly active bank, Tier1 기준
2) 모든 만기의 국채금리 동시 상승
3) 예상 성장경로하에서의 BIS 자
기자본비율
자료 : 일본은행(2013.4월)

주 : 1) 2013.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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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재무성

□ 향후 금융완화 정상화 과정에서 독립적 통화신용정책 수행 제약 등도
금융시스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
o 일본은행의 2% 물가목표 달성후에도 막대한 국채관련 비용*를 감안할
때 정부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제로금리정책, 국채 대
량보유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BNP Paribas, 5.23일)
* 국채상환비와 이자비용으로 2012년 기준 일반회계세출의 25%를 차지

― 이는 Sargent & Wallace가 지적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의해 지
배되는 상황*이며 일본경제 회복 단계에서 추가 물가상승 압력이
표면화될 경우에도 일본은행의 물가안정을 위한 자율적 정책실행
이 제약받을 가능성
* 통화발행이 재정상황에 의해 결정되면 중앙은행은 자율적으로 금융정책을 결정
할 수 없음(Some unpleasant monetarist arithmetic, Sargent & Wallace, 1981)

국채비1) 및 일반회계세출대비 비율 추이

주 : 1) 국채상환비 및 이자비용으로 구성

자료 : 재무성

( 일본은행의 안정적 금리통제 여부 )
□ 지난 5월 하순 국채금리의 변동성 확대 속 큰 폭 상승 현상은 국채시
장 유동성 감소 우려, 경기회복 기대 등이 맞물려 발생하였으나,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정책의지에 대한 구로다 총재 발언의 일관성이 떨어지
면서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원인으로 제시
o 일본은행이 국채발행액의 70%를 매입하는 상황에서 국채금리에 대한
일본은행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참가자들의 혼란을 부추켰다는
주장도 제기(馬場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6.19일)
* 금년 4.4일 QQE 시행 결정시 구로다 총재는 ‘수익률곡선 전체 인하’를 목표
로 한다고 하였으나 5.22일 ‘장기금리의 컨트롤이 어렵다’고 발언하여 시장에
서는 금리상승을 용인하는 의미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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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이후에는 일본은행의 신축적 국채매입,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
전환 등으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서 0.7∼0.8%대에서 안정화
o 일본은행이 6월부터 국채매입 방식을 변경하여 매입횟수를 늘리고 회
당 매입규모는 축소*함에 따라 국채의 유동성 저하 우려가 다소 완화
* 이에 앞서 일본은행은 국채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고정금리입찰방식으로 4.15∼
18일중 9조엔, 5.15∼17일중 4조엔의 유동성을 시중은행에 지원한 바 있음

6월 이후 변경된 일본은행의 국채매입방식
월중 최대 매입횟수
국채만기
개정전
개정후
0~1년
2
2
1~5년
5
6
5~10년
5
6
10년~
4
5
합 계
8
8~10
자료 : 일본은행(2013.5월)

1회당매입금액
개정전
개정후
0.11
0.11
0.60~0.70 0.50~0.70
0.60~0.70 0.45~0.60
0.20~0.30 0.20~0.30

총매입
개정전
0.22
3.00~3.50
3.00~3.50
0.80~1.20
7 내외

(조엔)
금액
개정후
0.22
3.00~4.20
2.70~3.60
1.00~1.50
7 내외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일본경제 회복에 따른 일본 장기금리 상승
및 FRB의 QE tapering 실시에 따른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
려를 제기(上野 泰也 미즈호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6.7일)
o 일본은행이 QQE정책의 파급경로 및 출구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시장과의 소통 부족이 발생하는 것도 일본은행의 장기금리 통제
능력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는 명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데 일본은행의
경우 본원통화 증가와 물가상승간 연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Olivier Blanchard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7.21일)

o 나아가 일은의 물가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증대*하는
등 일본은행의 정책신뢰도도 낮은 수준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시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은행의 물가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응답이 4월 77.5%에서 7월에는 85%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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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일본은행의 차환채 인수(차환, 乗換)

□ 일본은행은 1966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건설국채(7년 만기, 1971년부터
10년 만기로 변경)가 1973년부터 차환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행이 보유
한 국채중 만기 도래분에 대해 차환채를 직접 인수
o 일본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는 재정법 5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
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내에서 인수가 가능*
* (재정법 5조) 일반적으로 공채발행에 대해 일본은행에 이를 인수시키거나 공
채발행을 위해 일본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예
외가 인정된다.

o 차환채 인수*시 종전에는 동일만기 국채로 차환하였으나 1999년 이
후부터는 1년 만기의 단기국채로 변경
* 인수한 차환채는 만기 도래시 즉시 상환

□ 한편 이와 별도로 일본은행은 정부단기증권 발행의 일부를 직접 인수
o 이는 정부의 요청*과 일본은행의 업무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
* 정부단기증권의 공모입찰시 모집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외환시장 개입 등
** 일본은행이 환매조건부 국채매각을 실시하는 경우 매각대상 자산의 확보

일본은행의 국채 등 직접인수액

일본은행의 국채 등 직접인수 잔액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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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금융위기 이후 Fed, ECB의 국채매입

□ Fed 및 EC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인하하는 동시에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
o (Fed) Fed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중 국채매입은 2008.11월 QE1을 시작
으로 QE2, Operation Twist, QE3로 이어지면서 국채매입액이 확대
Fed의 국채매입정책
조치
▪QE1(08.11~10.3)
▪QE2(10.11~11.6)
▪OT(11.9~12.12)
▪QE3(12.9~현재)

Fed의 보유국채 잔고 및 국채/자산비율 추이

내
용
총 1.75조달러
(국채 3,000억달러)
국채 6,000억달러
6,700억달러
(3년미만 국채 매도,
6년이상 국채 매입)
매월 400억달러 MBS,
450억달러 국채 매입
자료 : St. Louis Fed

자료 : Fed

o (ECB) ECB는 2010.5월 도입한 SMP(Securities Market Programmme)에 의
해 국채매입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감소
FCB의 보유국채 잔고 및 국채/자산비율 추이

ECB의 국채매입정책
조치

내

용

매입대상 채권 제한 및
▪SMP
매입규모 한도 없음
(10.5∼현재) (OMT시행과 함께 종료)
▪OMT
(12.9∼현재)
자료 : ECB

EFSF/ESM
구조금융
프로그램 이행 전제로
만기 1∼3년 국채 무
제한 매입
(도입후 미실행)
자료 : ECB

□ 일본은행, Fed 및 ECB의 2013.1/4분기 자산/GDP 비율은 일본(34.6%),
ECB(28.5%), Fed(21.0%) 순으로 금융위기 전에 비해 크게 상승*
* 금융위기 이전대비 증가폭은 일본 14.6%p, ECB 12.7%p, Fed 14.5%p로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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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채/GDP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양적완화 및 금융위기 이후 포괄
적 금융완화 등으로 일본은행이 Fed 및 ECB에 비해 월등히 높음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GDP 비율

자료 : 일본은행, Fed, ECB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채/GDP 비율

자료 : 일본은행, Fed,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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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비세율 인상과 일본 기업 및 가계의 대응*
이재원 동경사무소 과장
◆ 아베 수상은 지난 10.1일 소비세율을 1997.4월 이후 17년만에 현행
5%에서 2014.4월부터 8%로 인상하기로 결정
o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 및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본정
부는 세금 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 등 5조엔 규모의 경기대책도 함께
실행할 예정
◆ 이같은 조치에 대해 기업들은 소비세 인상분은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고
법인세 감면혜택은 투자확대,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기본급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
o 한편 가계부문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타이밍의 변화를 모색중이나
증세 전후를 종합한 전체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
◆ 소비세율 인상으로 2014년도 성장률은 0.9∼1.3%로 낮아지겠으나 잠
재성장률(0.7∼1.0%)을 웃도는 수준이 예상되며, 다만 정부의 경제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하
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 한편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재정건전화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재정재건을 위해서는 세수확보 외에 사회보장경비의 과감한 삭감 등 세
출감축,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병행될 필요

1. 소비세율 인상과 경기대책의 주요 내용
( 소비세율 인상 )
□ 일본 여야가 2012.8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법’(이하 ‘세제개혁법’)을
제정하여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아베 수상이
지난 10.1일 소비세율을 2014.4월부터 8%(현행 5%)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에 따라 17년만에 추가 인상이 실현
* 현
른
산
을

5%의 소비세율을 2014.4월 8%, 2015.10월 10% 등 2단계로 인상하고 이에 따
세수 증가분을 전액 사회보장 4대 경비(연금, 의료･개호, 사회보장급부, 저출
대책)에 활용키로 함. 다만 증세 시점을 직전에 정할 수 있다는 경기탄력조항
부칙(18조)에 삽입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3호(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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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월 중순 이후 소비세율 인상 연기론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
가 이뤄졌으나 2/4분기 성장률(전기대비 0.9%) 및 9월 단기관측조사(6월
△2%p → 9월 2%p) 결과가 양호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인상
— 소비세율 인상문제와 관련 전문가 대상 점검회의(8.26∼31일, 60명)를
개최하고 참석자의 77%가 계획대로의 인상을 찬성
o 한편 2015.10월 10%로의 추가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단할 것으로 예상

( 경기대책 )
◇ 소비세율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늘고 경기둔화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5조엔* 규모의 경기대책을 실행할 계획
* 지진피해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2014년까지 부과한 부흥특별법인세(2.1%)의 조기
폐지(약 0.9조엔) 여부는 금년 12월중 결정 예정이며 이를 포함시 경기대책 규모
는 6조엔으로 추정

 (기업 감세)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 촉진 등을 위해 약 1조엔의 기업세
금 감면
① 기업투자촉진 감세(7,300억엔)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설비 도입시 취득금액의 50%(건물 등은 25%)
를 특별상각하거나 4%(건물 등은 2%)를 세액공제*(신설)
*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금액 전액 특별상각 또는 7% 세액공제 선택 적용

—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5∼30%로 확
대하고 적용기간도 3년 연장(연구개발비촉진세제, 연장･확충)
— 신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 투자액의 80%까지 손실준비금으
로 적립할 경우 전액 비용 인정(벤처투자촉진세제, 신설)
— 사업재편으로 인정받은 계획에 의해 통합회사가 분리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의 70%까지 사업재편손실준비금으로 적립
할 경우 전액 비용 인정(사업재편투자촉진세제, 신설)
— 2015.3.31일까지 내진진단 결과를 보고한 건물 등에 대해 2014.4∼
19.4월중 내진보강 개보수를 실시할 경우 취득･건설한 건물가액의
25%를 특별상각(내진보강개보수투자촉진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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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증가 법인의 법인세감면 확대1)

사업개편 촉진 세제 신설

주 : 1) 2017.3.31일까지 사업이 개시될 경우 적용 자료 : 일본경제신문(2013.10.2일)
자료 : 일본경제신문(2013.10.2일)

② 임금인상촉진 감세(1,600억엔) : 급여총액이 전년도를 상회하고 지난해
부터 계속 고용된 고용자의 평균급여가 전년도를 상회하는 경우 증
가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적용기간을 2년 연장(연장･확충)
* 전년대비 증가율기준으로 현재 5% 이상이나 2013∼14년도는 2% 이상 증가, 15
년도는 3% 이상 증가, 16∼17년도는 5% 이상 증가로 완화

③ 주택대출 관련 감세(1,100억원) : 매년 주택대출잔액의 1%를 10년간 소
득세 및 주민세에서 차감하고 감세대상 주택대출잔액 한도도 현행
최대 2천만엔에서 최대 4천만엔으로 확대함에 따라 총 감세 가능액
을 최대 400만엔 규모로 증대(확충)
임금인상촉진세제의 확충1)

주요 감세조치의 적용기간1)

주 : 1) 3월 결산법인 기준. ‘급여총액이 전 주 : 1) 음영부분은 산업경쟁력강화법
년도 상회’와 ‘1년이상 고용자의
시행에 맞춰 적용 개시
평균급여가 전년도 상회’가 조건
자료 : 일본경제신문(2013.10.2일)
자료 : 일본경제신문(2013.1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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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 확대) 세금부담 증가로 인한 일시적 경기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통한 4조엔의 경제대책 실시
①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급(3,000억엔) : 주민세비과세 대상자 2,400만명에
대해 1인당 1만엔을 지급하며 65세 이상 등에는 5천엔 추가 지급
② 주택구입자 현금지원(3,100억엔) : 급여수입 500만엔 이하 주택구입자
에 대해 10∼30만엔 현금지급
③ 인프라 확충(약 2조엔) :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 물류･교통망 정비 등
④ 지진피해지역 복구사업 등(약 1.3조엔) : 지진피해지역 복구, 지역의 노
후화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재 및 안전대책 사업 가속화 등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 감세1) 및 재정지출 정책
내

용

감세정책 ▪기업투자촉진 감세
(1조엔) ▪임금인상촉진 감세
▪주택대출 관련 감세
재정지출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급
확대정책 ▪주택구입자 현금지원
(4조엔) ▪인프라건설 등 공공사업
▪지진피해복구사업 등

규

모

7,300억엔
1,600억엔
1,100억엔
3,000억엔
3,100억엔
약 2조엔
1.3조엔

실시시기
2014.1월부터 단계별 시행
금년부터 적용
2014년도 이후 시행

2013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

주 : 1) 부흥특별법인세의 조기 폐지(약 0.9조엔) 포함시 경기대책 규모는 6조엔으로 추정

2. 기업 및 가계의 대응방향
1. 기업의 대응
 (가격전가)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주요 기업들은 소비세 증세분을 대부
분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것으로 조사*
* 일본경제신문의 CEO 설문조사(10.1일, 123개사)에서 ‘3% 인상분만큼 가격인상’
이 48%, ‘증세분중 일부 가격반영’이 17%로 약 70%가 가격전가 의사를 표명

o 전기･가스･수도 및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소비세율 인상분만
큼 즉각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계획

- 149 -

o 서비스･소매업종도 대부분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예정이나 일부 일용
품의 경우 세전가격 인하를 통해 세후가격은 유지할 방침*
* 슈퍼, 백화점 등 일부 소매점에서는 가격표시를 세금이 제외된 가격만 표시하는
방식도 검토

o 병원진료비는 인상될 전망이며, 학교 수업료･입학료는 비과세임에 따
라 증세 영향을 피할 수 있으나 교복, 학용품 등은 인상 예상
소비세율 인상 이후 주요 업종의 가격조정대책
주요 업종
대응 방침
전기·가스·수도
소비세율 3% 인상분을 요금에 전가
승차권발매기 등을 10엔 단위로 조정하여 전가
공공 철 도
택 시
기본요금 20엔 인상(현행 710엔 → 730엔)
요금
통 신
소비세율 3% 인상분을 요금에 전가
은 행
ATM, 송금수수료 등에 반영
소비세율 3% 인상분을 요금에 전가
상품 여행･레져
외
식
〃
･
일용품
세전가격 인하를 통해 세후가격을 유지
서
자동차
소비세율 3% 인상분을 요금에 전가
비 병 원
초진･재진료 등 인상
스 학 교
수업료･입학료 등은 비과세
자료 : 일본경제신문(2013.10.2일)

o 한편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격전가가 이뤄지기 어려
워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실적 악화가 우려
— 일본상공회의소가 소비세 인상의 법제화를 앞둔 2011년경 조사한
결과 매출액 5천만엔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소비세 인상시 가격 미
전가율이 60∼80%(현 50∼70%)로 더 높아질 것으로 응답
사업자규모별 소비세의 가격 미전가1) 실태 및 전망

주 : 1) 소비세를 소비자가격에 전가 못함과 일부만 전가의 비율
자료 : 일본상공회의소(201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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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대기업 유통업자의 가격전가 거부를 감시하
기 위해 전가대책조사관(약 600명)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의 감
시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
 (법인세 감면분 활용) 기업들은 감세로 인한 세부담 절감분을 국내설
비 및 해외설비투자에 각각 34%, 30% 활용할 것으로 조사(일본경제신문,
2013.10.1일, 복수응답기준)

o 이어 인건비(23.6%) 및 연구개발비(22.8%) 확충 등에도 많이 활용할 것
으로 보이며 주주환원(19.5%)에도 상당부분 활용 예상
 (2014년도 임금인상 계획) 기본급이나 보너스 등의 인상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3.5%를 차지하고 현수준 유지 응답 비중은 8%임
o 반면 아직 미정이라는 응답이 6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일본경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법인세 감세분 활용방안 및 에 대한 설문조사
법인세 감세분의 활용1)
▪국내설비투자
▪해외설비투자
▪인건비 확충
▪연구개발비 확충
▪주주 배당
▪판촉비 확충
▪내부유보
▪기타

2014년도 임금인상 계획1)
34.1%
30.1%
23.6%
22.8%
19.5%
13.8%
13.8%
36.6%

▪월급여 및 보너스 인상 검토
▪월급여만 인상 검토
▪보너스만 인상 검토
▪현 임금수준 유지
▪임금인하 검토
▪미정
▪무응답
-

주 : 1) 복수응답 기준

8.1%
2.4%
13.0%
8.1%
0.8%
65.0%
2.4%
-

자료 : 일본경제신문(2013.10.2일)

2. 가계의 대응
 (가계소비) 가계소비는 소비세 인상전 선취효과로 큰 폭 증가를 보이다
가 이후 상당 폭 감소하는 등 소비시점의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o 1997년의 소비세율 인상시의 사례에 비춰볼 때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내구재와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o 민간예측기관들은 민간소비가 내년 1/4분기중 1.6%(전기비)를 기록한 후
2/4분기에는 2.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51 -

민간예측기관1)의 민간소비 전망

1997년 소비세율 인상시의 재화별 소비

자료 : 내각부

주 : 1) 41개 기관

자료 : JCER(2013.10.10일)

 (주택매매) 주택매매는 9월말까지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현 소비세율(5%)
이 적용됨에 따라 건수 기준으로 9월중 전년동월대비 77%(수도권아파트
기준) 급증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감소로 전환 예상
o 그러나 동경이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데다 주택구입자 현금
지원(3,100억엔), 주택대출 감세 확대(1997년 800억엔 → 2014년 1,100억엔) 등
도 작용하여 감소폭은 1997년보다 작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1996년 및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매매

1997년 전후 및 최근 신설주택착공호수

자료 : 부동산경제연구소(2013.10.16)

자료 : 국토교통성

3. 소비세율 인상후의 일본경제 전망
1. 일본경제 전망
 (경제성장) 2014년도(fiscal year 기준) GDP성장률은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으로 0.9∼1.3%로 낮아지겠으나 잠재성장률(0.7∼1.0%)은 상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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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정부의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시행은 2014년도 GDP성장률의
0.5%p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민간예측기관)
o 내년(calendar year 기준) 2/4분기 GDP는 민간예측기관들에 따르면 소비
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전기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
내각부, BOJ, 민간예측기관1)의 성장률 전망2)

주 : 1) 41개 기관의 예측치 평균

민간예측기관1)의 분기별 GDP성장률 전망

2) ( )내는 전망일자

자료 : 내각부, BOJ, JCER(2013.10.10일)

o 한편 IMF(10.8일)는 내년 일본경제 성장률을 1.2%(7월 전망대비 +0.1%p)로
상향조정하였으며, ADB(10.2일)는 1.4%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
* 금년도 성장률은 IMF는 2.0%(-0.1%p), ADB 1.9%(+0.1%p)로 전망

 (소비자물가) 2014년도 CPI 상승률은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내각부
및 일본은행이 3.3%, 민간예측기관이 2.8%로 전망
o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항목중 30%가 비과세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소
비세율 3%p 인상은 CPI 상승률을 약 2%p 높일 것으로 추정(일본은행)
내각부, BOJ, 민간예측기관1) CPI상승률2) 전망3)

민간예측기관의 분기별 CPI상승률 전망

주 : 1) 41개 기관 평균 2) 내각부는 종합지수, BOJ 및 JCER은 신선식품 제외 기준
3) ( )내는 전망일자
4) 2014년도는 소비세 인상효과 포함
자료 : 내각부, 일본은행, JCER(2013.10.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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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과제
□ 내년부터 소비세가 8%로 인상됨에 따라 연간 세수가 약 8.1조엔(내각부
추정)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 예상
o 일본정부가 이러한 세수증가분을 사회보장 재원에 활용하고 경기대책
을 위한 지출규모를 5조엔 정도로 편성함에 따라 국채발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GDP대비 기초재정수지적자 비율은 하락 예상
□ 한편 2015.10월에 소비세율이 10%로 추가 인상되는 경우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더욱 낮아지겠지만 2020년도의 흑자화 목표*는 달성 곤란
* 중기재정건전화계획은 2015년도 기초재정수지/GDP 비율을 2010년도(-6.6%)의 절
반 수준으로 낮추고 2020년도는 흑자 전환을 목표

o 내각부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실질성장률 2%, 소비세율 10%를 전제로
추정한 결과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2015년도 -3.3%, 2020년도
–2.0%로 적자상황이 지속*
* 이는 세출측면에서 사회보장비의 세부 감축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 방안의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전망

주 : 1) 2013∼22년도 평균 실질GDP성장률 2.1% 가정
2) 2013∼22년도 평균 실질GDP성장률 1.3% 가정
자료 : 내각부(2013.8.8)

□ 그러나 소비세의 상당폭 인상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립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본정부는 사회보장지출 효율화 등 세출삭감을 포함한 신뢰가능
한 중기재정건전화 방안을 강구･추진할 필요
o 또한 소비세 인상에 대비한 경제보완대책을 착실히 실행하여 경기회
복세가 이어지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세수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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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와 임금인상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임금상승이 미미할 경우 경기회복세가 꺾이면서 오히려 재
정건전성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o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산업으로의 사업재편 지원, 노동․농업․의료부문의
규제개혁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
갈 필요
o 아울러 일본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경제전망을 바
탕으로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필요

< 참고 >

1997.4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 1997.4월 소비세율 인상(3% → 5%)시에도 GDP성장률이 큰 폭 하락
o 소비세율 인상전인 1996.3/4분기부터 소비의 선수요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반동으로 GDP성장률(1997.1/4분기 3.0% → 2/4분기
-3.7%) 및 민간소비(9% → -13.2%)가 크게 하락
□ 이후 아시아통화위기(1997.7월) 발발 및 일본 금융기관 파산(11월) 등
이 이어지면서 경기후퇴기에 진입(1997.5∼99.1월)
소비세 인상전의 소비 선수요 시산1)

주 : 1) 1997.4월 3% → 5% 인상시
자료 : 일본총합연구소(2013.8.8)

소비세 인상전후 성장률 및 민간소비 추이1)

주 : 1) 1997.4월 3% → 5% 인상시
자료 :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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