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책을 펴내며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알기 쉬운 경제이야기」시리즈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으로
2005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등 독자의 수준에 맞추어 기획
발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의식주, 저축, 소비, 투자 등 현실 경제문제에 대
한 판단과 의사결정뿐 아니라 시장경제체제, 대외개방, 산업구조 변화, 노사관계,
계층 간 갈등조정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개인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
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이 책을 발간하면서 경제 원리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넘어
생활주변 이야기와 현실 속의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독자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종 통계와 읽을거리 등 참고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금번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알기 쉬운 경제이야기」가 독자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은행 집필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장
박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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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당

‘생활과 경제’
에서는 경제이해력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경제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개념을 알아봅니다. 욕구에 비해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해력
은 이러한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제적 사고에 꼭 필요한 개념 중 하나는 기회비용입니다. 즉 모든 선택은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의식하고 행동하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하
려면 그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복과 추가적인 희생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첫째 마당에서의 편안한 경제 산책은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준
비운동 과정입니다.

둘째 마당

‘시장경제의 기초’
에서는 시장경제의 기초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왜

귀성열차표를 사기가 힘든지,‘보이지 않는 손’
이란 무엇인지, 거래를 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경쟁이 시장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가계·
기업·정부 등 여러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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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마당

‘ 가격과 시장’
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 중의 하나인 어떤 물건의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나에 관한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경제를 알아보
고 이상적인 완전경쟁시장과 독과점시장을 비교해 봅니다.

넷째 마당

‘소비자와 기업’
에서는 소비와 저축의 기능을 하는 가계, 경제의‘엔진’
인

기업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어떻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지,
또 경제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업은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적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라 전체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살펴봅니다.

다섯째 마당 ‘시장과 정부’에서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정부가 하는 경제활동에는 어
떤 것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출하는지 살펴봅니다.
또 시장실패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는지, 그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조세의 기능과 바람직한 조세제도
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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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마당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
에서는 우리 주위의 경제문제를 다룹니다. 우

선 경제생활에서 정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시장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일어나는 현상들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곱째 마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에서는 나라경제 전체를 이해하고 그 상태가 건

강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개별 가계에 소득이 있듯이
나라경제 전체에도 총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소득의 개념과 함께 보통 경제성장
이라고 하는 실질국민소득의 변동에 관한 이해를 도와 줄 것입니다.

여덟째 마당 ‘물가와 인플레이션’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
나인‘물가’
와‘인플레이션’
에 관해 알아봅니다. 월급이나 장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증가
해도 물가(따라서 생활비)가 더 오르면 실제로는 월급 또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많은 점에서 나라경제와
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는 왜 안정되어야 하며 장바구니 물가는 왜 지수
물가보다 높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6

|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아홉째 마당

‘경기변동과 실업’
에서는 경기변동과 실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우

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경기가 좋으니 나쁘니 하며 경기를 주요 화젯거리로 삼습니다.
이처럼 경기 상태가 보통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와 직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장은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장기적
으로는 공장을 짓고 사람을 더 고용해서 회사의 매출액 증가에 대비합니다. 반대로 경
기가 나빠지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더하게 됩니다. 자본
주의 경제체제는 경기변동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아홉째 마당에서는 경기와 경기
판단방법, 그리고 실업률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줍니다.

열째 마당

‘돈이란?’
에서는‘경제의 혈액’
이라고 할 수 있는‘돈’
에 대해서 알아봅니

다.‘돈’
은 아마도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것
들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원시사회에서는 생산한 물건의 수가 많지 않아 물물교환이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생산·교환되는 물건의 수가 수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거래를 더 쉽게 하고 물건
값을 공동의 단위로 나타내기 위하여 화폐가 꼭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돈의 공급은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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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째 마당

‘금융과 신용’
에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금융시장에 대한 소개와

재산 늘리기에 관한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자율과 금융시장의 개념, 금
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하는 신용
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열두째 마당

‘재산 늘리기’
에서는 합리적인 투자나 저축의 방법을 중심으로 노후대

책을 포함한 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이
열두째 마당의 내용을 잘 익히면 인생의 바람직한 항해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입
니다.

열셋째 마당

‘국제수지와 환율’
은 경제의 개방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개인들

이 모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소비할 수 없듯이, 지금의 세계는 외국과의 거래
없이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설혹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외국과의
거래에서 해당 국가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셋째 마
당에서는 왜 무역거래에서 이득이 발생하는지 살펴
보고, 무역이 제한되는 몇 가지 현실적인 논리를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
한 내용을 기록한 국제수지, 수입과 수출의 차
이를 나타내는 경상수지 등을 알아봅니다. 또한
한 나라 돈의 대외가치인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나라 전체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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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넷째 마당

‘경제안정화정책’
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안정화정책

이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여 소기의 성
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열다섯째 마당 ‘4차 산업혁명과 경제 변화’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경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4차 산업혁
명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부록 ‘통계로 보는 세계 속의 한국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의 어느 위
치에 있는지 통계를 통해 알아봅니다. 경제규모와 산업,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등을
국제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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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기초 다지기

1

첫째 마당

생활과 경제
●

1. 왜 경제이해력이 중요한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경제와 연관
국민경제 운영 성과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에 비례

●

2. 생활은 선택의 연속
경제활동은 선택의 연속 - 선택은 행복의 최대화 과정
선택과 포기는 언제나 함께 발생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잃는 기회비용

●

3. 경제공부는 기본개념의 이해에서 시작
한계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필수 개념
미시경제는 나무, 거시경제는 숲
교환의 이익과 가격의 신비한 힘
경제현상 분석과 처방의 어려움

첫째 마당 _ 생활과 경제

1. 왜 경제이해력이 중요한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경제와 연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서는 건강한 가운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적절한 성취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도 행복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물질문명에 대해 비판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풍요가 행복의 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습
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일반 채소를 살 것인지 조금 비싸
더라도 유기농 채소를 살 것인지를 비롯해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와 같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대학진학 여부, 직업 선
택, 주택 구입 등 크고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할
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상식과 지식
을 적절히 활용한 경제적 사고방식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
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경제지식이 사람들을 곧바로 부유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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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강의 첫 시간에 교수들이 강조하는 말은“경제학이 부자가 될 수
있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과연 이 책을 읽기 위해 투자한 시간의 가치에
상당하는 결실이 돌아올까요? 경제상식이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
람이 곧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아
니었던 것은 이것을 잘 대변해줍니다.
경제상식이나 지식이 우리를 한 순간에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사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
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행복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지식이 단기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기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분산하고 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재산
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 운영 성과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에 비례
이러한 경제상식과 지식이 세계경제와 나라경제에서 여러 가지 경제현
상의 흐름과 실태, 그 인과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도 국내 경기가 왜 좋지 않다고
하는지, 환율이 매일 변동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가 나쁜데도 물가는 왜 오르는
지, 왜 농산물이나 영화시장의 개방을 늦추고
자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

경제이해력

경제운영성과

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많은 의문을 해소시켜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보다 정부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
기초 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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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합니다. 이것은 꼭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선택한 정부의 역량을 믿고 나라
경제 운영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라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과 공직자를 선출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을 갖춘 시민
이 요구됩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운영 성과는 국민의 경제이해력 수준에 비례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와 정부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이해력을 갖추는 것은 나라경제의 발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경
기를 뛰는 선수들의 역량은 물론이고 축구를 둘러싼 생태계의 역량이 뒷받
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가 보다 높은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
해서는 정부의 역량과 함께 국민의 합리적 사고와 경제이해력이 제고될 필
요가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
원의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가 합리
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바람직한 성과를 얻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2. 생활은 선택의 연속
경제활동은 선택의 연속 - 선택은 행복의 최대화 과정
일상생활은 경제활동의 연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옷과 음식, 냉장고와 자

경제활동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
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동차 같은 재화나 관광, 금융, 오락과 같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을 모두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기초적인 생
활을 영위하고 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자급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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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을 구입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
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이렇게 하여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을 통해 거래돼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되는데 이것이 모두 경
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은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소비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결국 사람들은 소득, 재산 등과 같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을 경제용어로‘희소성’이
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공기나 물을 희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희소성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뜻함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free goods)로 구분해 왔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맑은 공기나 오염되지 않은 물조차 더
이상 공짜로 가질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양질의 생수는 일반 청량음료 수준의 가격을
치르고 사 먹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었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힘들게 돈과
시간을 들여 휴양림을 찾아가는 것
이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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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는 경제재?
✽

공기도 경제재 일까요? 그동안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공기조차도, 적어도 맑은 공기라는 차원에서는 더 이상 공짜로 사
용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동네 주변의 하천을 잘 개발하고 있지요. 경관으로서뿐 아
니라 환경보전을 통해 좋은 수질과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맑은 공기를 향
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민세 등으로 개발재원이 조달된다는 점에서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아래는 ○○산소 판매 광고입니다.

“○○(마시는 산소)는 산소의 효과적인 섭취를 위하여 식전 30분이나 식후 90분 후 공복 시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되, 한 번 드실 때마다 15방울을 종이컵 한 컵 분량(150ml)에 타서 음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병(60ml)을 구입하시면
하루 세 번 드시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간 드실 수 있습니다.”
✽ 돈이나 노력을 지급해야 얻을 수 있는 유형의 물건을 말하며 자유재의 반대개념

경제문제는 이렇게 이용 가능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즉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데에서 경제문제는 출발합
니다. 경제문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산
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합
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과 포기는 언제나 함께 발생
우리는 경제생활에서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모든 선
택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가가 뒤따릅니다. 즉 선택과
선택의 대가인 포기는 언제나 함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려면 노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부가 생활비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에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돈을 더 쓰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나라경제 전체의 경우에
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나치게 성장을 추구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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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하여 너무 긴축하면 생산활동이
둔화되어 실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잃는 기회비용
모든 경제적 결정에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각각의 다른 선택 대안에 대하여 이득과 손실, 편익과 비용을 따져
보고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선택을 하는 데 고려되
어야 하는 올바른 비용의 개념은 그 선택으로 직접 발생되는 명시적 또는
회계적 비용뿐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다른 선택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하
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예를 들어 퇴근 후 친한 친구와 생맥주 한 잔을 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것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명시적인 비용은 술값이지만 술을 마시
지 않았을 때 하였을 선택, 예를 들어 집에서

무엇을 선택하려면 다른
포기하는 것 중에서 제
일 아쉬운 것의 가치를
말함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독서하는 값어치를
추가하여 전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또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와 같은
말이 있는데 이는 기회비용의 의미를 잘
말해 줍니다.

기초 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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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의 사례
희소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현상을 분
석할 때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기회비용은 보통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명시적 비용은 물론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회비용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도 이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육의 기회비
용을 생각해볼까요? 우선 등록금, 책값, 하숙비, 잡비 등의 명시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기회비용은 이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을 경우 취직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장 운영을 위해 자신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자신의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직접 내는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공장 운영을 위해 포기한 셈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기한 임대료를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의 결과로 치르는 희생, 즉 기회비용이 그
선택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편익보다 적은 것을 선택의 대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대안 가운데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편익이 가
장 큰 대안을, 그리고 편익이 같은 크기라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라는 말은 주어진
예산제약 범위 내에서 만족을 최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의 기준을 나타내는
좋은 예입니다.
저축도 하나의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거나 목돈을 만
들기 위한 저축은 결과적으로 미래 소비생활에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저
축은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 사이의 선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공부는 기본개념의 이해에서 시작
한계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앞에서 우리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
익과 비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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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덧붙여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한계적으로’해야 함을 강조합니
다. 개인이나 기업은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편익과 비용의 크
기를 비교하여, 즉 한계적으로 생각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뷔페식당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먹어야 할지 그만 먹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싼 뷔페요금을 생각
해서 배가 부르고 맛이 없더라도 더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먹든 안 먹든 요금은 차이가 없기 때
문에 이미 지불한 요금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불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
로 먹을 때 얼마나 더 행복감을 느낄 지와 추가로 먹음에 따른 배탈의 가
능성 등 불쾌감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항공사가 예약 없이 공항에서 대기하
다가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에게 항공료를 얼마 받아야 하는지 결정한다고
합시다. 300석의 비행기가 서울에서 목적지인 뉴욕까지 운항하는 데 30만

매몰비용
이미 지불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
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
화하되 이미 지출된 매
몰비용은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임

달러의 비용이 든다면 좌석당 평균비용은 1,000달러가 됩니다. 만일 좌석
의 여분은 많고 승객 한명이 600달러에 가겠다고 한다면 항공사는 이 사
람을 태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승객 한 명을 더 태우면 추가적인 수
입은 600달러이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기내식 비용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
서 답은 명확하겠지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선택에 따르는 추가적인 행복과 추가적인 희생
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인 것입니
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효용을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이윤을 최대
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행동에서 이 한계의 원칙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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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경제주체들이 편익과 비용 개념을 한계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을 할 때, 주변 여건이 바뀌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여건의 변화를‘유인(인센티브 : incentive)’이
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유기농 채소의 값이 오르면 특별히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 채소로 대체할 것입니다. 농가의 입장
에서는 값이 올라 이윤이 증가하므로 유기 농지를 넓히고 인부를 더 고용
하여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
나라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재
정적자가 누적되어 정부가 재정 균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
상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세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율인상이 점차 국민의 조세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근로 및 투자 의욕의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율인상은 나라의 총생산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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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각종 규제, 조세제도 등의
유인을 변화시킬 때에는 이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담당자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가 유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잘 운용하
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러한 유
인 제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로서 잘 발전시
킨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필수 개념
수요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공급은 생산자가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
다. 수요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및 기호 등과 같
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은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이며 상품 가격과 생산비용 등의 움직임에
따라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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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균형’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균형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균형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과 판매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일치합니다.
균형가격·거래량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
는 가격을 말하며, 이때
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균형거래량이라 함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
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
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물론 개인이
나 개별 기업이 시장 전체의 수요 변동을 현실에서 관찰하기란 쉽지 않습
니다. 그렇더라도 명절 때 선물을 사려고 늘어선 손님의 줄을 보거나 판매
기업의 재고 수준 변화를 보면 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
니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은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동시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분석수단입니다.

미시경제는 나무, 거시경제는 숲
경제문제는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
다.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 등과 같이 개별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경제행
위를 분석하고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미시경제 분야라 하며 이는 나무
하나 하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라 경
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민소득, 물가, 고용, 이자율, 환율과 같은 경제
변수간의 상호관계나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거시경제 분야
라고 합니다. 거시경제는 숲 전체의 모양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의 모습을 모두 알아야
하듯이 이 두 분야를 모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경
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개별적인 의사결
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시적 현상과 거시적 현상을 함께 잘 파
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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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의 이익과 가격의 신비한 힘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한마디로 시장경제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김씨의 땅이 사과 재배에 적합한 데 비해 박씨의 땅은 쌀농사에
적합하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사과와 쌀 모두를 재배하기보다는 김씨는 사

시장경제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
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
지는 경제체제

과에, 박씨는 쌀에 특화하면 전체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
게 하여 증가한 생산량을 교환하면 양쪽에 다 이득을 줍니다. 현대사회에
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은 전문화
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우에도 각국
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에 생산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서로에
게 이익이 됩니다. 다만 국가 간의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화폐 간의 교환비
율인 환율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국내거래보다 약간 복잡할 따름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초 다지기 |

33

효율적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사용하고, 일정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최소로 하는 것

신호의 역할을 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생
산하고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통제하고 지시하는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상품
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생
기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은 어떠한 원리로 생산량을 결정할까요? 자기 회
사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량 설문조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의 역할에 그 비밀
이 숨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
의 수요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을 예로 들어봅시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휴대폰의 원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동일한
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델의 가격이 타 모델 가격보다 높은 것은 바로 그 제
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신호이며 제조업체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생산된 제품이 그것을 가장 원
하는 경제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오르면 일반 사람들은 사
과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값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배와 같은 다른 과
일을 더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도 전과 같이 과일을 소비해
야만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은 한정된 자
원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의 경제문제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해결
해 줍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시장의
역할을‘보이지 않는 손’
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가격기구의 효율적인 자
원배분 기능은 시장참가자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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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동일한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한
다면 많은 고객들이 그 기업으로 몰려갑니다. 이 경우 다른 기업은 문을 닫
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습
니다. 동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시장에 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어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사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는 제품을 가장 싸게 생산되도록 하여 자원
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경제체제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있습니다. 구소련이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전의 중국, 베트남 등이 이

계획경제
한 나라의 경제운영이
국가의 통일된 의사 밑
에서 계획적으로 시행되

에 해당됩니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무엇을 얼마에 얼마만큼 생산

는 경제체제를 말하며,

또는 판매하도록 정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의식주와 관련되는 상품의 가격

제와 결부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

을 국가가 무상 또는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분배 면에서 유리한
제도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유인
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아 개인과 사회의 효용 및 후생극대화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점
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
지만 어느 나라도 순수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제
가 완벽하지 않아서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
가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소득분배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등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과 실업 등으로 인해 경
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의 가격기능에만 맡기면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

혼합경제

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에 일정부분 개

고 정부가 공적개입을

입하는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일부 혼합한 경제체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
통해 계획경제의 요소를

기초 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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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상 분석과 처방의 어려움
앞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 경제상식과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공부
를 통해 이와 같은 경제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문제가 모
두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나라경제 전체와 관
련되는 경제정책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문에 이득이 되면
다른 부문에서 손실이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 10명이 모이면 11가지 해
답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크루그만(Paul Krugman)은 경제
학이 물리학보다 어렵고 사회학보다 조금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현
실 경제는 실험실과 달라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리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현
상인 태풍은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그 양태가 거의 동일하지만 경제현상인 경기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은 역사적으로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해 그 결과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사회 현상을 단순한

경제공부

모형에 의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는 많은 오
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설혹 현실성
있는 경제 분석을 통해서 현상을 잘 파악한다
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절히 처방하는 것은

정책

더욱 어렵습니다. 정책 유인이 변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도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자가 당초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
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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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마당 _ 시장경제의 기초

1. 시장경제는‘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움직인다
명절 귀성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이나 추석때가 되면 귀성열차표를
사려고 줄을 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예매가 가능해져 줄을 서는 사람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이것 역
시 사이버 상에서 줄을 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터넷 구매가 선착순으
로 이루어져, 양이 한정되어 있는 표를 사려면 정해진 시각에 남보다 먼저
클릭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컴퓨터를 접속해 놓고 기다려야만 하기 때
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도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명절 기차표를 사려
는 수요자가 공급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명절 기차표의 공급량과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한, 차표에 대한 수요는 공급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
가격기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
한 예입니다.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며, 반대의 경우는 가격
이 하락하여 수요와 공
급의 균형을 달성함으로
써 경제 안의 생산 소비
분배가 조정되는 체계

추첨을 통해 수요자를 고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판매자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에게만 재화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격기구가 제대로 기
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등 인기 스포츠 게임 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미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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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암표상에게 정상가격보다 높은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의 수요가 늘고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약국을 통한 마스크 정액 판매제도를 도
입하였는데 동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개점시간에
맞추어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는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어 이러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
니다. 가격기구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 수준에서 수요자는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고 기업은 그 상품을 판매할 목
적으로 생산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균형가격은 경제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격은 우선 경제주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의 역
할을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구매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또한 생산을 통
해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가격은 또
한 경제활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자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
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
여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배추에 비해 무값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무를
더 재배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여 배추 재배 농가가 무 재배로 바꾸거나 경
제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무 생산에 새롭게 참여하기도 합니다.

남대문시장, 사이버시장
우리는 흔히 시장을 남대문 의류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등과 같이 눈
에 보이는 시장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보다 훨씬 추상
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취
시장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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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우리 주변의 조그만 구멍가게나 포장마차를 비롯하여 주유소, 노점
상, 복덕방도 일종의 시장입니다. 증권거래소나 법률사무소도 주식이나 법
률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므로 시장
입니다.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천연자원, 노
동과 자본도 수요와 공급의 힘에의해 거래되고 있으므로 역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선수와 구단 사이에 연봉계약이 이
루어지고 방송국에서는 연예인과의 사이에 출연계약을 맺으므로 그곳 역
시 시장입니다.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도 각각 시장이 됩니다. 인터
넷상에도 홈쇼핑 같은 여러 가지 사이버시장이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 압력, 교육시장 개방 대책마련 시급, 방송시장 개방 불가피
등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쌀시장은 물론 이고
교육과 방송도 각각 하나의 시장이며 외국이 우리나라 자체를 한 시장으로
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시장을 종합해 보면 좀더 포괄적으로 시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매매
가 이루어지는 매개체입니다. 전통적인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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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는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외환시장과 같이 네트워크
에 의해 장소를 초월하여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장은 매우 다양하
게 존재하지만 시장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두 개의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공급)하려는 측과
구매(수요)하려는 측의 힘이 항상 겨루면서 공급자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요자는 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작동하는‘보이지 않는 손’
시장으로 상품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은 마치 누가 시
킨 것처럼 질서정연합니다. 또한 귀한 물건의 값은 비싸고 흔한 물건의 값
은 싼 것을 보면, 누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 느낌마
저 듭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보이지 않는 손’에 의

보이지 않는 손

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품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의 개입 없이 경제주체들

옮겨주고, 가격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는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

도 가격기구를 통해 효율

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갑자기 귀해지면 시장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이나 정부
의 이기심에 방임해 두어
적인 자원배분이 자동적
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그것의 가격이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상품의 소비를 줄입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귀해진 상품을 더욱 아껴 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
다.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뿐, 남에게 이득을 주어야 한다는 생
각을 하지 않습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쌀을
사는 사람은 없으며, 헐벗은 이웃을 걱정해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해서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을 염려할 필
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얼핏 엉망진
창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질서와 조화를 이
시장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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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시장의 보이
지 않는 손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이익과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읽|을|거|리|

아담 스미스의‘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또는 농부✽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자기가 얼마나 사회
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는가도 알지 못한다. 다만 스스로의 안녕이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목적도 달성하게 된다. 즉 사리(私利)를 추구하는 가운데
공익(公益)도 저절로 증진된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공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
시킨다. 전체 사회의 복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추구는 자연적으로, 아니 필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이끈다.

 자료 : 박원규 외 공역,‘테일러의 핵심경제학’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보이지 않는 손을 정육점, 양조장, 빵집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교환의 이득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과 다섯 개를 샀다고 합시
다. 나중에 그가 사과를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그가 지불한 금액 4,000
원보다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찮음을 무릅쓰고 시간을
들여 시장까지 가서 사과를 사는 수고를 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
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언제나 그가 지불한 금액 이상
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 만족감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고 여기에서 지불
한 금액을 빼면 바로 그 교환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소비자가 교환에서 얻는 잉여(surplus)라는 뜻에서 소비자잉여라고 부릅
니다.

용의가 있는 금액과 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 소비할 때 처음에는 매우 큰

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컨대 사과 다섯 개를 먹는 소비자의 경우, 첫 번째 사
과를 먹을 때의 만족감은 매우 크지만 두 번째 사과를 먹을 때의 만족감은
약간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한층 더 만족감이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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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됩니다. 이때, 사과를 다섯 개를 산 소비자의 경우, 다섯 번째 사과를
소비할 때의 만족감이 사과의 가격(800원)과 똑같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네 번째까지는 가격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에 가
서는 만족감이 실제 지불한 가격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다섯 번째 사과가 주는 만족감의 크기가 돈으로 따져 600원이라면
소비자는 그 다섯 번째 사과를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불한 가격보다
더 작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사
과가 가격보다 더 큰 만족감, 예컨대 1,000원에 해당하는 만족감을 준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다섯 번째 사과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과를
사게 됩니다. 예컨대 여섯 번째 사과가 900원에 해당하는 만족감을 준다면
그것까지 사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어떤 상
품의 마지막 단위에서 나오는 만족감이 가격과 똑같아지는 수준에서 구입
량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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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거래에서 소비자들만이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
생산자잉여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 되
겠다고 생각한 수입과
그 상품을 판매하여 얻
은 실제수입과의 차액

즉 생산자도 이득을 얻는데, 이를 생산자잉여라고 부릅니다. 생산자잉여는
물건을 팔고 얻은 수입이 그것에 대해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생산한 사람이 사과 하나
하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시다.
즉 첫 번째 사과에 대해서는 400원, 두 번째는 500원, 세 번째는 600원, 네
번째는 700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8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지막 다섯 번째의 사과에 대해 받아야겠다는 금액이 가격과 똑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섯 개보다 덜 팔거나 아니면 더 많이 파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 따르면, 사과를 생산해 파는 사람은 다섯 개에 최소한 3,000
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얻는 수입은 4,000원이 되
므로, 1,000원의 생산자잉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로 들
고 있는 사과의 거래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교환으로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
면 이와 같은 교환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것에 해당하는
‘사회 후생의 증가’가 생깁니다. 이를 사회적 잉여라고 부르는데, 사람
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이 상품을 교환할 때 이것이 가장 커질 수
있습니다.

2. 경쟁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 전제
경쟁의 중요성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다양한 경쟁을 합
니다. 가격경쟁을 비롯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 보다 앞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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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 보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경쟁 등 무수히
많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이 시장지배력
을 가진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면 가격은 자원의 상대적 희소
성을 나타내주는 신호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과 산업이 번성하는 반면 유망한 산업
은 발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경쟁은 나아가 기술진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쟁이 없
고 독점이윤을 장기적으로 누리는 기업이나 산업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시장경쟁이 인력개발과
기술진보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
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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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쟁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
니다. 자유로운 경쟁이란, 자유로운 시장참여와 경쟁 그리고 자율적 의사
에의 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편 공정하다는 것은 경쟁이 가격, 품질, 서
비스 등을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에
있어 강매, 기만, 우월적 지위행사 등이 배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경제의 이상 - 완전경쟁시장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기 어렵

완전경쟁시장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
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
함. 어떠한 생산요소나
기업도 자유롭게 들어오

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진공상태와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시장이 현
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이상적인 시장형태의 한 기준은 될 수 있습
니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장조직을 평가하는 잣대의 역할을

고 빠져나갈 수 있으며
누구나 완전한 시장정보
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완전경쟁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떤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갖
추어져야 합니다. 먼저, 생산과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은 같아야 합니다. 품질에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달리 형성됩
니다. 둘째,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자와 생산자
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즉 모든 시장참가자
들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
격수용자(price-taker)입니다. 셋째,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와 시장 여건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보수집과 이용에 따른 어떠한 시간적 금
전적 비용도 없어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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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완전경쟁시장 흉내내기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장의 예를 찾기는 무척 힘들다. 다른 조건은 고사
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한 산업 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
의 산업에서 불과 몇 안 되는 기업들이 독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중략)
어떤 산업 안의 경쟁기업 수가 적더라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만 한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최근에
는 어떤 시장에서의 표면적 경쟁형태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
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해, 완전경쟁시장이 되지는 못해도 이를 흉내 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
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경합시장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없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경합시장이란 진입과 이탈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이 시장 안의 기업은 잠재적인 진
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때문에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지 못한다. 경합시장 이론은 이와 같은 근거
에서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제거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은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진
입과 이탈의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 ‘완전경쟁시장 흉내내기’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자료 : 이준구 외,‘경제학 들어가기’

시장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은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 앞에 설명한 가격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시장 가격 수준에서 기업은 생산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수요자는 원하는 만큼 소비를 결정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잘 배분되어 경제문제가 해결됩니다.

3. 시장경제에는 4인방이 뛴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주체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자를 경제주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
지 형태의 경제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생
산과 소비는 모든 경제주체가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생산은 주로 기업에

경제주체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
부, 국외부문의 4가지로
구분
시장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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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그리고 소비는 주로 가
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부
는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
공재를 생산하며 이를 위해 세
금을 거두어 물품을 구입하고
공무원을 고용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지구촌화되
면서 우리의 경제활동은 국내
경제주체 사이뿐만 아니라 외
국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방경제
에서는 국외부문을 별도의 한
경제주체로 따로 구분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라는
운동장에는 가계, 기업, 정부, 국외의 4인방이 선수로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제주체는 시장경제에서 일정한 목표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
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계는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얻은 소득
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를 통
해 얻는 욕망의 만족감, 즉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고 운영
표 2-1 경제주체
국
<민 간>
가

업

(생산을 통한 이윤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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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부 문
<공 공>

<민 간 >

<공 공>

계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
기

내

정

부

(사회 전체의 후생극대화)

가 계
기 업

정 부

|좀|더|알|아|보|기|

경제객체
경제객체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보통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자 유 재
상

품

생산재

경 제 재
서

비

소비재
스

햇빛, 공기, 물, 바람 등
원료, 재료 등
식품, 가구, 의류 등
교육, 의료, 운송 등

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국외
부문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품
을 구입하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별 역할 분담
가계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각 자연인을 말합니
다. 시장경제에서 가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소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입
니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는 말처럼 가계의 소비 선택은 결국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줍니다.
가계는 또한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정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되지 않고 자영업을 운영하거
나 가족을 위해 요리나 세탁을 하는 등 직접 생산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저축함으로써 기업
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업은 천연자원,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입니다. 즉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시장
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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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이러한 기업활동은 자
연스럽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업은 생산활동
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집
행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막는 일 등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조세 등을 재원으
로 하여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즉 시장기능에만 맡
길 경우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공공재와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합
니다. 정부는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경
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만 맡겨둔다면 사회구성원간의 소득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
기 위해 누진세제와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국외부문은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
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및 정부를 말합니다. 상품
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내
국인의 외국관광, 외
국인의 국내관광 등
역시 우리나라 가
계, 기업 및 정부의
경제활동이면서 국
외의 경제활동이기도
합니다. 국외는 원유나
커피, 바나나처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은 물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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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부족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합니다. 또한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수출시장의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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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마당

가격과 시장
●

1. 수요·공급과 재미있는 탄력성 개념
가격의 결정과 변동은 수요·공급 양자에 의해
수요와 탄력성
공급과 탄력성

●

2. 경쟁은 시장형태를 구분짓는 잣대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독과점시장
독과점시장에 대한 규제

기초 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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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마당 _ 가격과 시장

1. 수요·공급과 재미있는 탄력성 개념
가격의 결정과 변동은 수요·공급 양자에 의해
옛날에는 가격이 공급자의 생산비용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중세시대 성경책의 가격은 성경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같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
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
수요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가격 하에서 상품을 구

자의 의도가 동시에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
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하고자 하는 의도(구

예를 들어 일정한 가격수준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고 가정합시다. 이

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
더라도 구매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러한 상태에서는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

제외)

는 수량을 모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때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공급

현재의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좀더 높은 가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가격 하에서 상품을 판
매하고자 하는 의도(판
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
더라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격을 지불해서라도 이 상품을 사려고 할 것이므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일정부분 포기하게 되어 수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많
아지므로 생산을 늘릴 것이고, 새로운 기업이 더 생겨나기도 해서 공급량
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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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균형가격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균형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변동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
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은 상승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어느
힘이 더 큰가에 따라 가격의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표 3-1 수요 및 공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공급 불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 불변

가격 불변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가격 하락 (수요증가<공급증가)
가격 상승 (수요증가 >공급증가)
가격 하락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수요감소 >공급감소)
가격 상승 (수요감소 < 공급감소)

|좀|더|알|아|보|기|

경제를 알기 위한 분석도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앵무새에게‘수요’와‘공급’을 읊조리도록 가르치면 또 한명의 경제학자가 배출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머릿속에 금방 뚜렷하
게 떠오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개념을 보다 명확
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수요곡선은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사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사려 할 것이고
싸지면 많이 사려 할 것임은 일상생활에 비추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돼지고기 1㎏의 가격이
5,000원일 때 사회 전체적으로 100㎏의 돼지고기를 수요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데 가격만 1만 원으로 오르면 50㎏을
수요한다고 합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이으면 그림1과 같은
돼지고기 수요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공급곡선도 같은 방식에 의해 그릴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1㎏의 가격이 5,000원
일 때 사회 전체적으로 50㎏의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1만 원일 때 100㎏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림2 와 같은 돼지고기 공급곡
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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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그림 1

그림 2

돼지고기 1㎏당 가격(원)

돼지고기 1㎏당 가격(원)

15,000

15,000

공급곡선

수요곡선
10,000

10,000

5,000

5,000

0

50

100

돼지고기 수량(㎏)

0

50

100

돼지고기 수량(㎏)

이제 두개의 곡선을 합쳐서 보면 그림 3과 같이 돼지고기 1㎏당 7,500원이라는 균형가격과 75㎏이라는 균형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
돼지고기 1㎏당 가격(원)
15,000

공급곡선

수요곡선

10,000
7,500

균형점

5,000

0

50

75

100

돼지고기 수량(㎏)

수요와 탄력성
보통 탄력이라 하면 고무줄을 뒤로 당겼다 놓을 때 앞으로 튀어 나가는
것처럼 어떤 작용이 일어난 뒤에 다시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말합니다. 시장경제의 핵심 용어인 수요, 공급, 가격 등에 이 탄력의 개념
을 적용하면 경제현상을 보다 재미있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탄력성은‘충격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위의 고무줄에 대한 예와는 달리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이 서로 다
릅니다. 따라서 측정 단위를 변화율로 통일하여 계산합니다. 어떤 종류의
충격이 왔느냐에 따라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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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 대상에 따라‘수요 또는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말을 붙여
사용합니다.
탄력성 =

반응을 하는 쪽의 변화율(%)
충격을 주는 쪽의 변화율(%)

탄력성은 반응하는 방향에도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응의 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
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탄력적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의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의 소득탄력성
입니다. 소득이 늘면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소득탄력
성이 양(+)이면 정상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가 감소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의 보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
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보리밥보다는 맛 좋은 쌀밥을 많이 먹게 되어 자
연히 보리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상재는 다시 필수재와 사치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율보다
수요의 증가율이 낮은 경우, 즉 비탄력적인 경우 이를 필수재라고 합니다.
소득이 두 배로 늘었다고 밥을 두 배로 먹지는 않습니다. 보통 필수재는 없
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일정량을 넘어 너무 많이 수요할 필요가 없습니
다. 반대로 사치재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치재는 소득이 줄어들 때 수요가

필수재
소득의 증가(감소)율보
다 수요의 증가(감소)율
이 낮은 재화
사치재
소득의 증가(감소)율보
다 수요의 증가(감소)율
이 높은 재화

소득의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합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입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가격증가율보다 수요의 감소
율이 큰지 작은지의 반응 정도가 주요 관심대상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생
략하고 절대값만을 따집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엇보다 기업의 수입
과 직결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아 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을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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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말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의 소설「허생전」에는 주인공인 허생이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모두 사들여 큰 돈을 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 물건이나 사들인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말총은 당시 양반들의 생활필수품이
었던 망건과 갓의 원재료인 데다 마땅한 다른 원재료(대체품)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가격이 올라
도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하는 품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말총의 수요가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허생이 말총 가격을 올렸더라도 말총 수요가 줄어 큰 돈을 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허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품목을 적절하게 선정하였던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커 탄력적인 경
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합
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정확히 1(단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변해도 수
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구내식당에서 5,000원 하던 메뉴
가격을 10% 올렸을 때 한 달에 200명이던 수요가 10%만큼 줄어든다면 구
내식당의 수입은 가격을 올리기 전이나 올린 후나 별로 변함이 없을 것입
니다(5,000×200≒5,525×181). 이 경우가 단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똑
같이 가격을 10% 올렸을 때 이번에는 수요가 10%보다 적게 줄어든다면 수
입은 처음보다 증가할 것이고 수요가 10%보다 많이 줄어든다면 수입은 감
소할 것입니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습니다. 생활필수품은 가격이 웬
만큼 오르더라도 꼭 소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내식당 메뉴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필수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가격을 올린다면 대체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원래 상품의 수요는 많
이 줄게 됩니다. 즉 구내식당에서 메뉴 가격을 올릴 경우 주변에 비슷한 가
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외부 식당이 많이 있다면 그 메뉴에 대한 수요는 탄
력적이 되어 가격을 올릴 경우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 상품의 수요는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에 관련 상품의 가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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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특정한
다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교차탄
력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빵 가격이 많이 올라 식빵 수요가 줄어들
면 여기에 발라 먹는 쨈의 수요도 줄 것입니다. 즉, 식빵 가격에 대한 쨈 수
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부호를 갖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완재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체재는 교차탄력성이 양(+)인 경우인데 쇠고기 가
격이 올라갈 경우 이를 대체하는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상품군들이 있는 반면, 배추와 낚싯대, 운동화와
칠판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즉 교차탄력성이‘0’인 경우도 있습니
다. 이를 독립재라고 합니다.

보완재
식빵과 쨈, 스마트 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한
상품씩 따로 소비할 때
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
대체재
그 용도가 비슷하여 한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
을 소비해도 얻는 만족
에는 별 차이가 없는 상

공급과 탄력성

품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같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
승하였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주로 가격이 올랐을 때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신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
간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
우 이번 달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도 새로운 쌀을 공급하려면 1년의 시간
이 필요하므로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어 비탄력적입니다. 반면에 반도체
나 TV같은 공산품은 가격이 오를 경우 바로 공장가동률을 높여 공급을 늘
릴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입니다.
어떤 재화에 대해 상품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가운데 누가 실제
로 세금을 내게 될 것인가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충격에 대한 운신의 여지가 적다는 의미이므로 세금
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상품의 생산원가가 1만 원이고 정부가 여기에 세금을
1%(100원) 붙인다고 합시다.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큰 반면 공급은 가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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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이 전혀 없다면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경
우 수요가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1만 원 그대로 유
지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1만 원 가운데 1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전보다 100원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가 전혀 탄력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세금 100원 만큼을 수요자에 전가하여 가격을 올리게 됩니
다. 이 경우 기업은 전과 같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고, 세금만큼 가격을
올렸으므로 이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경쟁은 시장형태를 구분짓는 잣대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앞에서 완전경쟁시장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보
통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공급자 수를 기준
으로 보면 각각 경쟁시장에는 공급자 수가 다수, 독점시장에는 하나, 과점
시장에는 소수입니다. 수요독점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품의 경
우 수요자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보통 공급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읽|을|거|리|

발렌타인데이의 꽃 가격
매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 연인들 못지않게 즐거움에 들뜨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꽃가게 주인과 초콜릿가게
주인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날 장미꽃 값은 크게 뛰는 데 반해 초콜릿의 가격 상승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장미꽃과 초콜릿이라는 상품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초콜릿과 같
은 공산품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큰 폭으로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초콜릿의 공급은 탄력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장미꽃의 공급량은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여도 단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장미꽃의 공급은 비탄력적
이다. 따라서 두 상품의 수요가 엇비슷하게 증가하여도 초콜릿 가격보다 꽃 값이 훨씬 크게 오르는 것이다.
 자료 : 김준원,‘포인트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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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1990년 미국 의회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보석, 고급승용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사치세를 채택하였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담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데 있었다. 앞에 열거한 사치품은 부자들만이 살 수 있으므
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 대해 과세하는 논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여 나타난 결과는 의회의 의도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요트 시장을 생각해
보자. 요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다. 백만장자들은 요트를 사는 대신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사거나 유럽 여행을 하거
나 자손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요트 공장을 다른 재화의 생
산 공장으로 쉽게 변환할 수도 없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시장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조세의 귀착은 분명
하게 예측할 수 있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
이라면 세금부담은 주로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즉 요트에
대한 세금은 주로 요트 제조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부담하여
실제로는 세금만큼 요트 판매로 얻는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
를 빚었다. 그러나 요트 제조업 근로자들은 부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
층에게 전가된 것이다.
사치세가 시행된 이후 이 세금의 귀착에 대한 가정이 옳
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치품 공급업체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납득시켰
고 그 결과 의회는 1993년 대부분의 사치세를 폐지하였다.
 자료 : 맨큐, 김경환 외 공역,‘맨큐의 경제학’

구분합니다. 수많은 공급자가 있는 주식시장은 경쟁시장이며, 한국전력처
럼 한 개의 기업이 전기라는 한 상품의 전부를 공급하는 경우는 독점시장입
니다. 자동차시장처럼 몇 개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은 과점시장이
라고 합니다.
시장은 또한 진입장벽에 의해 구분하기도 합니다. 진입장벽이란 특정 상
품 시장에 새로운 공급자가 참여하는 데 방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
시장에서는 언제든 참여할 의사와 생산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아무런 제한

진입장벽
특정 상품시장에 새로운
공급자가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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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의 전략에 의해서건 제도에 의해서건 진입장벽
이 존재하여 새로운 기업의 진입 기회가 전혀 없으
며, 과점시장에서는 두 시장 중간 정도의 높은 진
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능력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쟁시장에
서는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시장가격보다 가격을 높이면 상품이 팔리
지 않고 가격을 낮추면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윤을 최대로 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생
산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마
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경쟁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 3-2 경쟁에 따른 시장별 비교 (1)
구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공급자수

분

다 수

소 수

1 개

진입장벽

없 음

높 음

매우 높음

없 음

있 음

절대적

기업의 가격 통제력

독과점시장
완전경쟁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시장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독과점시장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

에는 독과점시장이 많이 존재합니다. 시장에 독과점기업이 존재한다는 것
은 그 시장에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이 크게 생기는 것을 다른 경제주체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 시장에 새
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시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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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생성되고 유지되게 하는 진입장벽은 보통 다음의 다섯 가지 이
유에 의해 발생됩니다. 첫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
을 증가시킬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시장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수요량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 부릅니다. 자연독점은 전력,
전화, 수도 등과 같이 설비투자에 거액이 소요되는 산업의 초기 육성단계
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둘째, 정부가 특허권, 판매권, 인허가 등을 한 기업에만 내줌으로써 법
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라
에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명가에게 몇 년간 특허권을 부여하
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특허권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
다. 과거 나라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소금을 전매한 것이나 담배와 홍
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독점하여 전매하였던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넷째,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
사이트를 독점으로 소유하면 알루미늄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독점기업
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업의 시장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점시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구미가 당기는 일입니다.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볼 것 없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독점의 지위를 획득하거
나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기업이 도산할 정도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가격전략을 일시적으로 편다거나 또는 독점기업이 되기 위해 인
수·합병(M&A) 전략을 통해 경쟁기업을 합병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시장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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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근에는 압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독보적인 제품을 생산함으로
써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자가 나타나지 못해 독점기업으로 등극하는 경
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독점기업 체제는 경영자나 근로자 어느 누
구도 구태여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유
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독점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진입장벽
을 쌓는 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도 비효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공급량은 완전경쟁시 장의
공급량보다 적으며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습니다. 결국 소비
자는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과점시장은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장 형태입니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
쟁을 하게 되고 경쟁사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등에 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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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과열경쟁은 개별 기업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의 기업이 힘을 합해 마치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석
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원유가격의 상승을 위해 담합하여 생산
량을 줄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점기업 역시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동반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점
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은 기업 간 담합이나 기업 간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달
라지므로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독점시장보다 낮고 경쟁시장보다 높
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급량은 독점에 비해 많지만 경쟁시장보다는 적
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독점시장보다 높지만 경쟁시장에 비해
서는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3-3 경쟁에 따른 시장별 비교 (2)
구

분

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격

경쟁가격

<

과점가격

<

독점가격

량

경쟁생산량

>

과점생산량

>

독점생산량

개별 업체 이익

경쟁이익

<

과점이익

<

독점이익

사회 전체 후생

경쟁후생

>

과점후생

>

독점후생

가
생

산

|좀|더|알|아|보|기|

독점적 경쟁시장
현실에서는 독점시장의 성격과 경쟁시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옷가게, 극장, 식당,
미용실 등은 똑같은 상품을 파는 것 같지만 품질과 서비스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시장진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경쟁시장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경쟁시장은 과점시장처럼 독점과 완전경쟁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 시장구조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독과점시장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
거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하여 정부는 시장점유율
시장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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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독과점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과점화로 해당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기준은 1개 기업의 시
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3개 이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 이
상인 경우입니다. 이들 독과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신
규진입 방해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
할 경우 가격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카르텔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기
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
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
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은 카
르텔(cartel)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물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윤을 확보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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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경제주체 이해하기

4

넷째 마당

소비자와 기업
●

1. 가계는 경제를 지휘하는‘지휘자’
소비의 힘
소비활동과 효용
합리적인 소비

●

2. 기업은 경제의‘엔진’
기업의 힘
생산활동과 이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기업가정신과 기업윤리

넷째 마당 _ 소비자와 기업

1. 가계는 경제를 지휘하는‘지휘자’
소비의 힘
|읽|을|거|리|

박제가의‘우물론’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쓸수록 자꾸 채워지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리고 마는 것이다. 비단옷
을 입지 않으니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여공(女工)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비뚤어진 그
릇을 탓하지 않으니 일에 기교가 없고, 나라에 공장(工匠)과 도야(陶冶 : 질그릇을 굽고 연장을 벼리는 장소)가 없어지게 되
며 나아가서는 기술과 재주가 없어질 것이다.
 자료 : 김상규,‘박제가의 우물론과 균형소비교육’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제가는 일찍이‘북학의’
라는 저서에서 소비의
중요성을 위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물물은 적절하게 퍼서 사용하면 다
시 신선한 물로 계속 채워집니다. 우물에 있는 물을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
으면, 우물이 말라 버리고 결국에는 우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된 물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재고로 쌓이고 그 상
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비
단옷과 기교 있는 질그릇 예는 소비주체인 가계가 품질 좋은 상품을 꾸준
히 소비함으로써 생산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처럼 경제에 있어서 소비의 역할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지속하게 할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기술발전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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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경우,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의 경제적 이윤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뜻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생산을
확대하라는 신호를 주며 나아가 그 기업이 포함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기업에
게 생산을 축소하라는 신호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활동과 효용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리
고 어떤 상품의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효용이 추가로 증가한 분을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소비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효용

효용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
함으로써 느끼는 소비자
의 만족감

은 증가하지만 한계효용은 감소합니다. 무더운 날, 청량음료를 마시는 경
우를 생각해봅시다. 첫잔의 경우 시원함의 효용은 매우 크지만 그 다음부
터 한 잔이 주는 추가적인 만족감은 잔을 더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성질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뷔페식당입니다. 뷔
페식당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먹고 나오는 사람은 없
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계속 먹게 되면 그 음식의 한계
효용이 감소하여 다른 음식이 주는 한계효용보다 작아지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계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거나 일정하다면 어떤 일이 발
생할까요? 뷔페식당의 예를 계속 들어보면, 여러 가지 메뉴 중 갈비를 가
장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에 갈비부터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
비를 아무리 먹어도 한계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음식보다 여
전히 갈비의 한계효용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갈비 먹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한계효용이 감소한다고 해서 모든 재화가 일정한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화는 상당량을 소비할 때까지 한계효용이 별로 감소하지
경제주체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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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어떤 재화는 한계효용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더운 여
름 끝에 오는 시원한 가을 날씨가 이틀 연속 지속된다고 해서 둘째 날의 한
계효용이 첫째 날의 한계효용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
해 스포츠 신문이나 영화는 한계효용이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
두 부의 스포츠 신문을 구입하거나 같은 영화를 끝까지 두 번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가계는 효용을 크게 만들기 위해 소비를 합니다. 효용이란 것이 상품
소비에 따라 얻게 되는 만족이므로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전체 효용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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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상
품의 양은 소득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소비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예산제약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효용이 가장 커지는 소비

예산제약

를 하게 됩니다.

는 데 드는 지출액이 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
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소비

조건

소비활동은 각자의 효용을 크게 해 주며 동시에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유
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합리적
인 선택과 소비자주권의 철저한 실천을 통해 불량품이나 부당 영업행위
등이 발붙이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익도
사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행위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기업

소비자주권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소비자의 선호가 존중되
고 반영되는 현상

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가장 무서운 상대는 그 나라 정부나 기업이 아
니라 그 나라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곧 시장경제의 지휘자이자 시장경
제 최후의 감시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소비를 할 때의 판단 기준인 효용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칫 개
인의 소비선택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
니다. 나중에 후회를 한다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
면 합리적인 소비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자신의 효용이 무엇인가를 정확
히 알고 그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여 주는 소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활화하여
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 계획적인 소비생활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구매계획을 세운 후에 구매
를 해야 합니다. 장보기에 앞서 사야 할 품목을 적어 보는 것이 충동구매와
시간의 낭비를 막아 줍니다. 일생주기를 고려하여 장기 생활설계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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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 극대화 방법
어떻게 소비선택을 해야 전체 효용이 가장 큰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0원을 가지고
갈비와 초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두 상품은 모두 한 개에 1,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밥보다 갈비를 더 좋
아하지만 갈비의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폭이 초밥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갈비와 초밥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
을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갈비와 초밥의 한계효용
수량(번째)

갈비(한계효용)

초밥(한계효용)

1

16

5

2

8

4

3

4

3

4

2

2

5

1

1

이 사람은 예산제약인 5,000원으로 갈비만 5개를 먹을 수도 있고 초밥만 5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갈비 2개, 초밥
3개와 같이 섞어서 5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뷔페식당의 예에서 본 것처럼 갈비를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만 5개를
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갈비를 먹을수록 그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까요?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전체 효용을 계산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는 갈비
3개와 초밥 2개를 먹으면 전체 효용의 크기가 3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갈비와 초밥 소비에 따른 전체 효용
갈비(개)

초밥(개)

전체효용

5
4
3
2
1
0

0
1
2
3
4
5

31
35
37
36
30
15

갈비
(한계효용)

⇦

16
8
4

초밥
(한계효용)

5
4

수량(번째)

1
2
3

그런데 이렇게 각 소비선택이 주는 효용의 크기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서는 효용이 가장 큰 상품묶음을 찾을 수 없을까
✽

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이라는 것입니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란 예산제약에 맞추어
전체 효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각 상품에 마지막으로 지출한 돈의 효용이 같아지도록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는 원리입니
다. 만약 각 상품에 대한 마지막 1원의 효용이 서로 다르게 소비하고 있다면 소비선택을 달리하여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서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묶음에서 3번째 갈비의 한계효용과 2번째 초밥의 한계효용이 모두 4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소비활동은 위의 예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설사 간단하다 하더라도 한계효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
해 가면서 소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뿐 이미 상품을 실제 구입할 때마다
각 상품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을 같게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각 상품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균등하여, 주어진 소득으로 한 상품을 덜 소비하고 다른 상품을 더 소비해도 전체효용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때
소비자는 최대의 효용을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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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다음 가능하면 그 안에서 지출과 저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
혼기에는 지출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이 늘어나므로 미래지출에
대비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더|알|아|보|기|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 과 소 비 : 자신의 현재 및 미래 소득수준이나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생활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소비
● 과시소비 : 효용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금전력이나 지위를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하는 소비
● 모방소비 : 꼭 필요하지 않으나 소비자들의 상위지향적 욕망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주위 사람 또는 상위계층을
따라 하는 소비
● 충동소비 : 사전 구매계획 없이 구매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매자극을 받아 충동적으로 하는 소비

|읽|을|거|리|

최근의 소비행태는 비합리적인가? - 가성비와 가심비
가성비는‘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 말입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의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가심비란 가성비에서 파생된 단어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뜻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것을 더 중시하며 이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최근
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단어입니다. 가성비만 따지거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며 행해졌던 소비에서‘나’중심의 소비로
바뀌면서 소비 형태도‘심리적 만족 극대화’와‘불필요한 소비의 최소화’로 나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어른들
이 어린이 상품을 구매하는 키덜트(어린이를 뜻하는‘Kid’와 어른을 뜻하는‘Adult’의 합성어)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
다. 키덜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현실적인 쓸모보다는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옷이나 가전제품
을 구매할 때처럼 상품의 사용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옛 만화와 게임 속 캐릭터 인형을 구매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채
우려고 합니다. 이는 가심비를 중시하는 최근 소비 행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덜트족의 소
비행태는 합리적인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합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과 품질 등을 고려해 그 상품을 소비할 때 얻
게 되는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행위를 가리킵니다. 키덜트족의 소비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의 전제가 되는 호모 이코노미쿠
스(homo economicus, 경제적 인간), 즉 정서나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
만 현실에서 사람들의 소비는 심리와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키덜트족의 소비문화는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 주관적
요소의 중요성이 점차 인정되는 최근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 이보라,‘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 동아일보 2019년 7월 9일 및
월간 마케팅, 2018년 2월호(p.65-70) 수정 발췌

경제주체 이해하기 |

73

다음으로 가격과 품질에 근거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대형이나
외제를 선호하기보다는 가격과 품질과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소비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개인의 생활여건과 편리성을 따져 물건을 고르
고 가격과 품질, 실용성 등을 고루 살펴보고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합니다.
소비자정보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만족스러
운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
문, 잡지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정보와 소비자단체 등의 상품 테스트 결
과와 생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소비활동이 필요합니다. 생산적인 소비는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
로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유흥비 지출과 같은 일회성 소비를 자제하고 미
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는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기업은 경제의‘엔진’
기업의 힘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생산을 전문
으로 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입니다. 무슨 일이든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같
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
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높은 비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
의 상품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이윤
을 남기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은 기업의 이러한 생산증가로 얻어지는 소득
증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 즉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지역경제의 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광역시 일부 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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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대부분 두 회사의 임직원 및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나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경쟁적으로 공업단지나 외국
인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이 지역 주민이나 국민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우리 기업은 외국에 잘 알려져 있
습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생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상위권
을 유지하면서 세계로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발표 기준으로 2018년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세계 27위, 국민총소득은
11위이지만 이들 산업의 생산은 세계 5위권 내외를 기록하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높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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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과 이윤
기업의 목적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이란 판매수입에
서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것이므로 이윤을 크게 한다는 것은 판매
수입과 생산비용의 차이가 가장 크게 되는 수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산
량이 늘어나면 판매수입이 증가하지만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량을 늘리는 것이 이윤을 늘리는 데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
은 새로운 한 단위를 더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과 그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많으면 생
산을 계속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수입과
생산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실제 지불한 비용뿐만 아니라 직접 지
불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포함한 기회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장부에는 인건비, 물건비, 임대료, 지급이자
등 실제로 경비가 지출된 것만이 비용으로 처리되
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비용만을 생산비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실제 지출된 비용을 회계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지출한 회계
비용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비용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
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만 비로소
진정한 비용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과정의 기회비용은 실질적인 의
미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비
용을 포함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를 고려하여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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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개업에 따른 명시적비용, 암묵적비용 및 기회비용
A는 연봉이 1억 원인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고 모아둔 예금으로 빵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임대료 2,000만 원, 시설대여료 1,000만 원, 사무용품 1,000만 원, 아르바
이트생 월급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저금해두었던 연이율 3%의 통장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빵집 개업
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임대료, 시설대여료, 사무용품 비용,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합하여 연 6,000만 원입니다. 한편 암묵
적 비용에는 본인의 연봉 1억 원과 6,000만 원을 예금했을 때의 이자인 180만 원(6,000만 원 × 3%)이 포함됩니다. 따라
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6,000만 원)과 암묵적 비용(1억 원 및 180만 원)을 합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을 계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암묵적 비용이라 부르는데,
기업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
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와 비슷

그림 4-1 회계상 이윤과 경제적 이윤

하게 기업이 얻는 이

총수입

회계비용

윤도 회계상 이윤과
회계상 이윤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회계

회계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경제적
이윤

상 이윤은 총수입에서
회계비용을 뺀 나머지
를 말합니다. 반면에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

경제적 이윤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에서 기회비용을 빼서 구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은 회계상 이윤보다

뺀 나머지를 뜻하며 암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적 이윤과 회계

가 있음

묵적 비용 만큼의 차이

상 이윤의 차이는 이윤을 계산할 때 암묵적 비용까지도 고려했는지의 여부
에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얼핏 생각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단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꼭 그
렇지만은 않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들은 오히려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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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산업들은 규모가 커
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생산기술 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물당 평균비용이 감
소하는 현상

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질 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
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산업에서 인수·합병(M&A)이 일어나고 있
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에도 그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
선 생산규모가 커지면서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가능한 데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핀 만드는 공장의 예
를 들어 분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얼마나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
하였습니다. 하루 몇 십 개의 핀을 만들 정도인 작은 생산규모에서는 한 사
람이 철사를 만들고 자르고 뾰족하게 만드는 일을 모두 도맡아서 해야 합
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핀 하나의 생
산단가가 무척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면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가
능해지는 데서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도 합니
다. 공학에서는 어떤 시설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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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위‘0.6규칙’
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시설용량
을 k배로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에 드는 비용은 k0.6배로 증가한다는 것입
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의 생산능력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원래 비용의 두 배가 아니라 20.6배, 즉 1.52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생산능력이 세 배가 되려면 비용이 1.93배, 네 배로 되려면 2.30배라는 식
으로 변해 갑니다. 이는 수돗물 1톤당의 생산단가가 점차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임을 뜻합니다.
규모의 경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산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와 트럭을 각각 하나씩의 기
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이 두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
함으로써 비용 상의 이점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예

범위의 경제

로 어떤 기업이 승용차 5천 대를 생산하는 데 5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다

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른 기업이 트럭 2천 대를 생산하는 데 300억 원이 든다고 합시다. 만약 이

생산품의 종류가 많을수
현상

중 어느 한 기업이 승용차 5천 대와 트럭 2천 대를 동시에 생산할 경우
800억 원보다 더 적은 비용, 예컨대 7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면 범위의 경
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위의 경제는 상품의 성격이 유사한 결합생산물의 경우에 잘 나타납니
다. 예를 들어 구두와 핸드백, 쇠고기와 소가죽, 닭고기와 달걀 등과 같은
상품은 그 성격상 같은 기업에 의해 함께 생산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결
합생산물의 예들입니다. 또한 생산시설이나 유통망을 여러 가지 다른 상품
을 생산·판매하는 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위의 경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가치 있는 부산물이 생
기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과 기업윤리

여러 제약과 리스크 등에
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
사업 다각화, 시장 개척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일반적으로‘위험을 무릅쓰고 새로
이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혁신하는 의지와 능력’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가
의 모험정신

경제주체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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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로 천연자원, 노동, 자본
의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여
기업가정신을 제4의 생산요소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릅니다. 원료나 종업원, 생산기술 등을 확
보하여야 하고 계획 하였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한 제품이 소비
자에 의해 선택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활동을 합니
다. 기업가정신을 주창한 대표적 경제학자로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있
습니다. 먼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기업가정신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새롭게 제공할 기회를 포착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생산 기술이나 방법을 혁신하는
일입니다.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보다 저렴
한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것을 모색해
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합니다. 새
로운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했
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시장이 없
으면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늘어날 수요가 없는
시장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
나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말합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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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생겨
난 경제주체입니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는 소득
을 창출시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자신은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자에게 봉급을 제때에 지급함은 물론 국가에 세금
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으로도 사회적 책임를 충분히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업윤리가 강조되는 것일까요? 기업들이 대형
화되면서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많은 기업들은
‘정도경영’이나‘열린경영’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 경영성과를 사회
로 환원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경영전략의 하나로 실행하는 추세입니다.

|좀|더|알|아|보|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은 전통적인 경영 목표인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을
통해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관점도 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던 전통적 기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ESG 기
준(criteria)이 최근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등과 같은 요인이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을 한층 더 인식하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재무적 지표보다는 장기적이고 지
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ESG 기준이 투자에 있어
서 향후 새로운 트렌드의 하나로 정착될지에 대하여도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 : The Financial Times 2020년 7월 10일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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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마당

시장과 정부
●

1.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정부의 수입과 지출

●

2.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가?
시장의 한계
시장실패의 원인

●

3.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나?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실패

●

4.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행위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다섯째 마당 _ 시장과 정부

1.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공급되어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과 관련된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의 공
공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정부는 공공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가계와 기업에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
요한 시설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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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그리고 거대한 고용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과거 주로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진 오
늘날에는 정부의 활동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
니다. 이 돈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공기업을 운영하
여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국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지출 행위를 통틀어 재정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재정활동
정부가 나라의 살림을

그림 5-1 정부의 경제활동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판매수입
생산물 시장
▶

재화, 서비스

◀

▶

공공재 공급
정부지출(보조금 등)

가계소득

세금징수
공공재 공급
정부지출(보조금 등)

◀
▶

▶

기 업

정부지출
(임금 등)

정부구매
(생산요소)
노동, 자본, 토지

◀

정 부
▶

▶

세금징수

재화, 서비스

정부지출
(물품대금)

◀

◀

정부구매
(재화, 서비스)

가 계

◀

◀

▶

▶

가계지출

수입·지출 행위

생산요소 시장

노동, 자본, 토지

◀

임금, 이자
임료, 이윤

정부의 수입과 지출
정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통해 마련합
니다. 조세수입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인데 정부의 수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우 조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80%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거나 소비할 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기업은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예금자는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상
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세외수입은 조세 이외의 수입으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을 팔거나 빌려주었을 때 얻는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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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입장료, 과태료, 벌금 등의 수입을 말합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
다. 정부는 조세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
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민간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이 돈을 씁니다. 정부가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도 이 돈으로 지급합
니다.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회보조금 등으로 가계나 기업에게 보조금
을 줍니다. 이러한 지출을 통틀어 경상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토
지, 건물, 기계설비 등을 사기도 하는데 이때 드는 돈이 자본지출에 해당됩
니다.
표 5 -1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
(조원, %)

구

분

2010
금 액 구성비

2015
금 액 구성비

2019
금 액 구성비

Ⅰ. 경 상 수 입

268.5

99.1

335.9

99.0

441.1

99.4

● 국세수입

177.7

65.6

217.9

64.2

293.5

66.1

● 사회보장기여금

35.6

13.1

53.1

15.7

69.6

15.7

● 세외수입

55.2

20.4

64.9

19.1

78.1

17.6

Ⅱ. 자 본 수 입

2.4

0.9

3.3

1.0

2.7

0.6

총수입(Ⅰ+Ⅱ)

270.9

100.0

339.2

100.0

443.9

100.0

Ⅰ. 경 상 지 출

216.9

85.3

296.2

87.3

387.1

84.9

Ⅱ. 자 본 지 출

34.2

13.5

34.3

10.1

49.6

10.9

3.1

1.2

8.8

2.6

19.2

4.2

254.2

100.0

339.4

100.0

455.9

100.0

Ⅲ. 순

융

자

총지출 및 순융자(Ⅰ+Ⅱ+Ⅲ)

✽ 통합재정수지 기준(중앙정부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자료 : 통계청

재정지출의 규모와 내용은 시대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변해 왔습니
다.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영역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물론 사회
복지 확충, 환경 보호, 과학기술 지원 등으로 더욱 넓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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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분야별 배분현황을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회복지 증진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
가 높아지면서 보건·복지·고용분야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림 5 -2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100
90
80
70
60

16.6

15.5

16.3

4.4

4.5

10.1

10.0

4.3
9.9

공공질서·안전

13.1

14.1

15.0

국방
교육

50
40

27.7

30.8

8.6

6.6

34.3

30
20
10

일반·지방행정

SOC
4.2

19.5

18.5

2010

2015

보건·복지·고용

기타

15.9

0
2019

주 : 본예산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0 대한민국 재정’
, 2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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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가?
시장의 한계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경제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보면 누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이 매우 무질서해 보이고 번잡스럽다는 느낌
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경제활동이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
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되는
질서,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적당히 절충
되는 조화가 때로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연출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장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이야기 하
였듯이 아담 스미스(A. Smith)는 그것을‘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하였
습니다.‘보이지 않는 손’
은 바로 시장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
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가격기구를 뜻합니다.
그러나 시장여건의 불완전성이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시장실패

않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합니다.

시장여건의 불완전성 또
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
성 등으로 자원의 배분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시장실패의 원인

지 않는 현상

시장실패는 불완전한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일어납니다. 먼저 시장이 독점
이나 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불완전한 경쟁 상태에 있게 되면 시장기
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독과점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
람들이 시장가격이나 생
산량에 대해 임의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기 쉽습니
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적은 공급량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시장
을 몇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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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기 위해 담합을 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할 때에 비해 상품의 가격은 높아
지는 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독과점시장에서 나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
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을 정하거나 인상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의하여 부당

나는 문제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들

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은 결국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도 시장실패를

조 제1항)

야기합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

외부효과

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
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

어떤 경제주체가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해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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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유형
재화와 서비스는 두 가지 기준 - ① 경합성(rivalry)이 있는가? 즉 어떤 사람이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영향을
받는가? ② 배제성(excludability)이 있는가? 즉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 에 의해 크게 네 가지로 분
류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옷처럼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를‘사용재’라 합니다. 누군가가 이들 재화를 소비하
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
스는 사용재입니다.
사용재와는 달리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공공재’라 합니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의 경우 어떤 사람이 국가안보로부터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이면
모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재이지만 소비과정에서 경합성 또는 배제성이 나타나는 재화와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경우를‘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를 생각해 봅시다. 바닷속 물
고기는 배제성이 없습니다. 어부들에게 일일이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부가 물고
기를 잡으면 그만큼 다른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듭니다. 즉 바닷속 물고기는 경합성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는‘자연독점’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연독점이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기는 독점으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합니다. 좋은 예로 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전기
를 생산·공급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평균비용이 줄어듭니
다. 전기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전기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
의 소비가 영향을 받을 만큼 전기의 양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전기의 소비에는 경합성이 없습니다.
재화의 유형

없
경

다

공공재

자연독점

● 국방, 치안, 외교

● 전기

● 화재경보

● 유선방송

● 한산한 무료도로

● 한산한 유료도로

합
성

공유자원

사용재

있

● 바닷속 물고기

● 아이스크림

다

● 혼잡한 시민공원

●옷

● 혼잡한 무료도로

● 혼잡한 유료도로

없

다

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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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

다

수 등이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첨단기술 개발, 꽃
길 가꾸기 등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부정적 외부효과 :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

▶ 긍정적 외부효과: 잘 조성된 꽃길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
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다주는 개인
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는 필요 이상으
로 많이, 긍정적 외부효과는 적정 양보다 적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존재 역시 시장실패를 초래합니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먼
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사용재(私用財)와 달리 여러 사
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인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어
렵 습니다. 국방, 치안, 외교, 소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공재
의 특성은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를 일으킵니다. 무임승
차자 문제란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
다. 공공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되어야

무임승차자 문제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
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
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
기는 문제

합니다. 그러나 공공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일단 생산되
면 사람들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을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은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
경제주체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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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어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에 훨씬 미치
지 못할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거래 당사자 둥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더 좋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등 정보의 비
대칭이 존재하게 되면 시장 거래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여섯째 마당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에서 보
다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을|거|리|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공공재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Belling the Cat)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쥐들이 고양이 때문에 늘 위험을 느끼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론을박을 하던 중 젊은 쥐 한 마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아 두면 그 방울소리를 듣고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쉽게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
습니다. 쥐들은 모두 좋은 의견이라고 기뻐하였으나 한 늙은 쥐가“누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 놓을 수 있겠는가”하
고 물었더니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대답하는 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가정하면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게 될까
요? 아마 쥐들의 정부가 없고 쥐들이 합리적인 시장참여자라면 자발적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전형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속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
경합성은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
이 가로등 불빛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불빛을 이용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쥐가 고양
이 목의 방울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다른 쥐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불가능성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로등은 길을 지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
므로 특정한 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고 나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 방울소리를 특정한 쥐만 골라서 못 듣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라는 속성을 가지므로 공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92

|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3.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나?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시장실패
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합니다.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
게 정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
라 기업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소비자기본법」등을 만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어 시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같은 기구를 두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정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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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벌과금을 부
과합니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
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맡길 경우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생산이 어려운 공
공재를 정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하여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
책수단을 써서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가운데 다른 하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면
시장경제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 의해 분배되도록 놓아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
이의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 있으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과 같은 경
제적 약자들은 자기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소득 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실업·질병
·사고·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갑작스런 변동은 사회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물론
사회 활력이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사회적
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관련하여 조정자
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더|알|아|보|기|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정부개입의 근거
우리나라 헌법은“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제
1항)”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사유재산제도를 보장(제23조 제1항)하고 국방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 법
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자유시장경제의 폐해를 제거하고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시
장경제 원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
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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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정부의 기능
시장경제에서 시장과 정부의 기능은 상호 보완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기능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시장개입의 목적이 시장실패의 보완과 형평의 개
선에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평의 개선을 시장실패의 보완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도 합니다.
시장실패의 보완
최 소
기 능

형평의 개선

공공재 공급

빈곤층 보호

·국방

·법과 질서 확립

·사유재산권 보호

·거시경제안정 유지

·빈곤 퇴치
·공중보건
불완전 정보 극복

·재난 구호
사회보험 제공

외부효과 개선

독점 규제

중 간

·의무교육 제공

·공익사업 관리

·보험(의료·생명·연금)

·연금을 통한 소득분배

기 능

·환경 보호

·반독점정책

·금융규제

·빈곤층을 위한 공적부조

·소비자보호

·실업보험

적극적
기 능

민간경제활동 조정

소득 재분배

·시장기능 활성화(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유인 제공

 자료 : World Bank,‘World Development Report’
, 1997년

정부실패
오늘날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 마을에 다리를 놓아 달라,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을 지어 달라, 교육
예산을 늘려 달라는 등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시장개입을 정당
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나 지
나친 개입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개
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실패는 왜 발생할까요? 정부는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독
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
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
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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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비용을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
실하게 운영되더라도 민간기
업처럼 망할 염려가 없으며 열심히 일
해서 얻어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경
제주체들의 바람직한 행
위나 선택을 유도할 목
적으로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 등 유무형의 혜택
을 제공하는 제도

유인제도(incentive system)도 부족합
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소홀해지고 조직이 방
만해지기 쉬워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민
간기업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실패는
상당부분 이러한 정부 부문의 속성 때문에 비롯
되는 것입니다.

|읽|을|거|리|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선책일까?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
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실패가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보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같은 해로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행위도 사회구성원의 고발정신으로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
다. 독과점기업의 횡포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비판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충분한 공공재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경우에도 국민이 무임승차 유혹에서 벗어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때 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 또는 단체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땅을 공동으
로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모두의‘쉼터’(공공재)로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에 활용하는 내셔널트
✽

러스트운동(National Trust) 같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실패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
닌 것입니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무분한 개발로부터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시민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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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투
표로 선출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이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경
제적 효율성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명되거나 고용된 관리들도 항상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정책이
실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각종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
감히 완화·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
에게 투명하고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정부 부문 운영에도 경쟁원
리와 적절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
법부와 감사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의한 예산감시 활동도 정부의 실패
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예산, 기구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
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
직을 일컫는 말로 비정
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도 함

4.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앞에서 조세는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
음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조세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현
대사회에서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
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
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
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휘
경제주체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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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고,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의
합계를 명목 GDP로 나눈 것이다. 2017년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0%와 26.9%로 이탈리아
(29.4%, 42.1%)나 영국(26.9%, 33.3%)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20.6%, 26.8%)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

구분

한국

OECD평균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조세부담률

20.0

24.9

29.4

26.9

29.3

20.6

18.9

국민부담률

26.9

34.2

42.1

33.3

46.1

26.8

31.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17년 기준, 단 OECD평균 및 일본은 2016년 기준)

발유와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차량 운
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요즘에는 정부의 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경
향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큰 정부’
와
|좀|더|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현행 조세체계는 과세주체, 세수의 용도, 부담
주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과세주체별로는 국
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국가가 부
과하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세수 용도별로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일반경비
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용도가 특정경비에만 충당
되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부담주체에 따라서는 납
세자와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
세와 상품 등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분류된다. 우리
나라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자료 : 기획재정부,‘2017 조세개요’
,
국회예산정책처,‘알기쉬운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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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작은 정부’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
이 있습니다. 큰 정부, 다시 말해 정부가 다양한 일을 해줄 것을 바라는 사
람들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경
제의 수준에서 현재의 세금도 너무 무거운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교육 등 정부의 역할
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아직 많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높아
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행위
세금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활 동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물건을 사도, 예금이

국세청
www.nts.go.kr

자를 받아도, 세금을 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세금 을 강제적으로 거둬들입니
다.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하지 만 국민은 가능하다면 세금
을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습니다. 국민으
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주체 이해하기 |

99

|좀|더|알|아|보|기|

절세와 탈세의 차이
절세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
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
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
여세도 상황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에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세금절약가이드’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는 크게 절세와 탈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행위의 목적은 같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
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탈세는
소득 축소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탈세 행
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한편 절세와 탈세 이외에 조세회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미
비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소득세
율이 매우 낮은 국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조
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
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
다. 완전한 세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
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와 탈세 행
위를 막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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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조세제도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무
제한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능한 한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의도하건 하지 않건 조세의 부과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
향을 주는 유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게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
으로 부과한 세금도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조세부과
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가품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품목을 덜 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한다거나 저축을 줄이는 행동을 보
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의 부과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각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덜 왜곡시키는 조세제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세제도에서 효율성만이 유일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세제
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평성의 확보일 것입니다. 조세부담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
니다. 이러한 입장은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
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편익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가난한 사람이 소득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편익원칙
각 납세자가 정부가 제
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
는 혜택만큼 세금을 내
야 한다는 주장

고 주장하면서, 납세자 자신이 받는 혜택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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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능력원칙
납세자 자신이 정부 서
비스로부터 받는 혜택과
는 관계없이 각자의 경

견해를 능력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능력원칙을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

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을 내야 한다는 견해

는 것은‘공평과세 원칙의 확립’이라는 말입니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문제 삼는 것은 일부 고소득자들의 탈세 행위와 과세 대
상 소득의 범위입니다. 부동산 매매이익이나 사업소득 등을 정확하게 밝히
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소득 크기를 알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성실한 소득 신고와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
득공제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
전한 해결책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
금 부과 문제 등 과세 대상 소득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과세당국 스스로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걷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면에서 모든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세율 부과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을 재는 데 재산이 소득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2

|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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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째 마당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
●

1. 정보는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역할
역 부근 식당과 기사식당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

2.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경제생활과 전략적 상황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지속되는 이유
가격파괴의 허실

●

3. 이젠 환경도 생각할 때
경제발전의 두 얼굴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왜 불행할까?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여섯째 마당 _ 정보, 환경문제와 경제

1. 정보는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역할
지금까지는 각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
보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
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탐색행위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
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소비자가 좀더 낮은 가
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

를 탐색행위라고 합니다. 여러 가게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녀 보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 싸게 파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탐색행
위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됩니다.

려고 노력하는 행위

물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려면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탐
색행위에는 비용 역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탐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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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일 것인가를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합니
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더 탐색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에 소요되는 비
용보다 크다면 탐색을 할 것이고 비용보다 작다면 탐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탐색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의 크
기는 해당 경제주체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편익
의 크기는 우선 상품 구입량이 많을수록 커질 것입니다.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 해도 구입량이 적으면 그로 인한 이득은 별로 크지 않을 것입
니다. 또한 탐색행위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이득
은 커질 것입니다. 한편 탐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므로 탐색하는 사람의 임금이 높을수록 탐색비용은 커집니다.
시간당 임금이 높은 대기업 사장과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이 똑같은 시간을 탐색하더라도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 부근 식당과 기사식당
여행을 다니다 보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음식점들
중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는 여행객은
역이나 터미널 근처보다는 조금 거
리가 있더라도 시내에 들어가 식사
를 하기도 합니다.
역 바로 앞의 음식점을 찾는 사람
들은 대부분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
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맛
있는 음식점을 찾기 위한 탐색행위
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차 혹은
버스를 놓치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주체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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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
은 식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예 단념해 버리고 마는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음식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유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생에 한두 번 올까말까 한 여
행지일수록 그런 음식점을 찾는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보의 효과
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행객들은
좋은 음식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행위를 벌일 큰 이유를 찾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음식을 만들어내도 찾는 손님이
있게 마련이라서 음식점 주인들은 구태여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기사식당은 값에 비해 질이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식당에 가보면 기사 아닌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는
데 이런 사실을 알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식당
의 음식 맛이 좋은 이유 역시 탐색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기동성이 좋고 어차피 승객을 태우고 거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탐
색행위의 성과로 좋은 곳을 발견하면 유용성이 매우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싸
고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두고 있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
니다. 이와 같이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작은 반면 이로 인한 혜택은 크기
때문에 기사들은 열심히 탐색행위를 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기사
식당들이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한 일입니다.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
중고차시장에 나온 차들은 사고경력이 있거나 고장이 잦을 것이라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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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 그 생각이 맞기도 합니다. 중고차시
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
유는 무엇일까요?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차를 사려는 사람이 겉모양
만 보고는 그 차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
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 좋은 차인지, 아니면 겉
만 멀쩡하고 속으로는 골병 든 차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고차를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사람
은 그 차의 품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고차시장에는
상품의 유형에 대해 두 거래당사자 중
한쪽에만 정확한 정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 즉 정보 비
대칭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고차시장에서는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들도 있고 겉은 멀쩡하
지만 속은 형편없는 차들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
를‘참살구’
, 그리고 겉만 좋고 속은 형편없는 차를‘개살구’라고 부르기
로 합시다. 만약 차를 사는 사람이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만 있다면 당연히 참살구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살구에 대해서는 300만 원, 참살구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본인의 차가 참살구인지 개살구인
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참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최소한 450만 원을 받
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250만 원만 받을 수 있
으면 기꺼이 팔려고 한다고 합시다. 만약 중고차시장에서 정보가 완전하여
두 가지 유형의 차가 확연하게 구별된다면 중고차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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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참살구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서, 개살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사러 나온 사람은 두 유형의 차가 섞여 있다는 사실만
알 뿐 겉모습만 보고 그 차가 어느 쪽인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어떤 차를
놓고 흥정을 벌일 때, 확률이 반반이라는 생각에서 500만 원과 300만 원
의 평균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살구인 차를 내놓은 사람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차를 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주저 없이 그 차를 넘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참살구는 중고차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개살구만 득실거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시장에서
산 차가 알고 보니 형편없는 것이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외양만으로는 상품의 내용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개살구가 판치는 시장을 개살구시장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개살구시장에서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이면 어디에서나 이
와 같은 개살구시장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역선택
거래 당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바람
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리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역선택 현상이 일어나

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
은 현상

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참살구를 팔
고자 하는 사람은 팔아봤자 손해가 나기 때문에 판매를 포기할 것이고 사
고자 했던 사람들은 혹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물건을 잘못 살까봐 구
매를 꺼리게 됩니다. 시장을 통한 거래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선택 현상으로 인한 거래 위축은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우선 정보를 가진 쪽에서 자신
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중고차가 참살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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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전과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남해용왕이 갑자기 병으로 눕게 됩니다. 백약이 다 무효인데 토끼의 간이 신약이라고 하여 별주부가 육지로 향하여 떠납
니다. 별주부는 토끼를 유혹하여 용궁으로 데려와 용왕에게 바칩니다. 용왕이 기뻐하여 별주부에게 후하게 상을 주고 토끼
의 배를 가르려고 할 때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놓고 왔으니 잠깐 멈추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토끼의 꾀에 넘어간 용
왕은 별주부를 시켜 토끼와 함께 토끼의 간을 빨리 가져오라고 명하고 육지로 보냅니다.
위 줄거리의 토끼전에서 용왕에게 특효약인 토끼의 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용왕과 신하들, 그리고 토끼 모두에
게 잘 알려진‘공통적인 정보’이지만 토끼의 간이 밖에 있는지 여부는 토끼만이 알고 있는‘감추어진 정보’입니다. 따라서
간이 자신의 뱃속에 있다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토끼는 용왕과의 협상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 이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는 일종의 신호를 정보가 없는 쪽을 향해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시그널링
(signaling)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있는 쪽에서‘내가 판매한 중고
차가 향후 몇 달 안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수리를 한다’
는 보증서를 발행
할 경우 이것은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품질이 좋지 않으면서 보증서를 남발할 경우에는 몇 달 동안에
수리비가 많이 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이러한 보증서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
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의무가입
을 규정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참살구인 건강한 사람과 개살구인
허약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보험회사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의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
은 보험 가입을 꺼릴 것이고 허약한 사람만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더 이상 보험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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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넙치(광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최근 양식기술의 발전으로 넙치의 양식이 보편화되어 싼 값에 넙치를 즐기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그 맛이나 영양가는 자
연산 넙치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한동안 자연산 넙치는 양식 넙치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그
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자연산 넙치를 찾아보기 어렵고, 심지어 바닷가 횟집에서도 자연산 넙치는 없다고 한다. 자연산 넙치
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양식 넙치가격의 두 배에 거래되는 자연산 넙치,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양식 넙치와 자연산 넙치를 구분하는 것은 여
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이 조성됨으로써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양식 넙치를 자연산
넙치로 속여 팔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번창함에 따라 이러한 눈속임은 곧 수산시장의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상인들이 주장하는 명목상의 자연산 넙치와 양식 넙치의 품질차이
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주고 가짜일지도 모르는 자연산 넙치를 사느니보다 오히려 좋은
양식 넙치를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명목상 자연산 넙치의 가격과 양식 넙치의
유통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중에서는 점차 진짜 자연산 넙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진짜 자연산 넙치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싶어 할 터이고 일부 소비자는 진짜임만 확인하면 그 품질
에 대해 비싼 값을 지불할 용의도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
 자료 : 강태진 외,‘미시적 경제분석’

보험이라는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의 가입을 의무
화한다면 건강한 사람이 허약한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부작용이 있
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
한 강제행위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유지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입
니다.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상품의 유형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영자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
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많이 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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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좋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
다. 이윤이 많이 나면 배당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성
장을 중시하는 경영자일 경우 이윤이 많이 나는 것보다 매출액이 커지는
쪽을 더욱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명성이나 위신
같은 것이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해 커진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영자가 이윤보다 매출액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주와 소작
인, 사장과 근로자, 용역의뢰인과 용역회사 사이 등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공통적인 점은 자신이 직접 하기 힘든 일을 남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것이 맺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지주
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작인에게 경작을 부탁하면서 두 사람 사이
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주처럼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본인(principal), 그리고 소작인처럼 부탁을 받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부릅
니다. 이와 같은 대리계약이 맺어짐에 따라 이 둘 사이에는 본인-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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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이윤이 아닌 매출액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소작인이 별 성의 없이 농사일을 하는 것, 용역회사가 적당히 일하고
대가를 챙기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
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상대
방의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해 스스로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할
도덕적 해이

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계약을 맺을 때 그 속에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
하는 현상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적절한 장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리인의 노력이 스스로의 보수와 직결되도록 만들면 도덕적 해이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주가 땅을 대신 경작해 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를 봅시다. 만약 수확한 것을 모두 땅주인이 갖고 경작한 사람에게는 고정
된 월급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
다. 경작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고정
된 월급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확한 것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지
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확이 많아지면 경작자 자신에
게도 이득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보수지급의 방법에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나온 것
들이 많습니다. 매장의 종업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판매한 금액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실적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예가 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것
입니다. 전문경영인에게 보수의 일부로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
는 권리, 즉 스톡옵션을 주는 것 또한 경영자 스스로 주식가격을 최대한 높
이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만듭니다.

112

|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2.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경제생활과 전략적 상황
전략적 상황이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상대방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상
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택의 대안이 여러 가지 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짝 짓느냐에 따
라 수없이 많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략적 상황에 있는 경제주
체는 가능한 결과들을 모두 고려하고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
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가격을 낮추려 할 때는
경쟁기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 미리 예측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쟁기업이 예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판매
량 증가로 이어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쪽에서도 함께 가격을 낮
춘다면 아무 이득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기업이 더 큰 폭으로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
연히 벌집만 건드린 상황이 됩니다. 상대 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
하고 그래도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
지 않습니다.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지속되는 이유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게임이론은 뉴스나 신문
기사에도 가끔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전략적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이 게
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못 흥미를 자아냅니다. 우리

용의자의 딜레마
두 사람이 각자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

가 현실에서 접하는 여러 경제문제가 이 게임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그 분석결과의 활용범위가 무척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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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리라고 생각되는 두 용의자가 검거되어 검사
의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독특
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심문하면 서로 눈
짓을 주고받아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따로 떼어놓아 독방에 가
둔 다음 한 사람씩 불러 심문을 진행시킵니다. 심문할 때 검사는 자백을 유
도하기 위해 각 용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고, 어차피
진상은 밝혀질 테니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거요. 당신 친구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당신은 범행을 부인하고 끝내 버틴다면 당신에게 법정 최고형
인 15년을 구형하겠소. 그 대신 당신의 친구는 수사에 협조한 공을 인정해
방면해 주려고 하오. 반면에 당신의 친구가 범행을 부인하고 버티는데 당
신이 자백한다면 그는 15년형, 당신은 방면이오. 당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둘 다 자백한다면 법정 최저형인 5년을 구형하게 될 것이오. 만약 두 사람
모두 부인하고 버틴다면 이번 일로 벌을 줄 수 없겠지만, 얼마 전에 당신들
이 저지른 게 분명한 범죄를 다시 수사해 1년형을 받도록 만들겠소.”이와
같은 검사의 제의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6-1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용의자 김씨
혐의 부인
용 박
의
씨
자

혐의 부인
혐의 자백

(둘 다 1년형)
(박씨: 방면, 김씨:15년형)

혐의 자백
(박씨: 15년형, 김씨: 방면)
(둘 다 5년형)

우리가 김씨의 입장이 되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그의 머리 속에는“우리 둘 다 범행을 부인하고 버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박씨도 같은 생각일 테니 한번 버텨볼까?”라는 생각이 얼핏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박씨가 자기만 살자고 자백을 해버린다면 자신은
15년형을 받는 끔찍한 처지가 됩니다. 아예 자백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둘 다 자백하면 5년형을 받을 테니, 둘 다 부인함으로써 1년형을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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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씨와 박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각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박씨가 자백했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김씨의 입장
에 서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박씨가 자백했는데
김씨가 부인하고 버틴다면 15년형을 받게 되므로 함께 자백해 5년형을 받
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박씨가 자백했다면 김씨에게도 자백하는 것
이 더욱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이번에는 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버틴다
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역시 김씨로 보아서는 자백하는 쪽이 더욱
유리합니다. 부인하면 1년형을 받게 되는데 자백하면 방면되는 행운을 안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박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건 간에 김씨로
보아서는 언제나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씨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역시 자백하는 것이 언제나 유
리합니다. 김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박씨로 보아서는 자백하는 쪽이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이 카르텔에 속해 있는 기업은 카르텔협정
을 준수하는 전략과 위반하는 전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혼자만 몰래 가격을 낮추어 손님을 끌려는
행동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카르텔을 둘러싼 상황이
바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른 기업들은 협정을 준수하는데 자신만 위반하면 이윤이 매우 커지고 상대
방의 이윤은 아주 작아진다거나, 모두 위반할 때에 비해 모두 준수할 때의
이윤이 더 크다는 점 등에서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A社와 B社)이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
서 각 기업이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
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시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괄호 안의 숫자들은 각 기
업의 이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카르텔협정을 위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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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협정을 둘러싼 게임
(억 원)

B社

A社

협정 준수

협정 위반

협정 준수

(둘 다 8)

(A社:1, B社:10)

협정 위반

(A社:10, B社:1)

(둘 다 4)

이 유리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이 모두 유리한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머지않아 카르텔 자체가
와해될 것입니다. 이처럼‘용의자 딜레마’라는 게임의 틀을 빌어 카르텔
이 지속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담합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례도 심심
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도 반복해서 행해지면 협조하
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담합이 상당 기간 유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하므
반복 게임
용의자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
여 진행한 후 각 게임의
이득을 더하여 전체게임
의 이득으로 삼는 게임

로 담합에 속한 기업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닌 일종의 반복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카르텔협정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곧 상대 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
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 기업이 카르텔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태
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격파괴의 허실
외국 유명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서너 개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가
격을 내리는 바람에 지난 한 해만도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나 떨어졌
다고 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서 A회사가 주요 일간신문에 다음
과 같은 광고를 실어 최후의 승부수를 띄운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한 저희 회사는 어느 경쟁회사보다 더 싼 가격에 여
러분을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차를 사신 후 다른 회사가 더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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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파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회사의 가격이 적혀
있는 광고지를 저희들에게 가져오시면 그 차액의 두 배를 환불해 드리겠습
니다.”
이 광고 문안을 보면 엄청난 가격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 A회사가 이 자동차에
5,000만 원의 가격을 붙였다고 합시다. 이것을 보고 경쟁회사인 B회사가
4,8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인다면 고객들이 모두 그리로 몰릴까요? 이 상
황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B회사를 찾지 않고 A회사에서 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일단 A회사에서 5,0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B회사의 광고지를
보여주고 차액의 두 배인 400만 원을 환불받으면 4,600만 원에 구입한 셈
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고객들은 A회사로 몰릴 것이고 B회사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쟁회사라 할지라도 5,000만 원보다 낮
은 가격표를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A회사는 이 전략을 통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가격을 그대로 따라오게끔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회사는 이윤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했
을 것이고, 따라서 이 시장 안의 모든 기업들은 똑같은 가격에 수입차를 판
매하여 짭짤한 이윤을 얻게 됩니다. 가격파괴의 절정같이 보이던 광고가
사실은 서로 협조하여 잘 해보자는 암묵적 담합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전략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광고를 낸다면
즉각 공정거래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발한 전
략을 짜낼 수 있었던 기업가의 아이디어만은 칭찬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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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젠 환경도 생각할 때
경제발전의 두 얼굴
환경문제는 사람들이 문명사회
를 이루어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
게 되면 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제국에서 물
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기록이 있습
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관심
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
제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
원의 고갈, 수질과 대기의 오염, 삼림의 훼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삶 자체가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생활수준
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자연환경의 훼손
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환경의 훼손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을 자제하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0의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산업
제3세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
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지속되던
중 유고슬라비아가 미국
과 소련 어디에도 속하
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
을 택하면서 생겨난 개
념. 최근에는 개발도상

화를 아직 이루지 못한 국가들, 즉 제3세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이들 국가들에게‘0의 성
장’이란 산업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세계
적인 산업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
제적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 대열에 끼지 못한 경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염된 하천이나 대도시 공기 등이 급속한 경제발

제적으로 뒤진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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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송전탑, 핵폐기물저장소의 건설과 같은 것들은 에너지시설 확충의 산
물들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발
전 과정에서 항상 뒤따르게 마련인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그동안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환경문제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기 어렵다는 특
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를 발생시킨 사람이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하
천이나 대기에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시설 확
충이나 자원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환경보호라는
말을 귀찮게 여길 것이며, 오히려 개발관련 각종 환경규제를 풀라고 요구
할 것입니다. 반면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은 원인과 결과에 있어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단
계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약간의 불쾌감만을 주는 정도여서 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염의 정도
가 심해진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
니다.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피해자
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하다면 좀더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입니
경제주체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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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환경오염의 인과관계
파악을 힘들게 하고, 그 결과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
기 어려우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왜 불행할까?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확
보된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
기 위해 물건을 잘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혼잡한 도로,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야생동물이 그 예에 속합니다. 이를
공유자원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바닷속 물고기나 깨끗한
물처럼 소비에 있어 배
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

공유자원 이라고 하는데, 원하면 누구나 공짜로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유자원을 먼저 소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
은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이라는 미
명하에 자연환경에 손을 대게 하였으며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최대한 아끼고 보호하려 합니다. 이에 반해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러한 유인이 없습니다. 공유
자원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원
칙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이 원
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
다. 자기가 이 원칙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어기면 자
기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남획되고 공기와 물이 쉽게 오
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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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
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공유자원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연환경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나 강을 개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공유자원의 비극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
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
폐해지는 현상

사람들이 쓰레기나 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쓰레기로 뒤덮이면 이를 치우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고, 강물이 오염
되면 식수로 쓰기는커녕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속도
로나 강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의 공유자원이
라는 막연한 소유권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
울여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풀어주고 추적
장치를 달아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반달가슴곰은 동물
원에 있을 때 사유재산이지만 산 속에 있을 때는 공유자원이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반달가슴곰은 산 속에서 살 때 더 행복할 것입
니다. 그러나 산 속의 반달가슴곰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노리는 밀렵꾼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여기저기 놓인 올무가 언제 그의
발을 조여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동물원에 있는 반달가슴곰
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자원의 비극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
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정부가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개입하는 방식은 직접규제와 시장의 가격
기구 활용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

직접규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

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생산공정 채택, 특

으로 시행되는 환경정책

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

정 정화장치 사용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운용상 몇
경제주체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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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정
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직접규제는 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일단 규제 기준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 간에 능력의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크건 작건, 도시지역에 있건 농촌지역에 있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기업이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가격기구 활용방법
경제주체들에게 부담금
또는 환경세 등을 부과
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버
리는 행위를 스스로 자
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환경정책

제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부담금
또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
제도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오염 유발자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염
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
는 이유는 오염물질을 내버리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
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매겨진 가격이‘0’이
라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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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붙여진 가격을 통해 신호를 받습니다.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의 가격이‘0’이라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좋
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가피
한 경우에만 오염물질을 버리라는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올바른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려면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
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도록 한
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 여러 가지 환경관련 부담
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읽|을|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색 상품-오염배출권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밀, 콩, 원유, 석탄 등 갖가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가운데‘오염배출권(pollution permits)’이라는 매우 이색적인 것이 끼어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배출권
을 산 사람이나 기업은 아황산가스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이 배출권의 주요
한 수요자는 화력발전을 위해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력회사들이라고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사고판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비할 때 만족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는 오염물질이 상품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상품’이라
고 하면 사람들은 으레 쌀이나 옷 혹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연상하는데, 오염물질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하면 의아해 할 사
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이에 대한 거래를 원하는 이상 상품이 되
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시장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사고파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환경보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염물
질 배출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몇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오염배출권도 그 가운데 하나인
데 다른 것에 비해 한층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자료 : 이준구,‘새 열린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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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낯설지만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오염배출권
이라는 것을 발급해 이를 가진 기업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
도도 있습니다. 오염배출권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되면 이
시장 역시 가격기구에 의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배출권은 시장에
서‘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도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자신의 오염배출권
을 비싸게 팔 것입니다. 반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기업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 배출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
각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오염배출권의 거래 허용이 환경을 오염
시키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
래에 관한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하여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
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며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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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사이클을 다루며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이지만 최근에
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문제 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일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력
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총재는 기후변화가
ECB의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mission-critical)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환경오염 유발자가 발행한 채권매
입을 줄이고 반대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매입은 확대하는 녹색 양적완화(green quantitative easing) 등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에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민주적 책무
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중앙은행의 책
무는 거의 무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 양적완화는 환경세(탄소세)보다 효과가 열등하다. 환경친화적인 녹색기
업에게 주는 자본조달 코스트의 이점은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채권의 양에 따라 변동하는데 양적완화는 경제를 부양하는 수
단이므로 채권매입 규모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에 달려 있다. 녹색기업이 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왜 경제 사이클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가? 셋째, 중앙은행이 자금을 사회적으로 요청받는 방향으로 배분하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 된다면 중앙은행
이 정치화되고 결국 독립성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
 자료 : The Economist 2019년 12월 14일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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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경제위기 극복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경기회복과 상충되는가?
2020년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발로 위기의 조기 극복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경기회복과 상충되는가’라는 이슈 또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이 두 가지 과제를 병행 추진하여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통적 에너지를 대체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의 범세계적인 급속한 전환은 녹색산업에
서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성장동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코로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 주요 논거는 바람이나 태양열과 같은 비전통적 에너지를 활용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녹록치 않아 가격 경쟁력을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녹색 에너지
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는 문제와 함께 기존 에너지 산업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물적 및
인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금번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특히 심한 저개발
국들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성급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세 부과 등은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이상론은 저개발국 국민들에게는 반인간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
하고 있다.
 자료 : The Financial Times 2020년 5월 8일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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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마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

1. 한 나라의 경제성적표,‘국민소득’이란?
국민소득 통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하나?
국민소득에서 3면 등가란?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
국민소득 통계는 어떻게 이용되나?

●

2. ‘1인당 국민소득’이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정확한 잣대인가?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
국민소득 통계의 한계

●

3. 경제성장 나무는 무얼 먹고 자랄까?
경제성장은 어떻게 측정되나?
경제를 커지게 하는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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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나라의 경제성적표,‘국민소득’
이란?
국민소득 통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알아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
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좋은 주택과 고급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등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도 얼마나 풍요
로운지 판단하려면, 그 나라의 각 경제주체의 소득을 합한 국민소득을 살
펴봅니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철도 운송량과 철강 생산량,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개
별 경제지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지표들은 국민경제의 한 면만을 나타낼 뿐이며 나라 전체의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독일보다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거
나, 대만의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보다 경제수
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민경제의 활동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
해 국민소득이라는 경제지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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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하나?
어떤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이며 손익이 얼마인지는 그 기업
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성자의 정직성을
담보로 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 경제의 종합적
인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국민소득 통계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는 유엔 등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2008년판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민소득 통계는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5년 단위
로 변경하고 있는데 2019년에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
다. 이러한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각
경제 주체들이 창출한 생산물의 가치를 더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총생산이란‘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
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더한 것’입니다.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통상 1년 동안에 한 나
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
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
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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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통계의 개발과 유용성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준의장은 1999년 12월 당시 데일리(William M. Daley) 상무장관과 베일리(Martin
Bailey)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편제하는 일을 미국 상무부의 20세기 최대 업적으
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통계는 1930년대 초 경제학자 쿠즈네츠(Simon Kuznets)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쿠즈네츠는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통계가 개발되기 전이었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은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 등과 같은 개별 경제지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전체 경제
상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통계를 사용한 이후에는 이 통계가 종합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함에 따라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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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몇 구절로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일정기간 동안’이란 통상 1년을 말합니다. 어떤
한 해의 국내총생산에는 그 해에 새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만이 포함되며
그 이전에 만들어져 존재하는 상품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한 나
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국내총생산에 포함시
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A
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됩니
다. 반면에 A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
는 A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란 각 생산단계에서 추
가된 가치, 즉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최종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모두 합산
하면 그 상품을 만드는 데 원재료로 사용된 중간투입물의 가치가 중복 계
산됩니다. 따라서 새로 생산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생산
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투입물의 가치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
떤 공장에서 철강, 가죽, 유리 등 원재료 비용을 1,000만 원 들여 2,000만
원짜리 승용차 1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장의 산출액
은 2,000만 원, 중간투입액은 1,000만 원이므로 이 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는 산출액(2,000만 원)에서 중간투입액(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원재료로 사용된 철강, 가죽, 유리 등도 어떤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것을 만들 때 새로 생산한 가치
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추가로 창출된 가치를 합산하면
결국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와 같게 됩니다. 즉
위의 단순한 예에서 국내총생산은 최종재인 승용차의 가치인 2,000만 원
입니다.
국내총생산과 함께 국민소득의 개념으로 국민총소득(GNI: Gross

국민총소득
통상 1년 동안에 한 나
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
득을 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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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낸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
다. 즉 국내총생산은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생산의 주체가 누구이
든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반면에 국민총소득은 누구의 소득
인지, 즉 생산주체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국내와 국민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국가 간
에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활발해진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두 지표는 목적이 다소 다
르게 이용됩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개념이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외국에 진출
하여 현지인을 고용하는 다국적기업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이 실제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고용과 경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주체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감안
하는 국민총소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에서 3면 등가란?
앞에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의 두 가지 용어
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용어에서 국내와 국
민을 빼면 총생산과 총소득이 남습니다. 이는 생산과 소득이라고 각각 달
리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등
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돈과 토지를 빌려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를 총생산, 즉
‘생산국민소득’이라 합니다. 이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의
나라경제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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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업의 이윤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산요소 투입의 대가로 받
은 임금·이자·임대료·이윤을 모두 합하여‘분배국민소득’이라 말합니
다. 이렇게 분배된 소득은 물건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조
세로 납부되어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리고 그 나머지는 저축되어 기업이 건물을 짓거나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의
투자행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득은 가계와 정부의 소비지출, 기
업의 투자지출 등으로 모두 지출되는데 이를‘지출국민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인 생산, 분배, 지출은 그 크기가 같기 때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이라 합니다.
에 이를‘국민소득 3면 등가(等價)의 법칙’

국민소득의 세 가지 얼

이처럼 국민소득 통계는 세 가지 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보통은 생산

굴인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갖고(분배), 쓰
는(지출) 양의 크기가 모
두 같은 것

지표와 소득지표의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총생
산과 같은 생산지표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최근 들어 국내총소득(GDI), 국
민총소득(GNI)과 같은 소득지표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엔 등
이 각국의 구매력 수준을 비교하면서 소득지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민소득을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하여 온
생산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새로운 소득지표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1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생산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GDP)
분배

임금+이자+임료+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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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소비지출(민간, 정부)+투자지출+순수출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
국민소득은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장가격이 당해연도 가격인지, 특정연
도(기준연도) 가격인지에 따라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목국민소득은 생산물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뿐만 아
니라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실질국민소득은 가격을 고정시켜 놓았으므로 생산량이 늘어나
는 경우에만 커집니다. 가령 실질국민소득이 전혀 변동하지 않고 물가가
100% 오른 경우라도 명목국민소득은 2배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을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목국민소득은 전체 경제규모, 1인당 국
민소득, 경제구조 등을 알아보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반면 실질국민소득
은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거나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
는가를 알아볼 때 주로 이용됩니다.

|읽|을|거|리|

지난 4년 동안 농부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나?
농부가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사과를 생산하여 생산량이 2015년 10만 개에서 2019년 12만 개로 늘었고 1개당 가격은
2015년 400원에서 2019년 5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목소득은 생산량에 당해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2015년은 사과 10만 개에 1개당 가격 400원을
곱한 4,000만 원, 2019년은 사과 12만 개에 1개당 가격 500원을 곱한 6,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농부의 명목소득은
지난 4년 동안 50%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실질소득은 생산량에 기준연도(여기서는 2015년)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2015년에는 사과 10만 개에
400원을 곱한 4,000만 원, 2019년에는 사과 12만 개에 2015년 가격인 400원을 곱한 4,8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농부
의 실질소득은 2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실질소득의 증가가 오로지 생산량의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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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어떻게 다른가?
유엔의 국민계정체계는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생산지표와 소득지표로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국내총생산(GDP)이란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서‘한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생산
물의 가치’입니다. 반면 국내총소득(GDI)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지표는 당
해연도 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합하여 실질 GDI를 구합니
다. 양 지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크기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2018년 실질 GDP는 1,807조
7,359억 원인 데 비해 실질 GDI는 1,811조 87억 원입니다. 이처럼 실질지표에 있어서 두 지표가 서로 다른 것은 수출품과
수입품 가격 사이의 상대적 비율, 즉 교역조건에 변화가 오면 그 나라 국민의 실질 구매력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전년에 반도체를 20만 개 생산해 1개당 4달러에 전량 수출하고 배럴
당 100달러의 가격으로 원유 8천 배럴을 수입하였는데, 금년 들어 반도체 수출가격이 1개당 5달러로 오른 반면 원유의 수
입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반도체 20만개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원유
가 1만 배럴로 늘게 됩니다. 즉 두 기간 중 국내총생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교역조건이 변함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실
질구매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에 괴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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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통계는 어떻게 이용되나?
우리는 저축률과 투자율, 경제구조와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해서 국민소득 통계의 부산물인 셈입니다. 이들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국가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가
능합니다.
먼저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한 나라 국민이 소비나 저
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국민총처분가능소득’
이라고 합
니다. 이는 국민총소득에다 교포송금 등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
터 받은 이전소득을 더하고 무상원조 등의 외국에 지급한 이전소득은 뺀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저축은 바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서 투자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

자금의 원천이 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저축의 비중을 저축률

한 나라 국민이 소비나
할 수 있는 소득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54년 6%에서 꾸준히 높아져
1988년에 42%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0년대 이후에는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투
자율이라고 합니다. 저축은 국내투자를 충당하고도 남은 경우 외국에 빌려
주게 되며 반대로 모자라면 투자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해 와야 합니다. 이
때 외국에 빌려준 자금은 우리나라 저축이 외국에 투자되었다는 의미에서
국외투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를 합한 총투자는
총저축과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이들을 각각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
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총투자율, 총저축률
이라고 하는데 이들 간에는 그림 7-2와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림 7-2 저축률과 투자율

총저축률

=

총투자율

=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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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제구조란 경제의 각 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국내총생
산(GDP)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한 나라
경제활동의 각 부문은 크게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농림어
업이 1970년의 28.9%에서 2018년에는 2.0%로 크게 낮아졌으나 같은 기
간 중 광공업은 20.4%에서 29.3%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44.3%에서
60.7%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 년 동안 공업화
와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경제구조는
GDP비중 외에 고용비중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림 7-3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 추이 (각 산업의 부가가치 / 명목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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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70~1990년은 2010년 기준, 2000년 이후는 2015년 기준 GDP

2. ‘1인당 국민소득’
이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정확한 잣대인가?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경제규모는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내지 후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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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앞으로의 과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회원국 중 22개국만이 3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값이기에 소
득 불평등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고 3만 달러를 넘어 그 이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와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노동력과 자본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기술혁신과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을 때 1인당 소득이 4만, 5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
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으려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걸맞는 성장동력을 찾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료 : 오용연,‘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 동아일보 2019년 4월 2일 수정 발췌

을 비교하는 데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총소득
이 같은 규모의 국가라 하더라도 인구수에 따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몫이
큰 차이가 있으며, 국민의 복지 상태는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관련이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각국 간 비교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발표한 2018년 중 우리
나라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조 5,801억 달러로 스웨덴 5,608억 달러
의 약 3배이지만 인구는 스웨덴의 약 5배이기 때문에 1인당 GNI는 우리나
라가 3만 600달러로 스웨덴 5만 5,070달러의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60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
나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힘입어 대폭 늘어나 1990년대 중반 1만 달
러를 돌파한 후 대체로 상승추세를 보여 2018년 현재 3만 달러를 상회하
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통계의 한계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
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복지수
나라경제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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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 주요국의 1인당 GNI (2018년 기준)
(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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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브라질
 자료 : 세계은행

준을 정확히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국민소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부
가가치만을 계산하고 거래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는 전혀 포함하
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제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국민소득에 포함하
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요리나 빨래, 육아 등을 하
는 경우 국민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라도 음식점이
나 세탁소, 보육시설에서 이루어 질 때에는 국민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
서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와 같은 지하경제 등 비관측경제(non-observed

비관측경제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포착하기가 어려워 빠진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
래와 같은 지하경제 등
을 말함

economy)도 당연히 국민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 포착이 어려워 빠지게 됩
니다. 또한 국민소득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여가를 포함하지 않
고 있습니다. 여가는 물질적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지만 여가를 충분히 누
릴 수 있는 경우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휴일도 없이 일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야 늘어
나겠지만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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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도 1인당 국민소득처럼 중요
한 나라 국민의 복지수준은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1인당 국민소득 못지않게 구성원 간 소득격차에 따라서도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 국민의 소득격차가 커지면 못사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져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격차의 축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를 이용합니다. 로렌츠곡선은 한 나라 국민의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로렌
츠곡선은 O, L1 ,L2 , O′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OO′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같게 되어 완전
균등분배, OTO′선은 그와 반대로 완전불균등 소득분배가 됩니다.

로렌츠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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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니계수( △OTO'의 면적 )는 로렌츠곡선과 소득의 완전 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OO') 사이의 면적이 얼마나 되
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니계수가‘0’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적은 것을,‘1’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큰
것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8년 지니계수(통계청,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45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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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이 복지수준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경제활동과 더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를 들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오염물질이 늘어나 환경이 파괴되어 복지수
준을 저하시키지만 국민소득에는 이런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촌의 황폐화와 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 혼잡,
공해, 범죄 증가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의 감소를 고
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실제의 복지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소득을 국가 간 비교할 때 적
용하는 시장 환율이 한 나라 통화의 대외적인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복지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
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여가와 비관측경제의 가치
를 더하고 환경오염 관련비용을 공제하는 순경제후생(NEW: Net
Economic Welfare)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도 여가와 비
관측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기존의 국민소득
통계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기존의 국민소득 통계에서 환경손실분
녹색 GDP

을 공제하는 녹색(green) GDP를 편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중에

한편‘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인간개발지수

서 이를 생산하는 데 발
생한 환경손실분을 제거
한 후의 GDP

(HDI: Human Development Index)’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등과 같은 새로운 지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들은
아직 여러 면에서 GDP를 대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는 국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 비교는
물론 과거와의 비교 분석에도 쓰일 수 있지만 이러한 후생지표는 삶의 만족
도와 같은 주관적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
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완
전히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기보다는 GDP 통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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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과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승차 공유와 같은 공유경제의 효용도 GDP 통계에 충
실히 반영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 편제를 위
한 기초 자료의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경제성장 나무는 무얼 먹고 자랄까?
경제성장은 어떻게 측정되나?
우리는‘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경제에서 두 마리 토끼란‘경제성장’과‘물가
안정’
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경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국민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후생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통상적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읽|을|거|리|

한강의 기적과 72법칙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40년간 연평균 7% 중반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 성과에 대해 외
국에서는 독일의‘라인강 기적’에 빗대어 우리나라가‘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많이 칭찬하였습니다.
어떤 변수의 값이 2배가 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아는 방법으로 72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72를 연평균 증가율
로 나누어 보면 두 배로 되기까지의 소요연수가 계산됩니다. 1970~2010년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연평균 2.9% 성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약 10년마다 실질 국내총생산이 2배씩 증
가해 온 반면 미국은 2배 증가하는 데 약 25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한 국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 그만큼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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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내의 각 활동부문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로
경제성장률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흔히 경제성장률을 사용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장률에

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
타낸 것

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일정한 시점에
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내에 주어진 노동과 자본 등을 이
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하며, 이는 대체로 수년간의 연평
균 성장률과 비슷하며 실제성장률의 장기 추세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실제의 경제성장률은 호경기에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불경기에 하회
하는 등 잠재성장률의 주위를 맴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경제성장
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

총수요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
의 투자지출, 정부의 공
공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을 합한 것

에서 조업하는 상태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총수요
(aggregate demand)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
로 잠재성장률보다 실제성장률이 높으면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을 촉
발시킬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수요란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총계로서 가계부문의 소
비지출, 기업부문의 투자지출, 정부부문의 공공지출, 그리고 순수출(=수
출-수입)을 합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성장 속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
는 데 기준이 되는 잠재성장률은 경제내의 소득이 흐르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관이 크고 튼튼해야 그 안을 흐르는 소득의 양이 늘어
나도 물가상승 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지
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지탱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를 커지게 하는 요인은?
경제성장은 나라 전체의 수요와 공급의 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변화에 영
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실제생산이 잠재생산력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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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증가가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수요 가운데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 투자 등 국내 수요가 부진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면 총수요 증가가 적어 경제성장은 크지 않게 됩니다. 한편 한 나라의 장기
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즉 장기 경제성
장은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진보
가 일어남으로써 가능합니다.
생산요소 가운데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노력하여도 생산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요소로 노동과 자
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본과 노동의 투입 역시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
르면 경제성장에 한계를 보입니다.

|좀|더|알|아|보|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의하면 미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1991년과 2001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험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01년 이후가 더욱 심각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뀐 데다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수
요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노동비용이 의료보조, 연
금급여 등 간접경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이 수익감소에 대응하여 고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을 절
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용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충원하는 적시
(just-in-time) 고용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인력수요의 국외 외주(global outsourcing)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과잉투자 등으로 구조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
년대까지 미국의 고용증가를 주도하였던 18개 산업 중 전자장비업, 통신서비스업, 기업서비스업, 항공수송업, 주식·상품
중개업 등 7개 산업이 2001년 고용감소 산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밖에 IT 혁명에 힘입은 생산성의 향상 역시 기업들이 고용 증대보다 IT 투자를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부진을 초래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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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술진보가 있습니다. 전기
나 반도체의 발명처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혁신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거
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직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넓은 의미의
기술진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진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기술진보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구 증가나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과 달리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선진국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술진보 때문입니다.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노동이나 자본의
양이 늘어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
가하거나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중 어느 요인이 경
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전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25년
간(1948~1972년) 미국의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의 42%를 기여하였다고 합
니다. 반면 고도 성장기였던 25년간(1966~1990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는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미국의 절반 이하인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요소 투입의 증가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관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 크루그만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동아시아의 기적이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땀에 의한 결과라고 비유했습
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
를 거쳐 기술진보가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
도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성
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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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마당

8

물가와 인플레이션
●

1. 물가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나?
경제생활과 물가
물가지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나?

●

2. 왜 물가는 안정되어야 하나?
물가는 왜 오르나?
인플레이션, 왜 막아야 하나?

●

3. 왜 장바구니물가가 지수물가와 다르게 느껴질까?
주관적·심리적 요인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한계

여덟째 마당 _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나?
경제생활과 물가
우리는 과일, 야채 등의 가격이 너무 올라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기도하
고 휘발유 값, 지하철 요금 등이 잇달아 올라 가계에 주름살이 늘었다고 하
는 등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물가처럼 모든 경제주체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경제
의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지불하는 돈의 액수를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품목에는 쌀, 과일, 세탁서비스 등과 같이 수시로 구입하
는 것도 있고 냉장고나 이사서비스의 경우처럼 가끔 사거나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정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내리는 상
품도 있는 등 상품별로 가격의 변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상
품의 가격을 가지고서는 전반적인 상품가격의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습니
물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
들을 종합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한
평균적인 가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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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들을 종합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가격수준을
물가(물가수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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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물가지수(price index)라고 합니다. 보통 기준년
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어떤 시점의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보면 물
가의 변동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느 해의 물가지수가 105라면
기준년도에 비해 평균적인 물가수준이 5% 상승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
러한 물가지수는 상품별로 중요한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평균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하고 있는데, 가중치는 보통 상품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가지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흔히 물가지수라 하면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와 생산자물가지수
(PPI, Producer Price Index)를
말합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
비자물가지수는 우리의 소비생활
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
이나 서비스의 가격수준을 측정
한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의 생계비 평균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고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물가안정목표 대상 물가지수로 사용되는 등 일반인은 물론 정책당
국과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등 기업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출하되어 1차 단계에서 기
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가격수준을 측정한 것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
비자물가지수에 비해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
스의 수급 동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
나라경제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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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수준이 높다는 것과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요?
물가수준이 높은 것과 물가상
승률이 높다는 것은 크게 다른 이
야기입니다. 물가가 아무리 높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에 계
속 머물러 있다면 물가상승률은
0%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경
우를 보면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매우 낮았지만 물
가수준은 전 세계와 비교하여 매
우 높았습니다.

는 데 유용합니다.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국내공급물가지수(DSPI, Domestic
Supply Price Index)와 총산출물가지수(TOPI, Total Output Price
Index)가 있습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포괄범위에
수입품까지 포함하여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
격수준을 측정한 것입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중간재·최종재
등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모든 상품의 가격수준을 조사한 것으로 물가의
단계별 파급과정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한편 총산출물가지수는 생산
자물가지수의 포괄범위에 수출품까지 포함하여 국내기업이 산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한 것입니다.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지수 이외에도 쓰임새에 따라 한
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농가판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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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격지수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계약
가격의 변동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지수는 수출입 업체의 수출채산성 변
동이나 수입원가 부담을 파악하고 대외 교역조건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
용되고 있습니다.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
매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조사한 물가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농가 교역조건의 산출을 통하여 농촌경
제 동향을 분석하고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소비자물가의 변동 중에서 농산물과 석유류처럼 기상이변, 유
가 급등락과 같은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해 가격이 급변동하는 품목들의
물가 변동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근원인플레이션

근원인플레이션

(underlying inflation 또는 core inflatio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원

품목 중에서 식료품이나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460개) 중에서 채소류, 과실류 등

동하는 품목들을 제외한

의 농산물(46개)과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7개)를 제외한 407개 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에너지처럼 가격이 급변
후 구한 물가상승률

목(곡물 포함)을 대상으로 작성한‘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를 말하며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기준 지수부터는 OECD 방식에 의한‘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
수’
를 추가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표 8-1 우리나라의 주요 물가지수 비교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작

성

기

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은행

작

성

목

적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

및 서비스의 가격수준

에 출하하는 상품 및 서

격수준 측정

측정

비스의 가격수준 측정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국내 거래규모가 큰 상품

큰 소비재와 개인서비

및 서비스 878개 품목

대

상

품

목

수출 및 수입 규모가 큰
수출 206개, 수입 230
개 품목

스 460개 품목
지수기준연도

수출입물가지수

2015년

2015년

2015년

조

사

가

격

소비자 구입가격

기초가격✽

수출입 계약가격

이

용

범

위

생계비 또는 화폐가치

상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

수출 채산성 및 수입원

비교, 국민연금 수령액

인 수급 파악, 실질국내

가 변동 측정, 교역조건

및 노사간 임금조정 등

총생산 산출 등

계산, 실질국내총생산

을 위한 기초자료 등

산출 등

✽ 생산자가 제품 한 단위당 실제로 수취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를 제외하고 정부
에서 주는 보조금을 더한 가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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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전년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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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라는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
을 곱하여 지수화한 것

1975

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지수화한 것입니다.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목은 물가상승분도 포함된 것이며, 실질은 물가상승
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
수,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서 다른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물가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DP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와 대체
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나?
물가지수가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물가지수는 돈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물가가 오
를 경우 일정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줄어들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이전에 비해
돈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
의 변동에 따른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또한 경기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몸이 아플 경우
처방에 앞서 일반적으로 몸의 온도를 먼저 재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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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의 연봉이 2017년 4,000만 원에서 2019년 5,000만 원
으로 올랐다면 실질소득(구매력)도 이와 같이 높아졌을까요?
회사원 A씨의 연봉이 2017년 4,000만 원에서 2019년 5,0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2년 동안 금액으로는 1,000만 원,
상승률로는 25% 오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에서 104.9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때
A씨의 2019년 연봉 5,000만 원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7년 기준 실질 구매력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즉
2019년 연봉 5,000만 원을 두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비율 1.019(104.9÷102.9)로 나누어 보면 4,907만 원으로 계산됩
니다. 따라서 연봉은 2년 동안 1,000만 원 올랐지만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구매력은 907만 원 오른 셈입니다.

체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
이 이루어진 결과는 물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물가가 갑자기 큰 폭으
로 오르거나 내린다면 국민경제의 안정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원
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경제안정을 진단하는 체온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물가지수는 전체 지수 외에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의 경우 농축수산품, 공업제품, 서비스 지수 등과 같이 상
품성질별 분류 지수도 작성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재화의 수급동향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업제품 지수
가 안정적인 데 비해 농축수산품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면 농축수산품의
공급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를 보고 농축수산품의 공급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2. 왜 물가는 안정되어야 하나?
물가는 왜 오르나?
물건값은 어떻게 결정되며 왜 오를까요? 가격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
여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이때 팔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팔고자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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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적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
인플레이션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

오르는 현상

(deflation)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내려가는 것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아 우

디플레이션

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aggregate demand)와 총공급(aggregate

내려가는 현상

supply)이라는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란 앞 장에서 보았듯
이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
의 양을 나타냅니다. 반면 총공급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생산·판매하
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즉 한 나라에 있는 생산요소와 기
술수준을 가지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를 말합니다. 총
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나 총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총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물가상승을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

|읽|을|거|리|

총수요(곡선)와 총공급(곡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앞의 셋째 마당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기본 골격
은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시장이 아니라 한 나라 경제 전체의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상품을 함께 모아 전체 생산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경제 내에는 하나의‘대표상품’만 있으며 이것이 경제 전체의 모든 상품을 대표한다고 가정하여 설명합
니다.
아래 그림에서 총수요곡선은 개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나타
냅니다. 또한 총공급곡선은 나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수평축은 나라경제 전체에서 생산
되는 상품들의 양을 뜻하므로 산출량 또는 국내총
생산이라 볼 수 있으며 수직축은 전반적인 가격수

물가수준
총공급곡선

준, 즉 물가를 대표한다는 뜻이 됩니다.
개별 상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

균형물가

서의 균형 물가 및 산출량도 총수요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총수요곡선

0

균형산출량

산출량

 자료 : 이준구 외,‘경제학 들어가기’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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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이라 하고, 총공급 측면에서 원가상승으로 인해 주어진 가격 수준에
서 공급량이 종전보다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수요의 증가는 그 구성요소인 가계, 기업, 정
부, 국외 등 각 부문의 지출이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 경제 각 부문의 지출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돈의 양, 소득,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이 있습
니다. 먼저 돈의 양이 늘어나면 가계소비나 기업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
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소득은 가계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통상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준도 높
아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 밖에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역시 물건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한편 총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생산원
가 상승이 대표적입니다. 생산원가는 주로 원자재가격,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부동산 임차료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좀|더|알|아|보|기|

스태그플레이션 : 불경기속의 물가상승
물가는 다른 여건이 동일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기 상승기(호경기)에는 오름세가 커지고 총수요가 줄어드는 경기 하
강기(불경기)에는 상승세가 둔화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가격 대폭 인상으로 제1차 석
유파동이 초래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을 경험하였습니다. 불경기(stagnation)와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주로 비용인
상 인플레이션에 의해 유발된다고 합니다. 원유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 등 여러 상품들을 만
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적절한 대응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경제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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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 물가가 연간 6천조 퍼센트 상승한 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인가?

우리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초인플
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일
반적으로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50%를 초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인플레이션 하
에서는 1년 후면 물가수준이 100배 이상으로 높
아집니다.
물가가 심하게 오르는 국가에서 어떤 사람
이 빵 하나를 사기 위해 손수레에 돈을 싣고
시장에 갔는데 빵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돈은 그대로
두고 손수레만 훔쳐 갔다는 이
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100년이 채 넘지 않은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초인플레이션은 유
고슬라비아에서 1993년 내전 중에 발생했던 연간 6천조 퍼센
트의 물가상승률입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전비조달을 위해
조폐국을 24시간 내내 가동시켜 화폐를 발행하였으며 화폐개혁도
20차례나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헝가리로 1945년 8월에서 1946년
7월의 1년 동안에 물가가 4,200조 퍼센트나 올랐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1920년대 초인플레이션 동안 돈의 가치가 너무 떨
어져 돈을 땔감으로 사용하고 어린이들이 딱지 대신에 돈다발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가격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992년 한 해 동안에 소비자물가가 무려 17배 이상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일부 국가에서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는 정부 조세수입의 감소와
이에 대응한 통화량의 확대가 지속된 결과 2008년 7월 인플레이션이 2억 3,100만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생
필품 부족, 재정적자와 통화량 증가 등에 기인하여 2016년~2019년 4월중 인플레이션이 5,380만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자료 : 싱가포르 통화청,‘인플레이션’
, 오영수,‘31가지 테마가 있는 경제여행’
, 이병락 옮김,‘맨큐 거시경제학 제9판’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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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여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
재 수입가격과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직후 국내 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임금도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상승하
더라도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이 20% 올랐다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원가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
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1인당 생산성이 5% 증가
에 그친다면 상품 한 단위당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므로 기업은 생
산품의 가격을 올려야 하는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이외에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
우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여러 번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
치면서 그 가격이 크게 높아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기업이 가격이나 판매물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시장의 개방과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등으로
시장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비용이
경감되므로 물가상승이 억제됩니다.

인플레이션, 왜 막아야 하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예상 여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상할 경우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근로
자들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때
명목임금을 올려 주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기업은 실질이윤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대
나라경제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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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조세,
그리고 메뉴비용과 구두창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치안, 국방,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과 같은 국가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금을 화폐 공급을 늘려서도 충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여 시중에 풀린 돈을 인플레
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의 지갑 속에 있는 화폐의 가치
가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정부문에서 거두는 일반 세금과 달리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하게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
회적 비용은 대개 기업의 메뉴비용(menu cost)이나 가계의 구두창비용(shoe leather cost)으로 설명됩니다. 메뉴비용
이란 가격이 달라지면 기업이 변경된 가격으로 카탈로그 등을 바꾸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편 가계 입장에서
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현금보유를 줄이고 예금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가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종전과 동일한 경제활동을 위해 보다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가계는
종전보다 은행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구두창비용이란 은행에 발걸음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간이나 교통비 등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은행을 자주 다니면 구두창이 빨리 닳는다는 데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로 임금을 올려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경
제의 모든 부문이 일시에 조정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실질적으
로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
등과 같은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사회적 비용(인플레이션
의 비용)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월급생활자나 연급수령
자들의 생활을 전보다
어렵게 하고 부의 분배
를 왜곡시키며 국제수지

문에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
치를 떨어뜨려 월급생활자나 연금수령자들의 생활을 전보다 어려워지게
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 악화시킴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물가는 왜 안정되어야 하는지
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봉급이나 연금 생활
자와 같이 일정액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계는 급여나 연금이 뒤따라 오를
때까지 소득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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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봉급생활자들은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전보다 적
어지게 되고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는 이전만큼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그동안 애써
모은 저축의 실제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나아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킵니
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예금,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금융자산 보유자는 그
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 채무자는 갚아야 할 부담
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국민경
제 전체로 보면 대체로 가계가 금융자산을 보유
하고 기업과 정부는 상대적으로 채무 부담이 많
은 편이므로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부를 기업과
정부로 재분배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저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는 금융기관이 가계의 예금을 유인하고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어렵게 합
니다. 또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도 직접 생산활동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와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치중함으로써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일자
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국제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국내 물가가 오르면 우
리나라 상품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
렴해진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물
가상승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림으로써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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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 가계가 소비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가계가 소비하는 주요 품목의 소비자가
격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배

13배

40년간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6배,
택시요금은 10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

쌀 3배

대학수업료 19배

습니다. 동 기간중 자장면 값은 14배,
소고기 값은 17배 올랐습니다. 또한 지
16배

난 40년간 쌀 값은 3배 오른 데 그친 반

10배

면, 배추 값은 13배, 국립대 등록금은
19배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가계별로 직접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추세 분석 : 1980~2020’
, 2020년 3월

주요 품목의 가격 변화 (1980년 → 2020년) 비교

지하철

16배

(기본요금)

택시

400원 → 3,800원

10배

(기본요금)

쌀(4kg)

3배

3,000원 → 9,500원

자장면

14배

350원 → 5,000원

한우등심
(100g)

17배

배추
(10kg)

13배

19배

(인문계열)

0
 자료 :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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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원 → 8,957원

750원 → 9,358원

국립대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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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13만원 → 244만원

20

(배)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인플레이션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디플레이션(deflation)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수준이 지속적
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디플레이션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경제적 비
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경제주체들 사이에 확산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어
총수요가 부진하고 실업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물가하락을 유도하게 되는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prophecy)가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물가하락이 경기둔화를 유발시키고 경기둔화가 다시 물가하
락을 초래하는 경제적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디플레이션은 담보의 가
치를 낮추고 명목금액으로 표시된 채무의 실질가치를 높이게 되므로 채무
를 진 가계나 기업의 상환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는 경제주체의 원리금 상
환 지연,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하여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
성을 높입니다.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과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장기침체 기간중 일본의 사례를 제외하면 주요
발생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
용이 아주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는지 경계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해지지 않
도록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 왜 장바구니물가가 지수물가와 다르게 느껴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직접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
격을 바탕으로 물가의 변동을 체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
는 채소나 과일을 사는 시장바구니에서, 직장인은 점심 값과 교통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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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책이나 학용품 값 등에서 주로 물가의 움직임을 체감합니다. 그
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지수 작성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주관적·심리적 요인
그렇다면 왜 체감물가와 지수물가는 서로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
는 먼저 집집마다 소비하는 품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
어 어떤 시점에서 대학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나 기술발전으로 텔레비전, 냉
장고 등 가전제품 가격은 하락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변동하지 않았
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비의 부담 증가
로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반면 전자제품을 구입한 가계에서는 물가가 내
렸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수물가가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 반면 체감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했던 상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느낌을 반영한 것이므로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지수물가는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고 코끼리
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체감물가는 코끼리의 일부만 만져 보고 말하는 것
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자녀의 성장 등에 따라 소비지출이 늘어
난 것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가령 소득이 높아져서 살
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대형으로, 차
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꾼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아파트 관리비, 가
전제품 구입비와 전기료, 자동차 보험료 및 연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
을 물가상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
교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원비와 식비, 용돈 등 생활
비가 늘어난 것을 물가상승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품질
이 향상된 TV,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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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부를 물가상승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물가지수에는 품질
향상분을 제외한 순수한 가격인상분만이 반영되므로 체감물가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
습니다. 사람들은 적게 오르거나 하락한 품목보다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
으로 물가변동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는 전체 물가가 거의 변동
하지 않았는데도 상승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경우 심리
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한계
위에서 설명한 주관적·심리적 요인 이외에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구
조적인 한계에 의해서도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상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지수는 5년마다 기준년을 개편하고 가중치를 조
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소비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경우 이를 제 때에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빙(well-being) 붐으로 가
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문화오락서비스와 건강관련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식 지수물가에서는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러한 것을 바로 반
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감물가와 지수물가 사이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체감물가와 지수물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면서 일반 서민들
의 장바구니물가에 보다 근접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를 보조지
표로 함께 만들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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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어떤 품목을 조사하나?
생활물가지수는 199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데 현재 조사대상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
필품(쌀, 달걀, 배추, 소주 등) 등 141개 품목입니다.
한편 신선식품지수는 1990년부터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 조사대상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등 생선류와 무, 배추, 파,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 그리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 과실류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필수품이고 신선도 유지가 가
격수준에 직결되며 기상조건, 계절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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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나라경제 이해하기

아홉째 마당

9

경기변동과 실업
●

1. 경기 판단은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진단
경기는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활동 상태
경기를 판단하는 잣대는?
경기의 연착륙과 경착륙 - 경기가 비행기라도 되나?

●

2. 실업은 왜 생기나?
완전고용은 실업률 0%를 말할까?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하나?

●

3. 임금 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
임금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아홉째 마당 _ 경기변동과 실업

1. 경기 판단은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진단
경기는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활동 상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기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보통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거나 수익성이 나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말
합니다. 개인들은 소득이 높아지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집의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경기
는 각자 처한 여건과 판단기준에 따라 서로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개별주
체들의 경제활동을 가지고 여러 부문과 다양한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
민경제 차원에서 경기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왜 경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경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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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측이 어떤 경제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
나로서 그 정확성 여부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성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구입 시기를 결정하거
나 기업이 수요를 전망하여 이에 적합한 생산과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여건에
알맞은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하여 경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부문 활동과 돈의 양,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금융부문 활동, 그리고 수출입 등 국외부문 활동을 망라하는 여
러 가지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판단 과정은 사람으로 치면 종합건강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정한 치유책을 마
련하듯이 경기판단을 통해 현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
응책을 찾는 것입니다.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오
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busines cycle)이라고 부

경기변동(경기순환)

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경기가 상승하여 정점에 이르게 되고 이후

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경제활동이 부진해지면 경기가 하강하여 저점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이러한 경기변동은 민간기업의 투자지출을 비롯한 수요충격, 통화량 변
동, 불완전 정보에 의한 기대,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동 등 경제 내의 여러
가지 실물 및 화폐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이들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
간을 순환주기라고 합니다. 경기의 순환과정은 보통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상승국면과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하강국면의 2국면으로 나누는데 이를 다
시 상승국면은 회복기와 확장기로, 하강국면은 후퇴기와 수축기로 나누어

순환주기
경기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

4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추세를 기준으로 하여 윗부분 즉
경기정점을 전후한 기간을 호경기로, 아랫부분 즉 경기저점을 전후한 기간
을 불경기 또는 침체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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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경기의 순환과정
실질 국내총생산
(GDP)

◀

상승국면

▶◀

하강국면

▶

장기추세

정점
확장기

후퇴기

불경기

호경기
수축기

회복기

저점

회복기
저점

순환주기

◀

0

◀

시간

우리나라의 과거 경기순환 과정을 보면 경기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매
우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가장 긴 주기는 67개월, 가장 짧은 주기
는 35개월로서 차이가 컸습니다. 또한 한 주기 내에서 상승국면의 지속기
간은 평균 31개월, 하강국면의 지속기간은 평균 18개월로 경기 상승국면
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하강국면은 짧은 기
간 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림 9-2 우리나라의 경기순환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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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판단하는 잣대는?
경제에 있어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진단하거나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예

경기판단 방법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방법에는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

이용하는 방법, 종합경

를 이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과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 등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기지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음

먼저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면, 대표적인 경제지표
로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국민소득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통계는 해당 연도나 분기 후 약 2~3개월 지나야 알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신속하게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경
기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매월 발표
되는 산업생산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수출입통계 등의 개별지표를 이용
하여 이들 지표들이 과거 경기순환과정에서 움직여 온 경험적 사실로부터
얻은 규칙성이나 유사성 등을 가지고 경기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들 지표들은 각 부문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하나 전체 경기의 움직임
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문의 경제동향을 잘 반영해 주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종합
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여 경기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널리 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종합지수가 있습니다. 경기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
는 동행지수,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후행지수를 만들어 경기판단
과 예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 경기 국면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환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경우 경기지표의 대응성이 떨어질 가능성
이 큽니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구성지표나 그 합성방법
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달로 대용량 자료인 빅데이터를 경기
동향 파악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온라인 거래 실적 등의 자료를 통해 소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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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경제예측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일 :
景氣展望 = 景氣占(?)望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앞날을 알아보기 위해 점쟁이를 찾
아가는 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예측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소비, 투
자 등 거시경제지표를 기초로 계량모형을 만든 후 동 모형에 주요국의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환율, 국제유가, 반도체
가격 등 대내외 변수의 전망치를 집어넣어 경제성장률 등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다는 지적을 자주 합니다. 어느 전문가는 이처럼 예측능력을
문제 삼자‘예측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 주역 공부를 할 수 없는 일이고…’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제예측을
할 때 왜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울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
률, 교역신장률, 환율, 국제유가 등에 대한 국외기관의 예측치가 국내 경제예측을 할 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런데 세계적인 전문예측기관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지표의 전망치를 수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경제예측을 할 때 국외기관의 예측치가 빗나가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기초한 경제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내여건의 변화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 환경 변화, 기상이변, 노사관계 불안 등 사전에 고려하기
어려운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예측치의 오차를 크게 합니다. 다음으로 예측기법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때 활용하는 계량모형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제변수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데 경제구조가 크게 달라질 경우에
는 이를 적절히 포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수많은 전제가 필요한
대규모 거시계량모형의 구축에 한계가
있는 점도 예측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
인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경제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경제예측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구조가
급격히 변할 때마다 기초 자료가 되는
국외예측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하거나
그 모형구조를 바꾸어 예측을 수정하
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국외의 유수예측기관들은 당초 예
측치를 자주 수정하고 있으며 보다 정
교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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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SNS의 키워드, 각종 검색어 등을 수집하여 경기지수를 만들기도 합
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나우캐스트(nowcast)란 이름으로 최근 경제
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수집하여 경제성장률을 매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비자나 기업가와 같은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나우캐스트(nowcast)
다양한 경제지표의 최근
발표치를 계량모형에 산
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의 경제상황을 추정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이들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주관적
인 판단과 생산 투자 소비계획 등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으
로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경기조사(BSI: Business Survey Index)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동향조사(CSI: Consumer Survey Index)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비교적 손쉽게 경기변동을 판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응답자의 주관과 심리적
인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히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경기
전환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를 판단·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변수의 상관관계를 계량모형을 통해
알아내어 경기를 예측하거나 경제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입차를 합한 것이
고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함수, 투자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라는 식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정교하고 치밀한 통계기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여건과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변하게 되어 기존모형에 의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각각의 단점도 있으므로 현실 경제를 분석할 때에는 어느 한 가지 방식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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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으로 경기변동을 판단하는 재미있는 방법들
경기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통계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기변동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상황을 나름대로 손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상황에 따라 거리의 옷 색깔이 달라지는데 경기가 좋을 때에는 밝고 깨끗한 색깔의 옷이 많이 눈에 띄는
반면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어둡고 우중충한 색깔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독특
한 현상도 나타나는데 경기나 나빠지면 길거리의 담배꽁초의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위스키나 맥주보다는 소주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경기가 좋을 때에는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나 경기가 나쁠 경우에
는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신경정신과는 더욱 붐비게 되는데 이는 불황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상담 받는 사람
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경기진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
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 쓰레기 배출량을 살폈다고 합니다. 뉴욕시 외곽에 위치한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등이 그가 자주가던 쓰레기 매립장인데 뉴욕시의 쓰레기 물동량의 증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동향을 판단했던 것입
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전 미국 재무장관은 매일 아침 60가지 지표를 점검했는데 체크리스트에는 주가, 금리, 환율과 같은
통상적 경제지표는 물론 스타인웨이(그랜드피아노) 매출 동향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고급 피아노는 덜 팔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월트디즈니회장을 지낸 마이클 아이스너는 소비자신뢰지수와 디즈니랜드 예약률, 투자은행으로
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경제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불황에는 투자은행들의 전화가 평소보다 5배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 저널(2000년)은 일반인들이 경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피부경제지표 12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
개하고 있습니다. ① 일요일자 신문의 부피: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업의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 주말판 신문의 두께가 두툼
해짐 ② 자동차 광고문구: 호경기에는 호사스러운 문구, 불경기에는 할인판매와 저금리 할부금을 강조 ③ 미 연준의장의 위
상: 호경기에는 만인의 우상, 불경기에는 인기저하 ④ 화물열차의 행렬: 차량숫자와 경기가 비례 ⑤ 주택시장: 경기가 좋을
때에는 매물이 즉시 처분되는 경향 ⑥ 달러화의 위력: 호경기에는 달러화 가치 상승 ⑦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둔화시 장기
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 발생 가능 ⑧ 목수 등 잡역부 수요: 경기가 나쁠 때는 이들을 부르기가 쉬움 ⑨ 범죄
율: 경기가 좋아지면 범죄율이 하락 ⑩ 신기술제품 소비: 소비가 늘면 호경기, 줄면 불경기 ⑪ 출산율: 호경기에는 가계사
정이 나아져 출산율이 높아짐 ⑫ 주식투자: 경기호황은 증시활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자료 : 이준구,‘열린 경제학’
, 중앙일보 2016년 11월 7일, 한국경제신문 2000년 6월 27일 수정 발췌

경기의 연착륙과 경착륙 - 경기가 비행기라도 되나?
우리는 각종 신문이나 뉴스에서 경기가‘연착륙’할 것인지‘경착륙’할
것인지와 같은 말을 수시로 보고 듣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승객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비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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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에 거칠게 착륙하는 것이 경착륙이고, 이와 반대로 연착륙은 예상
하강경로를 염두에 두면서 미리 고도와 속도를 적절히 낮추어 비행기가 활
주로에 부드럽고 안전하게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와 같이
경착륙은 경기의 하강속도가 매우 급격한 것을, 연착륙은 경기가 서서히

경기의 경착륙과
연착륙
경착륙은 경기의 하강속
도가 매우 급격한 것을,
연착륙은 경기가 서서히
하강하는 것을 나타냄

하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2. 실업은 왜 생기나?
경기가 나빠지면 왜 실업이 증가할까요?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의 생산
물이 잘 안 팔려 재고가 쌓이고 경영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조업을 단

|읽|을|거|리|

경기를 판단할 때 Ｖ, Ｕ, Ｌ, Ｗ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나라의 경기가 앞으
로 어떤 모습을 보이며 회복
될까를 설명하면서 자주 V,
U, L, W자 등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
른 경기순환 모습을 그림으
로 그렸을 때 그 모양에 따라
경기회복이 빠르면 V자, 다
소 느리면 U자, 일본의‘잃
어버린 10년’과 같이 장기
불황의 경우에는 L자, 경기
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
복하며 바닥을 두 번 친 경우
를 W자 또는 더블딥(double dip)이라 합니다. 또한 장기불황의 유형을 표현할 때‘일본형’
과‘아르헨티나형’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일본
형’이란 1990년대 초반의 주가 지가 등 자산가격버블의 붕괴(1980년대 자산가격이 약 4배 폭등한 후 1990년대에는 동 가
격이 1/4로 폭락)에다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세하여 발생한 경우이고,‘아르헨티나형’은 반시장 인기영합주의(populism)
경제정책에 따른 방만한 재정운용과 만성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구조조정의 실패와 정치불안정에 의해 경기침체가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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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을 낮추거나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의 임금을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결국 경기후퇴는 근로자의 일자리상실,
즉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경기후퇴가 장기화된다면 대량 실업으
로 이어져 한 나라 경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로 많은 사람들은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우선 실업을 걱정합니다.
대량 실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 등에서 발생했던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말 외환위
기로 인해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2~3% 수준에서 9% 가까이 상
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취업형태도 크게 바뀌어 종래의 종신고
용제가 상당히 줄어들고 단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실업률은 경기회복
으로 다시 낮아지기는 했지만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람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업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본격
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왜 많은 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가
질까요? 농민들이 근대적 산업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
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았고 또 임금근로자
의 성격도 대가족제도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품앗이 정
도의 고용수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문제
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가 발전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근로자 계층이
분화되고 임금근로자수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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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실업문제는 점차 관심사항으
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 때에는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어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업은
개인에게 물질적 생존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고 장래가 불안해지며 자존심
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가용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
문입니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의 달성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과 함께 오
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고용은 실업률 0%를 말할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인 실업에는 어떤 것이 있
는지 살펴봅시다. 가령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4%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실업자도 있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시 실업상태
에 놓인 사람도 있으며, 기술혁신 등으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경기순환 과정에서 불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있
습니다. 보통 호경기에는 고용이 늘어나고 불경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져
실업이 늘어납니다. 수요가 줄어들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산
을 줄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일반적
으로 정부의 단기 경제안정화정책은 이러한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데 목표
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
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으레 있기 마련이므로 호경기가 계속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만
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찰적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직장탐색과정을 단축시키는 대책을 세우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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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술혁신으로 종래
의 기술이 아무 쓸모없거나 어떤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지난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효자종목
이었던 섬유, 신발산업이 사양화되
면서 그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이 일할 곳을 잃은 경우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향후 자율주행차
가 개발되면 많은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생기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양사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사양사업에서 해고
된 실업자를 모두 흡수할 수 있으면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령 30~40년 동안 가위로 재단하는
데 익숙했던 섬유 기술자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재단기술을 바로 습
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
한 대책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력 재훈련을 지
원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든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일
반적으로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 우
완전고용실업률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
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
고 있을 때의 실업률

리는 이를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며, 이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
는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구조적 실
업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사람들은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
를 완전고용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완전고용상태란 한 나라
안의 모든 근로자가 완전히 고용되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실업률 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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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다고 해도 실업률이 0%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는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
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하나?
이제 실업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람
들은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인구
를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
가 된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최저 근로
연령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가능
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수감
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합니다.

|좀|더|알|아|보|기|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9년 중 현역군인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2019년 기준)

만 15세 이상 인구는 4,450만 명입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818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는 1,632만 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
4,450만 명

취업자는 2,712만 명, 실업자는 106만 명입니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019년 중 실업률은
3.8%(실업자 106만 명 ÷ 경제활동인구
2,818만 명 × 100),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2,818만 명
(경제활동참가율 63.3%)

비경제활동인구
1,632만 명

63.3%(경제활동인구 2,818만 명 ÷ 15세 이
상 인구 4,450만 명 × 100)로 계산됩니다. 한
편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취업자 2,712

취업자

2,712만 명
(고용률 60.9%)

실업자

106만 명
(실업률3.8%)

만 명 ÷ 15세 이상 인구 4,450만 명)입니다.

나라경제 이해하기 |

175

다음으로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인 노동가
능인구 중에서 일할 의
사가 있는 인구를 말하
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뉨

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합니다. 이때 경제활동인구가 노동가능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부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상태인지 실업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합니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일요일~토요일)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통계청
http://kostat.go.kr

나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
입을 위하여 급료 없이 1주일당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과, 그 밖에 원래 직
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습
니다. 이에 비해 실업자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

실업자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
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
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다. 보통 실업자라 하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직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5일이 속
한 1주일 동안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
미합니다. 즉 일할 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며 일할 의사가 없
는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
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
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공식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보다
낮다고 생각될까요? 이는 현행 실업률통계를 산출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보다 정확히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지만 조사대상기간 중에 구직의사가 없었던 구직단념자를 실
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경우 실업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
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체감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높게
느껴지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면
서 상용직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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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을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제
1·2차 석유파동기와 외환위기
이후 몇 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3%대로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왔습니
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통계작성
방법상의 차이에도 일부 원인
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이 외국과
상당히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먼저 통계작성방법상의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하고 있어 구직등록
통계를 이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실업상태를 적극적으로 밝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직등록통계를 이용할 경우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등록을 하기 때
문에 실업자 수를 실제와 비슷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실업자 여부
판정기준의 하나인 구직활동기간을 조사대상 1주일간 만으로 정하여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
되었으나 2005년 7월 부터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처럼 구직활동기간을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한 과거 4주로 변경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을 보면 외국에 비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은 점입니다. 농림어업 부문은 제조업 등 비농림어업 부문에 비
해 실업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구멍가게 등과 같은
자영업주와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거들어 주는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실업률
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에는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가급적 현재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 실
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고도 가사노동에 전
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면 우리나
라의 실업률도 크게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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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불
안정한 준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직하고 있는 상황
에 비추어 공식적인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임금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임금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계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원천이며, 사용자에게는 공장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재료비 등과 함께 생산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또한 임금수준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을 대신하여 기계설비 투
자를 늘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매
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금은 어떻게 결정
될까요?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즉 근로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으
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
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사용자
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도 적정선을 제시하여 일정한 수준의 임
금인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
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 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타협을 보지 못하고 갈
등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최저임금제
국가가 법으로 근로자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

을 위하여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보통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임금협상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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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
효가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9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이 제도는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
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가 수긍하는 적
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결
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생계비,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을 결정하는 데는‘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상승
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 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
비용, 즉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입니다. 이 경우 향후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고임금을 유발하는 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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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가 만들어내는 산출량을 말합니다. 산출량을 산업생산지수와 부가가치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
에 따라 각각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합니다.
노동생산성 =

산출량(산업생산지수 또는 실질부가가치)
노동투입량(노동투입인원 × 근로시간)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 1단위 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단위노동비용 =

노동비용
노동투입량

÷

산출량
노동투입량

=

노동1단위비용(시간당 임금)
노동생산성

환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실업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계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입니다.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며 근로자의 근
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악
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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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
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
을 통해 생계비 상승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
제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경쟁력 약
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앞의 국민소득에서 명목과 실질이 있었듯이 임금의 경우에도 명목과 실
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
목임금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명목임금이 아닌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입니다. 즉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증가율
보다 높을 경우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에 연결시키는 물가연동제

물가연동제

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실질임금을 경직적으로 운용함으

매력 감소를 방지하기

로써 경제의 신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과 어떤 물가지수를 기준

승에 연결시킨 것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

으로 할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알|아|보|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무엇인가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
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 임금 등에서 상
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간 일자리의 이
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2차 노동시장에는 이를 제외한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노동시장간 격차는 큰 편입니다.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높
고 평균 근속연수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가 2.3배 깁니다. 그런데다 우리나라의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직장을 옮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 장근호,‘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 동아일보 2019년 9월 3일 수정 발췌

나라경제 이해하기 |

181

|읽|을|거|리|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다 : 효율임금이론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다,
다른 사람은 닭이 먼저다’라고 말
하는 등 우리는 이와 유사한 논쟁
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경
제이론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
다고 설명하나‘효율임금이론’에
서는 임금의 높고 낮음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율임금이론은 임금과 근로자들의 건강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보다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
을 지급함으로써 나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근
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높은 임금은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을 그 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자질을 판단하기 곤란한데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보다 우수한 지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임금이 낮아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도 높은 임금이 높
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직
장을 그만두는 빈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
련시키는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을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직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으면 근
로자들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임금이론이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나 동 이론이
현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평균수준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효율임금이론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자료 : 이준구,‘열린 경제학’
, 이병락 옮김,‘맨큐 거시경제학 제9판’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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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 마당

돈이란?
●

1. 돈은 경제의 혈액
경제생활과 돈
돈의 세 가지 기능

●

2. 돈은 어떻게 생겨났나?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지폐와 법화제도

●

3.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공급
은행은 예금통화를 창출
부문별로는 민간, 정부, 국외 부문 등을 통해 돈이 공급

열째 마당 _ 돈이란?

1. 돈은 경제의 혈액
경제생활과 돈
오늘날 돈이 없는 경제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은 일상생활을 매개하
고 있어 의식주와 같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
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
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적건 많건 매일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점심을 먹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등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또
한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는데 금융기관은 그 돈
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기업은 빌린 돈으로 공장 건
물을 짓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타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
용합니다. 이처럼 돈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에 흔히 인체에 있어 혈액의 역할에 비유됩니다.
돈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이‘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 때의 돈은 소득이나 매출액을 뜻합니다. 또

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형태

‘그는 돈이 많다’라고 할 때 돈은 재산이나 부(富)로서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가지고 있는 순(純)자산을 의미합니다.

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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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통상적

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형태의 자산을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경우 지
갑에 들어 있는 현금은 돈이지만 주식은 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식
을 점심 값이나 스마트폰 통신요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에서는 이러한 돈을 화폐(貨幣)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에서 돈
과 화폐는 순수한 우리말과 한자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의미가 같다고 보
고 혼용하기로 합니다. 또 엄밀한 의미로 현재 사용 가능한 현금, 예금 등
의 지불수단을 뜻하는 통화(通貨)도 돈과 화폐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같이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제 돈, 즉 화폐의 기능과 역사를 알아보고 돈의 공급
과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세 가지 기능
돈은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물로서 지불수단의 기능을 합니다. 돈이 갖
는 교환매개 기능의 중요성은 돈 없이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던 물물교환
경제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가지고 생선

교환매개 기능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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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환하려고 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사람은 쌀이 필요하면서
그 대가로 생선을 지불하려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운 좋게 만
날 수 있다면 쌀과 생선을 교환함으로써 각자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
습니다만 현실에서 거래하려는 두 사람의 욕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원하는 물건
을 교환한다면 거래 상대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
게 됩니다. 돈을 사용하면 탐색비용 등 여러 가지 거래비용을 줄여주기 때
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저렴하고 질 좋게 만들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의 생산에 전문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로는 생산량과 소비
량이 증가하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돈에는 가치척도 기능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경제적 가치는 돈, 즉

가치척도 기능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
고 계산과 회계의 단위
가 되는 기능

화폐의 단위로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쌀 40Kg의 가격을 10만 원,
노트북 컴퓨터의 가격을 100만 원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쌀 40Kg의 가
격을 노트북 컴퓨터 10분의 1대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물건 값을 모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편과 비용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돈을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고 계산과 회계를 하는 단위로 사용합니다.
돈은 가치저장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가치저장 기능이란 시간이 지나더

가치저장 기능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기능

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을 보관해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물
론 돈만이 유일한 가치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나 귀금속, 건물, 쌀 등 실물자산도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
습니다. 농민은 가을에 거둔 쌀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해에 팔아 생활비,
자녀 학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가을에 바로 팔아 돈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편이 편리할 것입니다. 쌀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지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돈을 보관하는 데
는 조그만 금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금융자산은 단기
에도 경제여건에 따라 그 자체의 가격변동이 클 수도 있는 반면 돈은 물가
가 안정된 정상적인 경우 가치변동이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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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은 어떻게 생겨났나?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흔히 돈 하면 위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사각형의 지폐나 동그란 금속 주
화를 연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현재와
같은 돈의 모양과 화폐제도가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환 동기에 의한 자연발생적 학습 과정에 의해 생겨나 발달되어 온
하나의 사회제도인 것입니다. 오래되었다는 주화의 경우에도 고작 몇천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며 지폐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한 것은 소금, 쌀, 베, 가축 등과
같은 다양한 물품이었습니다. 이를 상품화폐(commodity money) 또는 물
품화폐라고 부르는데 물물교환에 비하면 발달된 형태였지만 이것을 돈으
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상품화폐를 대신하여 등장한 것
이 바로 금, 은 등과 같은 금속화폐입니다. 금속은 일반상품에 비해 휴대하
기 편리하고 변질되지도 않기 때문에 화폐로서 널리 쓰이기에 유리한 조건

상품화폐(물품화폐)

금속화폐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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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금속 조각
대신 일정한 형태의 주조화폐를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조화
폐는 사람들이 주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주조의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 점차 금속의 함량을 줄임으로써 명목가치에 비해 소재가치가 떨어지
그레샴의 법칙
16세기 영국의 금융가
그레샴이 말한‘악화는

게 되고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대로 시중에서 양화(良貨)가 사라
지고 귀금속 함유량이 적은 악화(惡貨)만 유통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는 법칙

지폐와 법화제도
금속화폐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18세기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종이 돈,
즉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전한 금고를 갖고 있는 금세공상
(goldsmith)은 고객이 금, 은 등을 맡기면 이것을 금고에 보관하고 그 증거
로 예탁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지폐를 사용하게 된 출
발점입니다. 이와 같이 지폐는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았
으나 금세공상이나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금액의 금이나 은을 기초로

태환지폐
요구가 있으면 즉각 금
이나 은으로 바꿔 줄 수
있는 지폐

발행됨으로써 유통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폐를 태환지폐(兌
換紙幣, convertible money)라고 부르는데(태(兌)와 환(換)은 모두 바꾼다
는 의미) 누구나 요구하면 지폐를 금이나 은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지폐는 제조비용이 적고 휴대가 간편해서 금속화폐 대신 광범위하게 사
용될 수 있었습니다. 지폐의 사용이 일반화되자 은행들은 신용상태만 좋으
면 실제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폐를 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불환지
폐(不換紙幣, unconvertible money)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불환지폐는
그 자체가 하등의 상품가치를 가지지 않아 명목화폐라고도 합니다.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한 불환지폐가 돈, 즉 화폐로서 지불수단과 가치저장 등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지폐에 표시된 액수의 가치를 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

법화
국가가 법적으로 그 가
치를 보장하는 화폐

188

|

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
용하는 화폐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라고 부릅니다. 법화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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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위조를 막는 등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를 사용하는 국민의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루블화는 여전히 법화임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사람들은 루블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거래수단으로 더 선호했습니다. 이는
자국 화폐인 루블화보다 달러화가 장래에도 실질가치의 하락 없이 통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 더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
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법에‘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제
47조)’
‘한국은행이
,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
용된다(제48조)’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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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화제도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중앙은행이 관리하도록 하
고 있는데 이를 관리통화제도라고 합니다.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는 금속화
폐 시대에 없던 지폐를 남발할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돈의 발행과 그 양을 조절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남발로 인한 경제적 폐해는 동서고금에 그 사
례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경비 조달
을 위해 당백전(當百錢)을 남발함으로써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졌던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은행이 발달하고 공신력이 커지면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는 화폐와 같
이 지불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도 교환의 매개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금보다 신용카드, OO페이, 디지털 화폐와 같은 비(非)현금 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머지않아‘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화폐의 모습은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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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1) - 우리나라 돈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돈, 즉 화폐의 주조와 사용에 관
한 최고의 기록은 기원전 957년 기자조선의 자모
전(子母錢)에 관한 것입니다. 또 삼한의 하나인 마
한에서는 기원전 169년에 동전(銅錢)을 주조하였
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금속으로 만든 돈보
다는 곡물이나 베와 같은 직물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돈에 관한 기록과 유물이 본격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돈
은 철을 주조해 만든 건원중보(乾元重寶)입니다.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15년인 996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나 활발히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조
선시대에 들어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화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
▶ 우리나라의 현용화폐

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401년(태종 1년)에는
최초의 지폐인 저화(楮貨)가 발행되었으며, 1423

년(세종 5년)에는 동전(銅錢)인 조선통보(朝鮮通寶)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교환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 이들 화폐가 일반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1678년
(숙종 4년) 우리나라 화폐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발행되었습니다. 상평통보는 우리
나라 화폐 중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이며 2세기에 걸쳐 장기간 통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최초의 은행권은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이 1902년에 개항장에서 무역 거래를 위하여
유통시킨 일 원(壹圓) 오 원(五圓) 십 원(拾圓) 3종류의 지폐입니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구 한국은행(당시의 이름은 한국은행이었으나 현재의 한국은행과 구별하기 위하여 구 한국은행이라 함)이
설립되고 1910년부터 일 원(壹圓) 오 원(五圓) 십 원(拾圓)권을 발행하였습니다. 1911년 8월 구 한국은행은 조선
은행으로 다시 출범하고 1914년부터 일 원(壹圓) 오 원(五圓) 십 원(拾圓) 백 원(百圓)짜리 돈을 발행하였으나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비조달을 위해 은행권을 남발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수탈을 심화시켰습니다.
1950년 6월 현재의 한국은행이 설립되고 그해 7월에 최초의 원(圓) 표시 한국은행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
다. 1953년 2월에는 인플레이션의 진정 등을 목적으로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바꾸고 100원(圓)을 1
환(圜)으로 화폐단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1962년 6월 다시 화폐단위를 환(圜)에서 순수한 한글인‘원’으로
바꾸고 10환(圜)을 1원으로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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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2)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인터넷과 스마트폰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돈 구경’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나 동전으로 된 현금을 갖고 다니려 하지 않습니다. 현금 화폐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페이’와 가상화폐 등‘비현금 전자지급수단’
이 돈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금 화폐 대신 전
자지급수단이 널리 사용되는 사회를‘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라고 합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한 스웨덴은‘현금 없는 사회’에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현
금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 같은 전자지급수단으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 상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
은 이미 2014년부터 스웨덴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호주 등이‘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워졌다고 보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현금 없는 사회’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거의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
철을 탈 때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는 지난해부터 현금을 받지 않는‘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때 76만 원어치는 신용카드 등 전
자지급수단으로 결제했고, 현금을 사용한 것은 2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순발행액 기준)은 2017년 10조50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7조5000억 원으로 3조 원(28.9%)이나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액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나가는 디딤돌의 하나로 한국은행은 2017년‘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에게 거스름돈으로 줘야 할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주고 여기에 쌓인 돈을 나중에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전자지급수단이 현금보다 사용하기 편리하다
는 것입니다. 현금을 찾으러 바쁜 시간을 내 은행에 갈 필요가 없고, 지갑에 넣어둔 현금을 분실하거나 도둑맞을 위험도
없습니다. 상점에서도 현금보다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건을 얼마나 팔았는지 계산하기도 쉽고
거스름돈을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에도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판 자료가 남기 때
문에 세금을 정확히 매길 수 있습니다. 또 뇌물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 거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폐나 동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 노인들은 대체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은행이나 카드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훔쳐 가
면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정전이 일어나 컴퓨터와 통신시설이 멈추는 경우 모
든 전자거래가 한꺼번에 중단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료 : 강기승,‘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 동아일보 2019년 4월 16일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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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3) - 리디노미네이션이란?
✽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이란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보통 통용되는 모든 지폐와 동전의 액면을
1,000 대 1 또는 100 대 1 등과 같이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현행 화폐를 1,000 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하면 3억 원짜리 아파트는 30만 원으로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의
미에서 가치가 변동하거나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돈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치척도 기능인 표시 단위를 변경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때 화폐의 호칭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생활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화폐의 호칭도 함께 변경합니다.
2004년 1월 터키 의회는 터키 정부가 제출한 화폐단위 변경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여 2005년 1월부터 100만 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2004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23년의 독일 이후 2002년의
아프가니스탄까지 모두 49개 국가에서 화폐단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스와 핀란드가 각각 1960
년과 1963년에 100 대 1로, 러시아가 1998년에 1,000 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53년 2월 화폐단위를 100 대 1로 낮
추면서 호칭을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1962년 6월에는 화폐단위를 10 대 1로 낮추면서 호칭을 환(圜)에서 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큰 편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지면 화폐단위
로 표현하는 숫자가 너무 커져서 거래나 계산·회계처리 등 경제생활에서 불편이 많아지는데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국 화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미화 1 달러당
1,000원이라고 하면 원화의 가치가 낮아 보이지만 1 달러당 10원이라고 하면 그 만큼 가치가 높아 보이니까요.
한편 리디노미네이션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화폐단위가 낮아진 데 따른 착각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00만 원 짜리 승용차가 리디노미네이션으로 3만 원이 되었다면 가격이 싸진 것 같은 착
각 때문에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서 승용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리디노미네이션은 새 화폐를 제조하고 현금입출금기(ATM)와 자동판매기를 교체하며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수
정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 통용되는 모든 지폐와 동전의 액면을 1,000 대 1 또는 100 대 1 등과 같이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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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공급
어느 나라 경제든 법화제도를 운영하려면 그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
로서 법화를 발행하고
통화정책 등을 수행

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역
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즉 미국의 연방준비은
행,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등도 법화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돈의 공급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은행은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서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돈을 공급합니다. 이를 본원통화(本源通貨,
monetary base)라고 합니다. 여기서‘본원(本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서 설명하는 예금통화가 바로 이 본원통화를 기초로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공급할까요? 돈, 즉 본원통화는

한국은행
www.bok.or.kr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할 때,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때, 외환시
장에서 외환을 매입할 때,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인출할 때 등의 경우에 각각
공급됩니다. 이와 같이 중앙
은행이 공급한 돈은 은행과
민간이 나누어 보유하게 되는
데 특히 은행이 보유한 돈을
지 급 준 비 금 (支 給 準 備 金 ,
reserves)이라고 합니다. 왜
냐하면 은행이 보유한 돈은
고객이 예금을 인출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관하는 지급준비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으면 그 중 일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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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은행이 고
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되었습
니다. 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준비금은 대출 등의 영업에 활용
할 수 없는‘묶여 있는 자금’이 되는 셈입니다.
표 10-1 우리나라의 지급준비금 최저율 (2020년 6월말 현재)
예금 구분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지급준비금 최저율(%)
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2.0

기타 예금

7.0

은행은 예금통화를 창출
넓은 의미의 돈으로 정의할 수 있는 통화(通貨)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
은행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도 통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은
행이 통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시중(민간)에 그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
행에 예금됩니다. 은행으로 들어온 예금은 또다시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돈을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과 예금자의 예금 과정이 되풀이
되면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당초 은행에 공급하였던 돈은 몇 배로 늘어
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현금을 지갑
에 남기지 않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예금 가운데 10%를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한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중앙은
행은 은행을 통해 정부 공사대금 100만 원을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건
설업자는 A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며, A은행은 이 중 10%의 지급준비
금을 남겨두고 90%를 대출합니다. 이 경우 통화량을 측정해 보면 A은행
이 대출하기 전에는 100만 원이었으나 A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면
서 융자받은 사람은 현금 90만 원을 갖게 되었으므로 현금과 예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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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경제 내에 유통되는 돈

인 통화량은 19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

의양

출하게 되면 예금통화를 창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금통화는 풍선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은행의 신용창출(信用創出,
credit creation)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100만 원을 공급하고,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예금통화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대 1,000만 원
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표 10-2 은행의 신용 창출
한국은행
본원 통화

A은행

B은행

C은행

•••••

100

합 계
100

예금 통화

100

90

81.0

•••••

1,000

지급준비금

10

9

8.1

•••••

100

대

90

81

72.9

•••••

900

출

앞에서 지급준비금을‘묶여 있는 자금’이라고 하였는데 지급준비금은
은행의 신용창출이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브레이크 장치와
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변경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부문별로는 민간, 정부, 국외 부문 등을 통해 돈이 공급
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지폐나 주화 형태로 시중에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돈의 공급을 정부,
민간, 국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
간은 가계와 기업을 말합니다. 돈의 양은 통화정책 이외에 정부활동과 국
외거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요
인을 각 부문별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에 따라 변동합
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경우 돈은 정부의 은행인 중앙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줄고 반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집행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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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민간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면
서 일어납니다.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회수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외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은 결과로
일어납니다.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 돈을 들여와 국내은행에서 우리 돈과
바꾸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
게 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기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도 여러 가지 예가 있
습니다. 가령 중앙은행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면 시중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감소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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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속의 돈만 돈인가?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 즉 통화량(money stock)
은 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
을 통해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시중에
필요 이상 또는 반대로 너무 적
게 풀려 있으면 경제에 많은 어
려움을 줍니다. 통화량을 효과
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을 파
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
화지표를 작성합니다.
통화지표는 무엇까지를 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통화라고 하면 갖고 있는 지폐나
주화 같은 현금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종 예금도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넓혀 이들도
통화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협의통화(M1), 광의통
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 네 가지 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지표의
추이를 관찰하여 시중 자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협의통화(M1) : 현금, 즉 지폐와 주화는 명백히 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경우 자기앞수표를 사
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 잔액, 즉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예
금계좌도 통화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 등을 통해 원할 경우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
어 지갑속의 현금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금 이외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
금, 수시 입출식예금(MMDA) 등 결제성 예금을 포함하여 M1이라고 합니다. M1은 돈의 세 가지 기능 중 교환의 매개수단,
즉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통화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의통화(M2) : M1에 포함되는 현금과 결제성 요구불예금 이외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정기예금, 수익증
권, 금융채, 거주자 외화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금융상품은 결제의 수단보다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
수단으로 보유되지만 다소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면에서 결제성 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유동성(Lf) : M2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만기 2년 이상 M2 대상 금융상품과 보험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을 포
함하는 것으로 종전에 M3라고 불리던 통화지표입니다.
광의유동성(L) :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하는 기업어음, 회사채,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포함시킨 통화지표로 시중
의 유동성 수준을 가장 넓게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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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거래에서는 상품과
돈이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돈과 증권 또는 채무증서가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통장을 내어 줍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의 결과, 당사자 간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발생하게 됩
니다. 위에서 예로 든 예금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채입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흑자 경제주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큰 적자 경제
주체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주체 사이에, 즉 흑자 경제주체와 적자 경제
주체 사이에 돈이 융통되는 것이 곧 금융입니다.
돈의 융통과 관련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법규
금융제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
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법
규 등을 포괄하는 개념

등을 포괄하여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라고 합니다. 금융제도의 중요
한 역할은 자금이 남는 부문에서 모자라는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으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위축됩니다. 가계도 마땅한 저축이나 보
험 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재해 등 위험에 적절히 대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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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입니다.
우선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금융제도의
주축으로서 기능하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금리는 돈을 빌려 쓴(빌려 준) 대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빌려줄 때도 있지만 돈이 부족해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
린 사람은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
라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자
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에 1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뒤에 11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돈을 예금한
대가로 받는 1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 경우 예금 금리는 이자 1만 원의 원
금 10만 원에 대한 비율, 즉 10%입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을 예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영화관람, 외식, 옷 구입 등 현재 소비의 만족을 포기 한 대가(기회비
용)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금융거래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이자를 돈의 시간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
고자 하는 공급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반대
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좌우됩
니다. 즉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가계 소득이 적
돈과 금융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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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거나 소비가 늘어 가계가 공급하는 돈이 줄어들면 금리가 오르게 됩
니다. 또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
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
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밖에 금리는 차입자의 신
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그리고 차입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
적입니다.

금리의 여러 종류
금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
와 복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 방식으로는 120만 원[100만 원 ×
(1+0.1×2)]이 되지만 복리 방식으로는 121만 원[100만 원×(1+0.1)²]이
됩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실
질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는 보통 명목금
리로 이자를 계산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투자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실질금리가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
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 5%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5%라고 하면 실질금리
는 0(零)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예금 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 소득
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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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도 구분되어집니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
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합니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일지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 계산방법
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집니다. 대
출의 경우에도 이자 계산방법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집니다.
금융거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금리의 또 다른 개념 중 수익률과 할인
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 후 원금 100
만 원과 이자금액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수익률은 10%입니다. 즉
수익률은 투자수익, 여기서는 이자금액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
니다.

수익률 = 이자금액/채권가격= 100,000/1,000,000 = 0.1 즉 10%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 원 할인된 90만 원에 사고 1년 후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 할인율이 10%라 합니다. 이를 위에서 설명한 수익률로
바꾸어 보면 현재 90만 원짜리 채권에 투자하고 1년 후에 원금 90만 원과
이자금액 10만 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
다.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수익률 개념입
니다. 따라서 할인율로 표기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하여 수익
률로 전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율 = 할인금액/채권가격= 100,000/1,000,000 = 0.100 혹은 10.0%
이를 수익률 개념으로 전환하면 ;
수익률 = 이자금액/채권가격 = 100,000/900,000 = 0.111 혹은 11.1%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가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됩니다. 고정금리는 만기 때까지 최초 약정한 금리가 그대
로 유지되지만 변동금리는 일정 주기별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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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
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
금리는 4%입니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금융채 금
리 + 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금융채 금
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됩니다. 금융채 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약정금리
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됩니다. 은행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금리변동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
기관 사이에 단기 자금거래가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하
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 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거래를 환매조건부매매
(RP: repurchase agreement) 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성되는 금리를 RP금
리라고 합니다. 또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수익률이라고 합
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종류나 만기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
로 움직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나 물가는 물론 국가 간의 자금 흐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계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됩니다만 금리
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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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로 알 수 있는 정보
아래 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요 시장금리(수익률)를 나열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수익률, CD수익률 등은 신문에도 매일 게재되고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금리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금리 지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기와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을 보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돈을 돌려받을 때까
지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이러한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초창기 채권인 50년 만기 국고채의 경우 보험사
등의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하락하여 이보다 만기가 짧은 20년 만기 국고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용위험과 수익률 :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국고채, 한전채, 회사채(AA-), 사채(BBB-)의
순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상품을 사려는 사람은 금융상품 발행자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즉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러한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동일한데도 신용의 차이
로 생기는 수익률의 격차를 위험할증률(risk premium)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돈
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이므로 국고채 수익률은 다른 상품의 위험할증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용위험(credit risk) 또는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은 금융상품의 가격, 즉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입니다. 만기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보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고채가 낮습니
다. 은행이 발행하는 CD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CP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연말기준, 연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고채 (1년)

1.566

1.874

1.748

1.335

국고채 (3년)

1.638

2.135

1.817

1.360

국고채 (5년)

1.799

2.343

1.884

1.480

국고채 (10년)

2.074

2.469

1.948

1.683

국고채 (20년)

2.128

2.445

1.954

1.691

국고채 (50년)

2.157

2.436

1.922

1.682

통안증권 (1년)

1.564

1.867

1.840

1.369

산금채 (1년)

1.808

2.310

2.034

1.639

한진채 (3년)

1.660

1.964

1.949

1.489

회사채 (3년 AA-)

2.128

2.678

2.287

1.937

회사채 (3년 BBB-)

8.265

8.942

8.358

8.049

CD (91일)

1.52

1.66

1.93

1.53

CP (91일)

1.70

1.79

1.96

1.68

 자료 :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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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COFIX)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신규취급
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
,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
로 구분 공시됩니다.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
기준 COFIX는 2010년 2월 16일부터,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공시되고 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되고 있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다음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산출 대상 수신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
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8개입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한 달 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잔액기준 COFIX는 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잔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단기 COFIX는 주간 신규로 취급한 만기 3개월의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신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존 COFIX에 포함되는 8개 상품과 아울러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을 포함합니다.
* 은행간거래 정기예금, 비거주자예금 등
** 한은차입금, 정부차입금, 후순위채·전환사채 등

② 결제성자금 또한 대출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가중평균금리에 반영됩니다.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 금액의 돈을 맡기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여 지금 소비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되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금리
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
지면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 변동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활동
이 위축되고 개인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품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어 물가를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가 상품의
생산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경우 제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쪽 영향이 더 큰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가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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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수요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금리의 변동은 나라와 나라 사이 돈의 움직임, 즉 자본이동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 외국 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운용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서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자금을 유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의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보다 높은 이익을 찾아 국외
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2018년 3월 이후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미국의 시장금리보다 낮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로 돈을 가져와 채권을 순매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환율변동과 같은
금리이외의 요인에 기인한 것인데 당시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임으로써 외
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면서 금리 차이에서는 손해를 볼지라도 달
러화 → 원화 → 달러화 환전 과정에서 환차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으로 설
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금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처
럼 투자, 소비, 물가 등 실물부문으로 파급됩니다. 금리는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폭넓고 다양하므로 한국은행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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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수단
으로 하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또한,
금리 변동이 너무 심하면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의 투자 등 경제주체들의 각
종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므로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단기금리차는 경기를 반영하나?
장단기금리차란 일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의미합니
다. 장단기금리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국채금리(3년 만기)가 2.0%이고 중앙은행 정책
금리(1~7일 만기)가 1.5%라면 여기서 장단기금리차는 0.5%p(2.0% - 1.5%)
입니다. 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3년 만기 국채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금리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단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
로 하기보다는 비교하려는 만기의 상대성에 달려있습니다. 즉 후자의 예에
서 10년을 장기로 보는 경우 3년은 단기의 의미로 비교된 것입니다.
장단기금리차는 시장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
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
면 시장금리인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 기초경제여건
(fundamentals), 정책금리 기대, 채권수급상황, 금융시장의 유동성위험 등
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기금리가 하락하였다고 가정하면 장단
기금리차가 줄어드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
히 이런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는 기대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시
장이 정책금리 인하를 극단적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
리를 하회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단기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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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간의 관계
현재가치(present value)와 미래가치(future value)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역(逆)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주는데 그 시기를 오늘 또는 10년 후로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10만 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0만 원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면 10년 후에는 원금 10만 원에
이자가 불어나 1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금액이라면 현재 금액의 가치가 미래에 비해 더 높기 때
문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10만 원을 주거나 10년 후에 20만 원을 주는 것을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상당히 고민해야만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10만 원과 미래의 20만 원을 비교하
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개념을 이용합니다. 즉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금액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거나 미래에 그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금 얼마가 필요한가, 즉 미래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견주어보면 됩니다. 이를 다음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 오늘 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하면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즉 현재 10만 원의 10년 후 미래가치는 얼마일까요?
답 : 이자율이 5%이고, 이자는 매년 지급되고, 그 이자가 복리방식이 지급된다면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가
(1+0.05)×10만 원이 되고, 2년 후에는 (1+0.05)×(1+0.05)×10만 원, 10년 후에는 (1+0.05)10×10만 원이 될 것입
니다. 즉 (1+0.05)10×10만 원 = 16만 3,000원입니다.
문제 : 반대로 10년 후 2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금액의 현재가치는 얼마일까요? 다시 말해 10년 후에 20만 원을 받기
위해 오늘 현재 얼마를 예금하여야 할까요?
답 : 이 문제는 앞의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 현재금액에 (1+0.05)10을 곱하였
습니다. 반대로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금액을 (1+0.05)10으로 나누면 됩니다. 즉, 10년 후에 받
을 20만 원의 현재가치는 20만 원÷(1+0.05)10이 됩니다. 즉 20만 원÷(1+0.05)10 = 12만 3,000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자율이 r이라면 n년 후에 받을 X금액의 현재가치는 X÷(1+r)n이 됩니다.
오늘 받는 10만 원과 10년 후에 받을 20만 원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분명히 알
게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5%일 때 10년 후에 받을 20만 원의 현재가치는 12만 3,000원으로 10만 원보다 많습니다. 따
라서 10년을 기다려서 20만 원을 받는 것이 당장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이자율이 5%일 때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고 만일 이자율이 8%라고 하면 10년 후에 받게 될 20만 원의 현재가치는 20만 원÷(1.08)10 = 9만
3,000원이므로 당장 10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같은 금액을 예금할 경우 원리금이 더 많아져 당
장 손에 쥔 10만 원의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개념은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권을 보
유하고 있으면 미래에 이자와 원금을 받는데 앞서 미래의 예금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려면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한 것
처럼 채권 보유에 따른 미래의 현금흐름도 현재가치로 환산하려면 시장금리, 즉 채권수익률로 나누어야 합니다. 채권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 채권수익률이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 수익률이 커지면 현재가치가 낮아지고 반대로 동 수익
률이 낮아지면 채권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수익률과 채권가치는 반비례 또는 역(逆)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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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은 과거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예측력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 2000년
대 초반까지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사례가 총
10차례 발생했는데 이중 7차례에 걸쳐 장단기금리 역전 이후 약 1년 이내
에 실제 경기침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
그린스펀 수수께끼
2000년대 중반 그린스
펀 의장 재임 당시 연준
이 정책금리를 올렸는데
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현상을 그린스펀
수수께끼라 일컫음

s conundrum)’
이후 장단기금
반 이른바‘그린스펀 수수께끼(Greenspan’
리차와 경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생겼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반대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면 향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
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금리가 채권수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
단기금리차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수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하락하여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
고 장기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장단기금리차가 확대
됩니다. 단기에서부터 장기로 채권의 만기별 수익률 곡선을 쭉 연결한 것을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라고 하는데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면 수익률곡
선이 가팔라지고 동 금리차가 축소되면 수익률곡선이 평단해집니다.

2. 왜 금융시장은 다양하게 있을까?
금융시장이란?
경제주체 사이에 돈의 융통, 즉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금융시장

금융시장
경제주체들 사이에 돈의
융통, 즉 금융거래가 이

이라 하고, 그 매개수단인 증권 또는 채무증서를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루어지는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자금이 효율
적으로 배분되고 나아가 경제 전체의 후생이 늘어나게 합니다. 경제주체들
210

|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들어가는 탐색비용과 정보비용 등 각종 비용과 시
간을 줄여 주는 한편 적절한 자금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
에게는 금융상품을 언제라도 다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가격, 즉 금리나 주가 등을 결정함은 물론
가격을 통해 자금 수요자의 신용과 수익성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합
니다. 각종 정보는 시장참가자들에게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
니다. 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 확장에 필요한 돈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데 금융
시장이 이러한 계획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
지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
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거래 단계, 형태 그리고 상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
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거래 단계에 따라서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나뉩니다.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
요자가 주식, 채권 등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며, 유통시
장은 이미 발행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직
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됩니다. 직접금융은 자금공급자가 자금의 최
종수요자가 발행한 채무증서나 주식 등의 직접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을 자
기 위험부담 하에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직접금
융은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증권회사는 자금공급자의 위탁
에 의해 증권매매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신이 자금공급자로서
직접 금융시장에 참가합니다. 이와 달리 간접금융은 은행이나 자산운용회
사가 예금증서나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증권을 발행하여 자금공급자로부
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직접증권을 매입하
돈과 금융 이해하기 |

211

는 방식, 즉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형태로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금융시장은 또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자본
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예금·대출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미만인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단기금융시장
만기 1년 미만인 금융상
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서 자금시장 또는 화폐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합니다.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이 일시적으로 여유 있는 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현금
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자금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는 셈
입니다.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있으면 여유 현금이 생길 경우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자금이 일시 부족한
경우 단기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조달함으로써 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금융상품은 장기 상품에 비하여 금리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크지 않아 원금 손실 위험이 적으며 유통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팔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
기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고 금융상품
의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한
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용을 통해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
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
조건부증권매매(RP),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
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합니다. 한국은행
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 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 매입 시 최저
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금조정 예금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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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금리를 기준금리에서 각각 –100bp 및 +100bp 가감하여 운용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한

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

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

및 부총재, 국민경제 각

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분야를 대표하는 5인 등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으로는 콜(call)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시장,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시
장, 통화안정증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본
시장은 기업과 정부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는
넓은 의미로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등 장기 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자본시장
주식, 채권 등 장기 금
융상품이 거래되는 금
융시장

한국거래소
www.krx.co.kr

이중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주
식시장에서 기업은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운용합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기업의 자기자본으로 전환되어 기업활동
의 기초가 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로서 지분만큼 소유권을 갖습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매각하고 나면 이 주식들은 조직화된 증권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KOSDAQ),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일반 상품의 가격처럼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수요와 공급
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고 각
요인이 주가에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 또한 다양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가
돈과 금융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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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부요인은 기업의 장래 수익성입니다. 그 기업
이 속한 산업이 성장산업인가의 여부는 장래 수익성을 예상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부요인으로는 경기, 금리, 환율, 물가,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위협과 같은 지정학적 리
스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이란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자금공급자로부터 직접 빌

채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
래의 정해진 시점에 일정
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
기로 약속한 채무증서

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일종입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 증
서를 소유한 사람에게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
시한 것으로서 차용증과 같습니다. 채권에는 빌린 자금을 갚는 시기, 즉 만
기와 만기가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금리), 만기일에 지급
되는 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표면이자(coupon rate), 만기일에 지급될 금액은 액면가(face valu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이며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고 1년 단위로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의 소유자에게 매년 1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채권은 산 사람
이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팔 수
도 있습니다.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
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일반 기업이 발행
하는 회사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예금보험공사·토지
공사·한국전력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
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에 대한 제3자의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할
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회사채, 은행대출채권, 카드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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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표 보는 법
종목명 :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을 말하며 편리한 거래를 위해 종목별로 고유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코드번호 옆에 쓰여 있는 알파벳‘C’는 주식의 액면가를 구분하는 기호입니다.
* 액면가 :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500원, 무표시=5,000원

주가 : 주식시세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주당 주식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가는 시장이 마치기 전 마지
막으로 거래된 주식가격입니다. 등락은 전일에 비하여 가격이 올랐거나 내린 정도, 시가는 당일 중에 처음 형성된
가격, 최고가는 당일 중에 체결되었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최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을 각각 나타냅니다. 장기적
인 주가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60일간 또는 52주의 최고, 최저 가격(종가 기준)을 게재하는 신문도 있습
니다.

거래량 : 당일 중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매도 100주, 매입 100주인 경우 거래량은 100
주로서 한쪽만 계산합니다. 거래량은 주식시장의 판단지표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개별 주식 간의 거래량을 비교
할 때는 액면가가 1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다양하므로 비교하는 주식들의 액면가가 얼마인가를 우선 살펴보아
야 합니다.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s ratio) :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으로 나
눈 것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파악하여 수익성보다도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낮게 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주당순이익은 1주당 세후 순이익을 말합니다. 순이익이 높
으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기업의 주당순이익 증가는 향후 그 기업의 주가가 상
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

최근 60일
최저

최고

136500

117500

PER
(배)

종목명

6.11

○○산업

거래량
(주)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락

133000

136500

130000

136500

5500

8351

110

14160

3350

97085

6650

5460

12.45

△△수산

6380

6460

6360

6450

46800

30100

6.82

◇◇산업

43900

46850

43800

46800

12950

11850

6.86

✽✽교역

12750

13000

12650

12900

0

29650

5.98

□□오양

16400

▽100

23511

16800

12600

16750

16750

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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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금융
이 발달하면서 채권의 종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
주식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발행해 준 증서

나 주식과 채권의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
는 증서로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어떤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100만 주를 발행하였다면 주식 1주당 그 회사 이익 중 100만 분의 1의 지
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산 시 부채를 뺀 잔여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지분만큼 그 기업의 소
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그 기업에 대한 채권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낼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이자만을 받습니다. 손실
이 나더라도 채권 보유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지만, 주식 보유자는 회사에
돈이 남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
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부담이 더 크며 자산 자체의 가격의
변동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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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시장이란?
투자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분산하여 보유함으로써 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의 다양화만으로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시켜야 위험이 줄어드는지 알아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은 채권, 주식, 외환 등 기초가 되는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이란 말이 붙은 것인데,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에는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이 있습
니다.
먼저 선물은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미리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예
를 들어 기업이 3개월 후에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받을 계획인데 환율이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과 1
달러당 1,200원인 현재 환율에 팔기로 계
약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
는 기간 동안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주식 채
권 환율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 부
여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이
행해야 할 의무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서 앞서 말한 선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스
왑은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
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스왑은 예컨대 교환하는
대상에 따라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통화스
왑과 금리 흐름을 교환하는 금리스왑으로
다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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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상품의 종류
선물계약의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 따라 크게 전통적인 1차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과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1차 상품선물은 농축산물,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등을 거래대상 품
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선물은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3. 금융기관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금융기관의 개념과 역할
금융기관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돈의

금융기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담
당하는 금융중개기관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만기와 금액의
금융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채무불이행 및 가격변동 위험을 축소시켜줌으
로써 시장참가자의 후생을 늘려줍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돈의 활발한 융
통을 통한 경제활동의 촉진이라는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은 다양한 지급결제제도를 실행하여 금융기관과 고객, 금융기관과 금융기
관, 고객과 고객 간의 금융거래를 종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오랜 역사를 통해 그때그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되
어 왔으며 발전과정에서 금융기관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
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
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은행
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은행법에 의해 설
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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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은
행은 주로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합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대출 재원이나
채산성의 제약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으로 대부분 정부계 은행입니다. 특수은행에는 기업금융
과 투자금융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
로 취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농업·축산업과 수산업 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
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특수은행에 포함됩니다.
한편 은행은 별도로 분리된 신탁계정을 두어 고객으로부터 금전과 재산
을 신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도 하고 있
습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예금이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
무를 제외한 장·단기 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
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합니다.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은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업무에 전문화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
합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 단위의 신용
협동조합,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농어민
을 위한 상호금융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 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 금융으로서 농어촌과 도시의
소액 가계저축 예금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기타 금융기관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과 유
돈과 금융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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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권, 부동산 등에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
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
험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
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여기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증권회사 및 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 그
리고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 금융기관으로 여신전
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
자문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범주에 들지
는 않지만, 금융거래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
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겸업화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금융산업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함
께 고객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간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
를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방화와

방카슈랑스
은행(banque)과 보험
(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로 은행 창구에
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는 뜻. 은행, 증권, 저축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
험회사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
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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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가 가속화되었고 국제수준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품개발·마케팅과 같은 업무제휴의 확대, 금융지주회사의 탄생,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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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금융자본과 국내 우량은행간의 포괄적 전략적 제휴 등이 그 사례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자본시장법(약칭)’의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
자의 영업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금융시장은 자율적인 시장규율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잘 작
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일반 상품시장에 비
하여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를 들어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우선 수많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은행과 거래하던 수많은 기업들도 연쇄 도산의 위험에 처
하게 됨은 물론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로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서로 유사한 금융감독체계를 제도적으로 정하여 금
융시장을 늘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금융
감독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제한적으
로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 확립, 공
정한 금융시장의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중개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신
뢰할 수 없게 되므로 부실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는 이를 조
속히 정리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유도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시장규율에 따
르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돈과 금융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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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란?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기업
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
✽

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 요금
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는 수표, 어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저장·분석하여 장거리 간 자금 이체를 신속하게 해 주
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는 이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장치로서 지급수단,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 청산·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처리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주고받을 자금의 흐름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지급결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 내에 돈이 원
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거래은행을 통하여 현금화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시기도 불확실하다면 생산 투자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경제의 각 부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실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 현금, 수표 등과 같은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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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융거
래를 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
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금융시장의 동향과 개별 금융기
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
는 것으로 그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개인, 기업, 정
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채권·채무 관
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결제를
완결시켜 주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더|알|아|보|기|

금융감독의 의의
좁은 의미에서의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시 지켜
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은 금융기관 업무
에 대한 허가·금지·제한·권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일종의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거래를 시장자율에만 맡길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이해상충 등으로 불공정·불건전 거래가 증가하여 금융제도의 불안정과 금융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중개를
공정하게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활성화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시적 금융감독은 형식상 인가, 규제, 검사, 제재 등을 포함하는데 내용상으로는 크
게 ① 진입 제한, 가격 규제, 업무범위 규제 등의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 ② 자본비
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③ 경영정보 및 금융상품 공시 등의 영
업행위규제(business conduct regulation) 등으로 나누어 진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시적 금융감독 외
에도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한국의 금융제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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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
신용이란 무엇인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신용이란 남의 돈이나 재산을 현재에 빌려 쓰고 미래

신용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에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이 좋다는
것은 빌려간 돈이나 재산을 제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입
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항상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 좋은지 여
부를 따져보고 빌려줍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격
언이 말해 주듯이,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은 개인이나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국가에도 매우 중요합
니다.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는 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의 신용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
습니다. 바로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는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채무증서별로 신용도를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높
신용(평가)등급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은 순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발표하는 신용
등급은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을 평가하여 상환 능력의

세계 각국은 서로 수출입 또는 금융 거래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

정도를 기호로 표시한 것

을 자주 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는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
가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면 그 나라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
이 국외에서 돈을 빌릴 때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차입 금리가 높아짐
은 물론 심지어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오르면 돈을
빌리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 즉 외채가
2018년 말 기준으로 4,412억 달러이므로 만약 국가 신용이 하락하여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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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과 채권의 신용평가등급 체계
신용평가 기준은 평가회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
으나 일반적으로 대상 기업의 사업성, 수익성, 현금
흐름, 재무적 안정성, 경영관리 등을 기초로 사업전

투자 등급

망과 추정 재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상
환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합니다. 아울러 환경요소
로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상황, 개별 채무증서

투기 등급

신용평가등급 체계
기업어음

채권

A1
A2
A3

AAA
AA
A
BBB

B
C

BB
B
CCC
CC
C

D

D

의 발행조건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용평가등급
에 반영합니다.

상환 불능

신용평가등급 체계는 기업어음과 채권에 따라 다
릅니다.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1에서 A3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
등급입니다. 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 등급이며
D는 상환불능 상태입니다. A2에서 B까지는 동일등
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합니다.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은 AAA부터 D까지의 10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AAA에서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 등급으로, BB에
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
등급으로 각각 분류되며 D는 상환불능 상태를 나타
냅니다. AA에서 B까지는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
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합니다.

1.0%포인트 오른다면 연간 44억 달러를 이자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은 외채규모, 외환보유고, 재정상태,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그 나라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안보와 정치상황 등
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기업의 대외거래 규모가 커지고 국외 진출이 확
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외화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가 해외에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그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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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파생시장에서 신
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신용위험이 반영되어 이 프리미엄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유용
한 국가 신용지표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신용평가회사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면
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회사로는 S&P(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피치(Fitch International Bank
Credit Analysis)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현대사회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신용사회일 것입
니다. 신용사회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용이 있으면 물건을 사거
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
니다. 이처럼 신용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거래를 이용하려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당장 물질적·금전적 혜택을 누릴지라도 여기에는 반드
시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
로 물건을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 수수료나 연회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해
야 하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와 같은 벌칙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도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매겨지고 관
리됩니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각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내어 집중 관리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등 신용거
래정보, 연체나 부도 등 신용판단정보, 세금 체납이나 채무불이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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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
용상태를 조회하여 거래 신청의 승인
여부와 함께 이자율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이 좋으면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받을 수 있
겠지만, 반대로 신용이 나쁘면 대출조
건이 불리해지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
워질 수도 있습니다. 연체자가 금융거래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를 보면 개인의 신용정보가 얼마나 중요
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용과 관련된 개인의 각종 정보를 종합해 신용 수준을 등급화한 신용등
급은 약속한 대로 남의 돈을 성실히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신용등
급은 1~10등급으로 부여되며 최우량, 우량, 일반, 주의, 위험 순으로 나뉩
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즉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음을 나타냅니다.
6등급 이하의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신용등급을 올리는 건 중
요한 일입니다.
개인이 연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
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부채한도를 설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
니다. 다음으로 대출금 등을 제때 상환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사용요금,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결제계좌잔고 등
을 수시로 확인하여 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돈과 금융 이해하기 |

227

|좀|더|알|아|보|기|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
금융거래에서의 불이익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예 : 대출거절, 높은 이자율 적용 등)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각종 생활용품의 신용구매(할부거래 등) 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등에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신용관리의 기본원칙을 잘 지키고 과다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빌린 돈을 부득이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채무
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회생 등 법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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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째 마당

재산 늘리기
●

1. 노후대책은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장기 생활설계의 필요성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재산 늘리기를 위한 기본 준비

●

2. 부자는 예금만 할까?
수익이 적으나 안전한 예금
고수익 고위험인 증권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또 하나의 투자상품, 부동산

●

3. 재산은 어떻게 늘릴까?
목적을 먼저 생각한 뒤 선택하라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안전성·수익성·환금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하라
돈 빌리기를 현명하게 활용하라

열두째 마당 _ 재산 늘리기

1. 노후대책은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장기 생활설계의 필요성
장기 생활설계는 인생 항로의 항해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지까지의
항해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후 출발한다면 암초를 피해 조수와 풍향에 따라
진로를 조정하고, 예기치 않은 악천후에도 적절히 대응하면서 순조롭게 항
해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 생활설계는 우리의 경
제생활을‘현재는 윤택하며 장래는 불안하지 않게’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정된 수입을 현재와 장래의 생활에 어떻게 적
절히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
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와 충분하지 못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
할 때 장기 생활설계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장래를 대비한다고 해서 쓰고 남은 돈을 맹목적으로 저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언제 어느 정도의 돈을 쓰기 위해 얼마를 저축하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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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이자나 다른 수익을 통하여 스스로 불어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점을 잘 활
용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예금만 하더라도 상품별로 이자가 천차만별입니
다.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돈이 불어나는 정도가 많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상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장래를 적절히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년이 되면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아 교육시
키고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나면 노년의 생활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기본 생활비 외에도 몇 차례 상당한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 동안 크게 소요되는 목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예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본인의 결혼자금도 필요
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일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한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 등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2-1 장기 생활설계
금액
경제적 은퇴
은퇴
경제적
둘째 자녀 결혼
수입 곡선

지출 곡선

B

A

30세

55~60세

70~80세

※ 장기 생활설계에 따라 경제적 은퇴 이전의 저축(A)이 경제적 은퇴 이후의 지출(B)과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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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녀를 낳고 난 뒤에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위한 돈이 필요합니
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교육을 위한 생활 설계
를 적절히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비용은 그들 자신이 학업
을 마치고 직업을 얻어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모에
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남자 79.7세, 여
자 85.7세)로 1970년 이래 20세 정도 늘어났으며 2067년에는 90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은퇴 이후의 기간
이 길어질수록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할 필요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도 준
비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뜻하지
않게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시
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저축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미
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남겨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가정경제의 입장에서 이
러한 저축은 예금, 적금, 증권 등 각종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저축한 돈을 미래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전
환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는 넓게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대
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산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부
동산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 즉 금
융상품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출발하더라도 어
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운용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 늘리기는 소득 중 얼마를 저축하는가와 저축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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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투자
경제관련 책이나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저축과 투자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여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금융거래에서 말하는 저축과 투자는 실물거래에서 말하는 그것과 다소 구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 쓰고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저축은 금융을 통하여 기업에 투자자금으
로 사용되어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거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저축액은 국내 투자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결국 각 경제주체의 저축을 합하면 국가경제 전체의 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축한 돈을 운용하
는 모든 행위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실의 금융거래에서는 저축을 예금과 투자라는 말로 구분하여 이자수익만을 기대하고 돈을 금융기
관에 운용하는 것을 예금으로, 자산 자체의 가치 상승과 그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수익(배당금, 임대료 등)을 기대하고 돈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이 장에서는 투자를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글을 전개하였
습니다.

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수
익률과 위험, 금융상품의 종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
겠습니다.
금융거래에서 투자와 투기는 명확한 한계로 구분 짓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가 자산 고유의 수익 이외에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정상적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기는 우연히 단기
간에 생기는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
을 말합니다. 투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려는 생각보다 일시에 많은 돈을 벌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 불법
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나
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해치게 됩니다.

재산 늘리기를 위한 기본 준비
기본적으로 재산 늘리기를 위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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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
융상품 중에서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은 반면 이자율이 높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원금 손실의 위험도 함께 높아
지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위험이 크면 수익이 높다(high risk, high
return)’는 기본 원리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만 믿고 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무턱대고 주식을 샀다가 어렵게 모
은 소중한 돈을 잃게 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다른 투자 상
품에 비해 위험이 높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하루에만 최대 46.2%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
다.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성
격이 다른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식투자는 여
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약 150만 명이고, 은행 대출금으로 주
식에 투자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좋
겠지만 실패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수
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식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경기 상황, 투자하려는 회사의 영업실적과 향후 성장 가능성, 경영자의 능
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처럼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이를 포트폴리오(portfolio)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
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안전성과 수익성 이외에 환금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3. 재산은 어떻
게 늘릴까?’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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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portfolio)는 원래 간단한 서류가방이나 자료수집철을 뜻하는 말로 금융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
고 있는 금융자산의 목록을 뜻합니다. 주식에 투자한 경우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산 주식 목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진
돈을 한 종목에 모두 투자한 경우 그 종목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되면 한 종목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른다면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주식뿐만 아니라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자산으로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을 경우 사고가 생기면 계란이 모두 깨
질 수 있으니 여러 곳에 나누어 담으라는 격언입니다. 즉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산·보유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라는 의
미입니다.

2. 부자는 예금만 할까?
금융기관은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여러 금융상품 중 자신의 여건에 알맞은 금융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크게 예금, 증권 그리고 보험 상품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금상품은 대부분 예금하는 기간 동안 확정
된 이자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이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자를 못 받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을 유형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이 적으나 안전한 예금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합니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지불해야 하는 예금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언제 찾아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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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대출해 준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곤란해 낮은 이자
를 주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손쉽게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있는 장
점을 취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회사

|좀|더|알|아|보|기|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가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금
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
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였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
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을‘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한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예금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 원
까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도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예금자보호
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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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에는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통예금,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당좌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저축성예금은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저축성
예금은 돈을 불리는 목적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입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가입 시 받기로 한 것에 훨씬 못 미
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입금액과 기간을 정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돈을 굴리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금리를 미리 정하여 목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맡기는 예금입니다. 보통 만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으
로 다양하게 있으며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기예
금도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에 예금을 찾을 경우 가입 시 정했
던 이자율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고수익 고위험인 증권
위에서 살펴본 예금상품은 위험이 낮은 반면 정해진 금리 이상의 수익
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좀 더 많은 수익
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권
상품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있으며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투자상품도 있습
니다.
일반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늘 살펴보아
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직접 증권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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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것은 원금 손실의 위험도 높고 자칫 자신의 주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간접투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상품의 수익은 예금
이자보다 높을 수 있으나 자산 운용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운용회사 등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은 크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전신탁 등이 있습
니다.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 돈을 맡겨 이 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증권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
하여 생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흔히 ○○펀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인데 펀드는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을 의
미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채권에 주
로 돈을 운용하면 채권형 수익증권이라 하고, 주식에 주로 운용하면 주식
형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채권과 주식에 혼합하여 운용하는 혼합형 수
익증권도 있습니다.
MMF(money market fund)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좋은
데다 일정한 수준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인기
가 높은 수익증권입니다. MMF는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
상품에 주로 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줍니다.
또한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이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으로도 확
대됨에 따라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형 수익증권과 선박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실물간접투자형 수익증권 등도 있습니다. 한편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도 도
입되어 있는데 동 상품의 고수익 고위험 성향 등을 감안할 때 이에 투자하

뮤추얼펀드
고객으로부터 주식을

기 위해서는 풍부한 금융지식과 함께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모하여 모은 돈으로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즉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후 투

채권, 주식 등에 운용하
여 이익을 배당하는 투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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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마다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므로 사람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신탁은 은행이 일반 예금과 분리된 신탁계정을 통해 운용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처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돈을
맡긴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금전신탁
은행이 고객에게서 돈을
신탁 받아 이를 채권, 주
식 등에 운용하여 이익
을 배당하는 상품

있으나, 운용 성과가 좋으면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
다. 은행은 일반 예금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금융상품을 실적배당상품이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보험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
전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의 분담금을 모아서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여 불
행을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에는 크
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질병, 사고, 장애, 사망
등으로 개인이 소득상실 위험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
며,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 사고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
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수준과 자신이
처해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장기간 위험을 담보하므로 중도에 해
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통상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에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투자상품, 부동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부동산이라 부
릅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은 해당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수
익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얻는 자본이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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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금액이 소요되고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
동산과 금융을 접목하는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 trusts)와 부동산간접투자형 수
익증권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금융기관이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은 운용 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누어 주도
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은 거액이 소요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소액으로 증권화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투자에 따른 이
익을 다수의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기능을 하
고 있습니다.

3. 재산은 어떻게 늘릴까?
금융상품은 취급기관도 많고,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데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
어 어떤 금융기관의 어느 금융상품
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
습니다. 이제 재산 늘리기의 첫
걸음인 금융상품 선택의 다섯 가
지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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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먼저 생각한 뒤 선택하라
금융상품의 선택기준은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
지 아니면 모은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인지, 돈을 모은다면 왜 모으려고 하
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상품에는 주택마련자금, 노
후생활자금 등 목적에 따라 특화되어 개발된 장기 저축상품이 있고 가계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상품도 있습니다.
우선 목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주택마
련자금을 모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
다. 또한 적금을 열심히 부어서 마련한 목돈을 좀더 불리고 싶다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 12-2 장래 자금준비 목적별 주요 금융상품
자금준비 목적
주택자금마련
노후생활자금 마련
목돈 늘리기
자녀교육비 마련
생활안전성 확보
대출을 받기 위한 저축

주요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연금저축,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
정기예금, 금전신탁,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변액보험 등
장학적금, 교육보험 등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손해보험 등
상호부금, 신용부금 등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한 다음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금리만
보고 무조건 장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겼다가 급한 사정 등으로 만기 이전
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거나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
택할 때에는 자금 지출계획과 저축기간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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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축자금과 단기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
합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을 그냥 놓아두면 만기 후에 약정금
리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거나 이자가 전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돈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성·수익성·환금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안전성은 어떤 금융상품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금
융상품과 관련된 안전성은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축상품의 경우 원
금이 보전될 수 있으나 실적배당을
하는 투자상품의 가치는 금융시장
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
습니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안전성은
가령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으면 안전성이 낮다
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선택 시
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되는 상품인지 또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화 가능성은 없
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이자율 또는 수
익률로 표시한 수익성 지표가 높거나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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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해 보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높은 것은
위험이 높든지 환금성이 떨어지든지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유념
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각 금융기관이 수익률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
여야 합니다. 표면금리 이외에 이자지급 방법, 확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여
부, 세금우대 여부 등 수익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고
려하여 수익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
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반영한 다음의 세후 실효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금성이란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언제든지 보유 자산을 별다른 손해 없
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유동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
을 하다 보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만기가 장기

환금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떤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

인 적금이나 예금 등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므로 환금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손쉽게 현금으로 인출
할 수 있으므로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환금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수익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한 단기 대기성
자금이나 일상의 생활자금 등에 한해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하라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
나 줄여주는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세후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실효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
문입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 14%에 대한 10%)를 포함하여 전체 15.4%의 세금이 부
과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세 금융상품은 일반 서민들이 장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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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도 선택대
상으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금액 또는 그것의
소득공제
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
세대상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모든 소득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

일정 비율 한도 이내에서 세금 절약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세액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며,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공제액만큼 세
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한 금액을 다시 공제해
주는 것

돈 빌리기를 현명하게 활용하라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빚을 얻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
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데 모아 놓은 돈으로 부족하다면 빌려서 충당하
고 나중에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기 생활설계에 따라 돈을 모으더
라도 목표했던 금액보다 돈이 덜 모아졌다든지 처음 예상보다 지출금액이
많아진다든지 하여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리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돈
을 빌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와 같이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 생기면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비용
을 줄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며, 현명한 대출상품 선택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이자와 원금은 약속한 대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연체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새로
운 대출을 받기 곤란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독촉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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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소득으로 정해진
시기에 대출 이자를 지급하면서 장래에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을 모을 수 있
는지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
식과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대출 만기도 무작정 만기가 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금계획에 맞
추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상품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길
수록 금리가 높으며, 중간에 돈이 생겨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
료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상품의 이자율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 별로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해야 합
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고
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개발 판매하고 있습
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
관들은 우수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예금·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전문가의 재테크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므로 건전한 금융기관
을 주거래 기관으로 정해 놓
고 수시로 재산 증식과 관련한 자
돈과 금융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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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상품의 성격, 수익률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각 금융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
산 늘리기 방법이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는
개인의 상품가치를 높여 더 많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보다 더 가
치 있는 재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림 12-3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생

활

설

계

장·단기 목표설정

저축의 생활화

금융상품 정보 수집

(저축하려는 의지)

목

적

기

간

세

금

안 전 성
금융상품 선택
(포트폴리오)

환 금 성
돈 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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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성

6부
국제경제 이해하기

13

열셋째 마당

국제수지와 환율
●

●

●

●

1. 왜 국가 간에 거래가 일어날까?
무역의 이익 -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2.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바람직할까?
국제수지표는 외국과의 거래 장부
경상수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4. 환율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는 개선, 물가는 상승
환율정책은 왜 중요한가?
외환보유액의 역할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열셋째 마당 _ 국제수지와 환율

1. 왜 국가 간에 거래가 일어날까?
무역의 이익 -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세계경제의 개방화 진전 등으로 국가간 무역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중 상품 수출입 규모는 1조 1,405억 달러로 명목 국민총
소득(GNI)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80.8%에 달합니다. 이는
네덜란드보다는 낮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림 13-1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교역규모 (2019년 기준)

⇨

수입

⇨

수출

◀

(달러)
1,072억
1,362억

◀

◀

▶

유럽

▶

미국

▶

아세안

619억
733억

대한민국

562억
951억
203억

◀
▶

263억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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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67억
692억

◀

▶

중남미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 GNI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내시장이 충분히 크
지 않아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
라의 생산품이 국외에서 인정받아 많이 팔리는 동시에 외국상품의 수입도

수출입의 대 GNI 비율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무역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국가간의 무역이 서로
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 스스로 만들어 사
용할 수 없듯이 국가 간에도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문을 열고 외국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자원을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서도 외국과 무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역은 단순히 부존자원의 유무 또는 부존자원의 양적 차이 때
문에 발생할까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자원을 어느 정도 갖추
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외국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국내 경제에서‘갑’
이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 만
드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을’
과 교환하는 것
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가 간에도 개인의 경우
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에 두 나라(한국, 미국)만 존재하고 두 가지 재화(밀가루, 휴대폰)
만 생산되며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할 경우 미국이 밀가루를 생산
하는 데 한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이 들어간다면,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미
국 농부 한 사람이 한국 농부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밀가루를 생산한다면 미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
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분업은 비교우위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
을 추진하면 비교우위가
작용하여 국제분업이 이
루어짐

국이 밀가루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한국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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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 생산에서 미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을 사용한다면 한국이 휴대폰 생산
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제품 모두 미국이 절대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
간 무역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각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
의 생산에 전문화하여 교역을 하면 두 나라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비해 오렌지와 사과를 모두 더 싸게 생산할수 있
어 두 가지 상품 모두에 대해 절대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무역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한 숫자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렌
지 한 1단위를 생산하는 데 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사과 1단위 생산을
위해 4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며, 한국은 오렌지와 사과 한 단위 생산에 각
각 8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구분

미국

한국

오렌지

2 (1/4)

8

사과

4 (1/2)

8

주 : ( ) 내는 한국 대비 필요 노동 배율

이 때 미국은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노동으로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고 사과는 한국의 2분의 1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렌지와 사과를 모두 한국보다 적은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상대적
으로 사과보다 오렌지를 더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크기는 기회비용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한 국가에서 다른 재화로 나타낸 한 재화 생산의 기회비
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면, 그 국가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오렌지 생산에, 한국은 사과 생
산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 생
산을 특화하여 무역하면 양국의 소비자가 두 가지 상품을 더 싸게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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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은 대체로 절대우위에 근거한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 무역량에서 선·후진국 간 무역이 차지
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과 개도
국 사이의 교역이 전세계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
한 비교우위 원리가 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조차 완전
한 자유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개방과 자유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GATT와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가치와 원칙을 전파해 온 미국조차 예외
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내세우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 및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

관세

데 추가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보호주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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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를 통해 거래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
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각
국이 보호무역을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
다. 즉 비교우위가 없는 자국산업이 외국산업에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일정
기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
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력 열위 산업과 지역에 고용불안 등을
우려하여 보호무역 장벽을 높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안정, 국가의 장
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 등이 각국 보호무역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줄이려는 데 목적을 둡니
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관세입니다. 관세
는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 역사적으로 일찍이 사용되어 온 보호무역 정책수단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서도 보듯이 관세는 보편적인 보호무
비관세 무역장벽
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을 말하며
크게 수량규제와 가격규
제로 나뉨

역 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다양한 비관
세 무역장벽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관세 무역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수단으로는 수량
할당(쿼터),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수량규제와 수출보조금을 비롯한 가격규
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지난 2006년 우리나라가 도입
한 스크린 쿼터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영화계를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한 예입니다. 이외에 행
정절차 등으로 무역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방출량이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만 수입을 허가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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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통상압력 강화 배경과 경과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
한다는 명분하에 보호무역 기조를 점차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을 방해
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국가안보와 국내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며,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대중 통상압력
✽

을 크게 강화하였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면서 미중간 갈등은 무역전쟁 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전환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아 무역불균형 을 완화한다는 목적 이외에 중
국의 세계화 전략인‘일대일로’와‘중국제조 2025’추진에 따른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미국에 보
다 우호적인 무역질서를 주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 2018.7∼9월중 2,500억 달러(관세율 10∼25%),
2019.9월중 1,200억 달러(관세율 15%)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 부과 : 2018.7∼9월중 1,100억 달러(관세율 5∼25%),
2019.9월중 750억 달러(관세율 5∼10%)
✽✽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적자 : 2000년 820억 달러 → 2017년 3,357억 달러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연되고 전선이 확대되며 장기화되는 경우 실물부문은 물론이고
금융부문 환율전쟁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하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된 무역갈등의 와중에서도 일련의 무역협상을 통하여 무역합의안을 도출
✽✽✽

(2019.10월)하고 2020.1.15일 이에 서명

함으로써 2018년 이후 이어진 두 나라 간 갈등이 최근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이해 관계에 차이가 커 향후 무역전쟁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하겠다.
✽✽✽ 중국 : 농산물 등 수입 확대(2년간 2,000억 달러 규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이행
미국 : 대중 관세율 인하(1,200억 달러 규모, 관세율 15% → 7.5%),
예정된 관세부과(1,600억 달러 규모) 조치 철회 등
 자료 : 한국은행,‘국제경제리뷰(2018-22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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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바람직할까?
국제수지표는 외국과의 거래 장부
일반 가계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위해 가계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국제수지표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
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
와 지급내역을 기록한
표를 말함. 국제수지는
실물거래 결과를 나타내
는 경상수지와 돈 거래
를 기록하는 자본계정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 비용, 이익금이나 일
정시점의 자산, 부채 등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경영성과나 건전성을 판단
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국가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재무제표를 국민계정이라고 합니다.

로 이루어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
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
냐를 기준으로 구분. 경
제주체가 1년 이상 어떤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수
행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
대차대조표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것을 기록한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비거주자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기
록한 표로 국가 전체의 대외거래 가계부와 같은 것입니다.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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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거래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임금 및 투자소득과 같
은 실물거래 결과를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비단 실물거래뿐 아니라 외국에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얻어 오는 등 돈 거래도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본·금융계정이라고 합니다.
언론이나 일반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수지는 나라경제의 기초가 되는 실물부문의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서 국민소득, 생산, 고용 등 나라경제 전체의 거시지표들과
관련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히 국제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흑자, 국
제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말합니다.

|좀|더|알|아|보|기|

알기 쉬운 국제수지표 해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나누고,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그리
고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
스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
다. 본원소득수지는 외국과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을 기록합니다. 배당, 이자, 급료
및 임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 차이입
니다. 즉, 국외송금,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 원조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본·금
융계정은 각 경제주체들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또는 투자유치하거나 반대로 외국에 대출 또는 투자 실행함으로써 발생한 외
화의 유출입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
(억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599.7

1,051.2

979.2

752.3

774.7

상품수지

1,202.8

1,164.6

1,135.9

1,100.9

768.6

서비스수지

-146.3

-173.4

-367.3

-293.7

-230.2

경상수지

본원소득수지

44.5

45.7

53.4

49.0

122.0

이전소득수지

-49.9

-57.7

-69.6

-81.5

-60.6
608.9

1,027.2

997.7

844.0

772.5

자본수지

-0.6

-0.5

-0.3

3.2

-0.6

금융계정

1,027.8

998.1

844.3

769.3

609.5

오차 및 누락

-22.7

19.3

92.2

-8.5

10.4

자본·금융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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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나라의 경상수지는 그 나라 경제의 건강상태를 잘 나타내줍니다. 경
상수지의 변동이 경제 운영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경상수
지가 흑자이면 외국에 판 상품과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를 상
회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국민소득과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
니다.
또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면 이를 외국에서 차입한
빚을 갚아 외채를 줄이거나 국외투자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얻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가계의 경우처럼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의 비중이 높은 나라
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다소간의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좋
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외투자나 외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외
화는 결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화로 바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통화량 증가와 경기과열을 가져와 인플레이션
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간의 거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경상수지 흑
자가 지속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게 되
어 결국은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우리나라가
국외에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외국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돈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국내에서 만든 물건 보
다 외국 기업이 만든 물건을 더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내의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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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축되고 경기는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
나게 되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3.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지금은 한 나라가 문을 닫고 자급자족하며 살 수
없는 개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원유나 공산품
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을까요?‘원화의 국제화’

원화 국제화

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서비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으

스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상대국의 수출업자가 받아들일 수

및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있는 돈으로 환전하여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결제용으로

원화의 사용범위가 해외
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가 자유롭게 사용됨
을 의미

사용되는 국제통화는 몇 안 됩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정도이며 아직 우리나라 원화는 외국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통화는 약 40개 내외
입니다.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 사이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똑
같은 품질의 물건값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같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

환율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
라 돈 사이의 교환비율

이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봅시다. 햄버거 한 개 가격이 미국에서는 4달러

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고 우리나라에서는 4000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우리나라 원화와 미

에 의하여 결정됨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

국 달러화 사이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환율을 1,000
원/달러(1달러당 1,000원)로 표시한 것은 국제 금융거래에 있어 기축통화
인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외국통화 1단위와 교환할 수 있
는 자국통화의 단위수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자국통화표시법이라고 합
니다.
우리나라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여 환율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달러
국제경제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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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원화금액이 커지는 경우 원화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치는 하락하였다
고 합니다. 따라서 자국통화표시법에 의한 환율은 그 나라 돈의 대외가치
와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에서 1,150원으로 변동
한 경우 원화환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달러화에 대하여 하락
한 셈입니다. 환율은‘0.001달러/원’
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외
국통화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환율의 종류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
통 은행에 가면 객장에 환율고시 전광판이 있는데 먼저 매매기준율이 눈
에 보입니다. 매매기준율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외화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로 은행들은 이 매매기준율에 거래대상 외환에 따라 약간의 스프레드
를 가감하여 전신환 매도·매입률, 여행자수표 매도·매입률, 현찰 매도
·매입률 등을 고시합니다. 스프레드는 현찰환율, 여행자수표(T/C)환율,
전신환환율 순으로 큰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실물 화폐의 운반, 보관 등에
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외여행을 하려고 우리 돈을 외화로 바꿀 때 현찰과 여행자수표
(T/C)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찰매도율보다 여행자수표
매도율이 낮기 때문에 여행자수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행자수
표는 분실한 경우에도 일정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성
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현금
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용한 날짜와 결제 날
짜가 차이가 있으므로 더 나은 환율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 송
금할 경우와 국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은 전
신환매매율입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환율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식품이나 TV와 같은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듯이, 돈의 대외 가치인 환율은 외환이 거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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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외환이란 외국의
화폐나 외국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외화표시 예금, 수표 등으로서 외환시
장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환시장에는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국내 소비자가
국외여행이나 자녀의 유학자금을 송금하고자 할 때 또는 국내투자가들이
외국주식이나 외국채권을 사고자 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삽니다. 금융
기관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나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바꿔간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달러를 사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외환 수요와 달러를 팔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외환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그때그때의 시장 환
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은 고객을 대신해서 거래할 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팔 듯 외환 자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할 수도

변동환율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있습니다.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율제도는 나라마다 그 결정방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
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
롭게 결정되는 제도

|좀|더|알|아|보|기|

외환시장 규모의 비교
오늘날의 외환시장은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세계에서‘가장 큰 시장’입니다.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프랑크푸르
트, 파리, 홍콩 등 10여개의 주요 외환시장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거래액(현물환, 선물환 및 외환스왑 기준)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6조 5,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553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멕시코, 대만 등 주요 신흥시
장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크지만, 세계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
중은 0.7%로 세계 15위 수준입니다. 참고로 영국이 43.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미국 16.5%, 싱가포르 7.6%, 홍콩
7.6%, 일본 4.5%, 스위스 3.3% 순으로 상위 10개국이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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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다른데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누어집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
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고정환율
제도로 출발하여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계속 변천해 오다가 1997년 외환위
기를 계기로 변동 폭에 제한이 없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내리는 이유
환율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상품시장에서의 균형가격 결정 원리와 동일
합니다. 즉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그 화폐의 가격이 오르고 그 수요가 작아
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 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화폐의 수
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바로 환율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각
국의 경제활동 수준, 즉 경기의 좋고 나쁨이 외환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국
내 경기가 좋아지면 수입이 증가되고 따라서 수입결제에 필요한 외환수요
가 증가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증가하므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자국통화가 강세로 되어 환
율이 하락하고, 적자이면 그 반대로 상승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가 흑자인 경우 벌어들인 달러가 사용한 달러보다 많게 되어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을 늘리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은 1,200원/달러(1달러당 1,200원)에서 1,100원/달러(1달러
당 1,1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수출입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달러
의 수요와 공급이 외환시장 거래의 대부분이어서 환율 결정에 있어 경상수
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거래가 더 큰 비중
을 차지함에 따라 각국의 주식이나 국공채 등을 사고팔기 위한 외화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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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시장과 NDF시장
경제개방화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환율의 변동이 외환거래 참가자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외국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예상외의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자
금의 차입과 대출이 주된 업무인 금융기관이나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인보다 환율변동으로부터 예상외의 손
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금융상품
이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다. 선물환(forward exchange)은 가장 전통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에 특정통화를 일정환율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1970년대 세계적으로 각국이 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한 이후 환율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자 개인이나 일반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거나 환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최근 차액결제 선물환 (NDF;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차액결제 선물환이란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
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간의 차액만큼만 거래당사자간에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결제위험이 작고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높
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용어가 다소 낯설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김장배추의 가격은 작황
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데 배추재배농가의 수입도 따라서 기복이 심하게 된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수입보다 적정
한 수준의 평균 수입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면에 야채 중매인 중에는 그 해 배추작황을 예상하고 시
세차익을 노리고 미리 배추를 사 두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때 농가와 중매인 사이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가
격이 성립되면 소위 밭떼기 계약이 체결된다. 물론 타 지역의 작황이 예상보다 나쁠 경우 중매인은 배추가격의 상승에 따라
큰 이득을 보게 되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결과가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배추재배 농가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적정수준의 판매가격이 보장됨에 따라 작황에 따른 가격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만기 시에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의 차액만큼만 거래당사자 간에 결제하는 거래

요와 공급이 많아서 자본이동이 경상수지 변동보다 환율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균형환율

자본계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입장에서 국제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는 환율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

이러한 자본이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내외의 실질
금리(명목금리에서 기대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 차입니다. 자본이 아무
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당연히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높
은 나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실질금리가 외국의 실질금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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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으면 국제자본이 들어와 국내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국통화표시
법에 의한 환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채권시장이
규모가 작아 외국의 투자자금이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오고 나감으로
써 실질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이론과 다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금리를 올려 내외간의 실질금리 차(差)가 더 커진다 하
더라도 원화가 반드시 강세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상된 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로 생산비용이 상승하
여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미래 수익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것
이 반영되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
을 매도해 국제통화로 교환하여 자본을 빼내갈 것이므로 원화가 도리어

그림 13-2 외환의 수요와 공급

외환의 수요

외환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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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이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합니다.
또한 환율변동은 장기적으로 국가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경제성장률이나 경제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으
므로 환율의 움직임은 참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경제성장률, 물가상
승률, 경상수지, 실질금리 차이 등과 같은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 또는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라고 하는 위

컨트리 리스크

험도를 고려하고 또 이러한 모든 변수들의 장래 움직임까지 고려합니다.

있어서 융자 상대국의

이 밖에 투기적인 거래와 함께 외환시장 참여자의 심리적인 요인이나 루머
등도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이유로 단기적인 환율 움
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

금융기관의 대외융자에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는 손해발
생의 가능성. 리스크 발
생 요인으로는 전쟁, 혁
명, 누적채무, 국유화
등을 들 수 있음

로서는 미래의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4. 환율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는 개선, 물가는 상승
환율은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외국과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율변동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제 환
율 변동이 나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이 오르
면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100원이면 채산성이 맞는 상품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 입
장에서 달러당 1,200원이 되면 순이익이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수
출하는 상품의 단가를 낮추어도 물량 증가 효과는 더 크므로 수출액(수출
물량×수출단가)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 수입액은 감소하게 됩니
다. 달러표시 수입단가가 동일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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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덜 사용하기 때
문입니다. 결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값이 올라 국
내 물가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수준이 내
려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
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환율의 상승은 외채상환 부
담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제주체 개개인의 경우도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화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므로 수출기업
과 관련된 업체의 근로자는 환율 상승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른 만큼 고스란히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
하기 어려워 (국내 경기가 좋지 않거나 수입품에 대한 국내 대체상품이 많
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에서 원가 인상 요인을 상당부분 흡수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수입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함께 환율 상승의 피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화환율 상승은 또한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거주
가족에게 송금하는데도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가 소요되어 불리합니다. 이

그림 13-3 환율변동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환
율
상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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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수입감소



경상수지 개선



수입상품 가격상승



국내물가 상승



원화환산 외채증가
(외채상환부담 증가)



수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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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환율변동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
율은 가능한 한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겠습니다.

환율정책은 왜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환율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이 항상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
각도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임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 제1,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
라가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
부나 중앙은행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또는 균형환율로 되돌리기 위
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의 급변동을 초래하는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참가하
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합

스무딩 오퍼레이션

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 국민이 큰 피해를 입거

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환
수급에 의해 정해지지만

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환정책

그런 가운데 중앙은행이

의 한 수단입니다.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또는 흑자의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와 같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하는 것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한나라 경제의 대외균형을 이루는 환율과 상당
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을 약세로 유도함으로써 대외
균형의 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내수부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
어 있는 경우 정책당국이 수출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추기기 위하여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의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에서는 환율의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입비용 상승 등을 통해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같
이 환율정책의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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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목표를 중앙은행이 사전에 공표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
책간의 상충 등으로 환율에 대한 목표나 범위를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율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
니다. 즉 환율안정을 위해 정책 금리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역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환보유액 수준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 중

외환보유액
한 나라의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
환채권의 총액. 국제수
지의 일시적인 역조를
보전하기 위한 준비 역
할을 함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늘어납니다. 이렇게 축적
된 외환보유액은 각종 요인에 의한 외환시장의 충격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정보 때문
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접
국가의 경제가 좋지 않아 주식자금 등 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경우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여 수입대금과 대외부채의 지급, 국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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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과 펀드매니저 - 군집행동의 사례

에퀴티
www.equity.co.kr

얼룩말과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의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양자는 모두 이익을 추구한다.
펀드매니저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얼룩말은 신선한 풀을 얻으려 한다. 둘째, 둘 다 위험을 싫어한다. 펀드매니저는 해고될
수 있으며 얼룩말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둘 다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그들은 비슷한 안목을 가지고 비슷하게
사고를 하며 무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 랄프 웬저(Ralph Wanger)
 자료 : 에퀴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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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여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사태는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에서 외국인투자가는 나중에 투자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투자가와 같이 행동하는 군집행동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외환시
장의 패닉 현상이 있는 경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면 시장에 외환을 매각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넉넉
하다는 사실은 국가신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우리는 첫째 마당에서‘기회비용’
이라는 개념을 알아봤는데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른 말로 어느 정도의 외환을 보유
하여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학자나 중앙은행, 정부의
실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의 수준을 추정하였지만 정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파수꾼이라고 일컬어지는 IMF
조차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규모, 단기외채 규모, 장기외채 규모와 함께 위기발생
시 유출 가능한 외화규모(예를 들어 외국인 주식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해 보고 있습니다. 그
러나 동일한 경제적 여건
이라 하더라도 환율제도,
경상수지 사정, 자본자유
화 및 경제발전 정도, 지
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적
정 외환보유액 수준이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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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보편적인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 본래의 목적인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도 극대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은 보유외환을 지하금고에 단순히 보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
라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은 국제금리나 주요국 국채수익률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정
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
권들에 지급되는 이자는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보
유액 유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높은 외환보유액이 국가신용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 같은 경 우에
그 편익을 숫자로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국가신인도가 높고 자국통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나라들
은 외환보유액을 쌓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경험과 경제의 높은 대외개방도, 남북분단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는 말처럼 외환보유액을 넉넉하게 쌓아 비상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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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커브효과 - 환율정책의 한계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평가절하라고 함)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관계만은 아닙니다. 현실경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율상승이 경상수지
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작거나 때로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늘기 시작하는 현상을 곡선으로 표시하면 J자 형태이므로 J커브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J커브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입 가격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만 이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물량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출입이 진행되므로 수량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습관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환율전가 효과가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즉 환율 변화가 수입품의 국내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환율이 5% 올라도 실제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5% 오르지는 않습니다. 미국 자
동차 수출업체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
윤의 압박을 느낄 때에야 수출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그에 따라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완전히(즉 5%) 상승하게 되
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경상수지가 초기 약 6개월 동안에는 악화되다가 조금씩 회복되어
약 15개월이 지나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J커브효과와는 달리 환율상승이 장기에도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1980년
대 미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
자를 보이고 있을 때 달러화의
약세와 엔화의 강세를 유도했습
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계속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
구하고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폭
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
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
는 수출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 국내 수출기업들이 가격상의
유리한 점 때문에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
아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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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넷째 마당 _ 경제안정화정책

1. 왜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한가?
경제안정화정책의 의의
현실경제에서는 물가불안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러나 외부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기변동을 그냥 놓아두
면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가 불안
해지고, 불황일 때는 실직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경
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경제불안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3저 호황
80년대 후반부터 90년
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제적인‘저금
리’
와‘저유가’그리고
‘저원화가치’
의 영향으
로 경제가 크게 호조를

들어 1980년대 후반 3저(低) 호황에 따른 경기과열로 물가가 급등하였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에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은
경기 부진, 고용 감소 등의 경제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

보였던 상황을 일컬음

지면 국민은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
총수요를 잠재생산능력
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
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
려는 정책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이라고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수행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굳어지게 된 계기는 1930년대
세계경제가 혹독한 공황을 겪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시장이 경
제 불안정을 자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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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때 정부는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정부지
출 축소 등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반
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에는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정
부지출 확대 등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안정화정책은 총수요를 잠재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

잠재생산능력

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흔히‘총수요관리정책’또는

하고 있는 노동, 자본 등

‘경기조절정책’
으로도 불립니다. 총공급 면에서의 안정화정책도 생각해

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총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찾는 것은 현실적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시키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생산 수준

|읽|을|거|리|

대공황과 재정정책
192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영원한 번
영’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목요일)과 10월 29일(
화요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미국 월가의 주가 대폭락이 세계경제의 공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
되면서 금융기관이 파산했고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미국
의 GDP는 1929년의 절반 수준인 587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1929년 3.2%
에 불과했던 실업률은 1932년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황은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번져 전
세계 제조업 생산액을 40%나 감소시키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공황은
경기침체의 정도와 지속기간 등에 있어 전례가 없었던 것이어서 사람들은 이
를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
✽

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유효수요 가 생산에 비해 부족했다

▶ 실직자로 넘쳐나는 1930년대 초반
미국의 도시풍경

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공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용해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케인즈(J. M. Keynes)의 처방을 반
영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이 실시되면서 차츰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딜 정책의 핵심
은 심각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유효수요를 늘리고 이로써 불황을 타개하여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경제안정화정책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미국 테네시강 유역의 대규모 댐 건설이었는데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었
습니다.
✽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 화폐지출이 수반된 수요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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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공급은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교육,
기술수준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단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쉽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경제안정화정책이라
하면 총수요를 조절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합니다. 통화정책
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
책이며,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경제
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논쟁
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쓸 때 정책의 기본방향,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여론의 향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요인별 중요도도 다르기 마
련입니다. 또한 어떤 정책이 경제안정을 위해 더 효과적인지, 또 어떠한 기
준으로 경제안정 여부를 가릴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란 어렵습니
다. 이는 현실적으로 총수요와 총공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예상
하지 못한 외부충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 여부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실시 시기·정도·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정형화
된 기준은 없으며,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실시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
가 있습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기변동이 지나칠 경
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특히 예기
치 않은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때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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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제안정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성장기반 마련, 물가안정 등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경기변동은 스스로 해결되도록 놓아두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안정
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안정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적
지 않은 시일이 걸리며,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지니는 특성상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경기변동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점 등을
들어 경제안정화정책을 쓰는 것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
도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에서는 경제불안을 시장실패의 하나

재량적 경제정책

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는 물론 단기에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
을 펼 때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장실패에 비하면 큰 문제
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경제가 효율적이어서 외부
충격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에 개입할 때 생

경제의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
정책에 대한 규칙을 미
리 정하고 경제의 상황
과 관계없이 그 규칙을
지키는 방식

기는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상황에 관
계없이 미리 정한 준칙
(rule)에 따라 정책을 일관
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안정화정
책의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어떤 방식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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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습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
니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대량 실업 또는 물가불안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만으로도 충분히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구태여 추가로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안정화장치는 경
제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장경
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안
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좀|더|알|아|보|기|

자동안정화장치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
부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
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화하여 경기변동
의 크기를 완화시킵니다. 즉 경기가 좋으면 자
동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하여 지나치
게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가 나
쁠 때는 자동적으로 정부수입이 감소하여 경기
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상황이 변하여 자동
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재정의 기능을 자동안
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라고 합니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 누진소득세제, 고용보험제도 등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의 별도 조치가 없
어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소비지출을 덜 줄어들게 하므로 경기가 지나
치게 나빠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실경제에서 누진소득세제와 고용보험제도가 경기변동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장
치들이 경기변동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6

|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2. 경제안정화정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러면 대표적인 경제안정화정책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실제로 어떻
게 운영되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통화정책과 그 수단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통화)의 양이
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에 있

통화정책

어 필요한 돈보다 너무 많은 돈이 공급되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경기과열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이 지나치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게 적게 공급되거나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한국은행
www.bok.or.kr

위해서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고용 및 금융안정 등
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
추는데 이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 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
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균형 등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직접조절수단과
간접조절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조절수단은 시장원
리보다 정책당국의 행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
으로 은행 여수신금리 규제, 대출규모 통제 등이 있습니
다. 간접조절수단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
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공개시장운
영(open market operations),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간접조절수단을 주로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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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공개
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국공채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금융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금
융기관이 현금이나 은행예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시중에 유통
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개시장운영은 1830년대에 영국의 영란
은행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13년 연방준
비제도의 설립과 함께 공개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으며 미국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다수 국가에
서도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공
개시장운영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공개시
장운영이 핵심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여수신제도 또는
지급준비제도와 달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
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인 데다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
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시장운영은 실시 시기
나 조작 규모 및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정
책운영이 가능합니다.
여수신제도는 일반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
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
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제도 초기에 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할인제도(再割引制度)라고
도 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여수신제도를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
절하는 한편 일시적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이나 영리기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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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필요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차단하는 최종
대부자(最終貸付者, 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
를 들어 한국은행은 1997년 말경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최종대부자로서 일부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읽|을|거|리|

최종대부자
최종대부자(最終貸付者, lender of last resort)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돈 부족
사태가 나타날 때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뜻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독점적 발
행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단기의 예금을 받아 장기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간에 만기가 일치하
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지만 대출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
사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은
행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건전한 은행이라도 동반하여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시에 금융기관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
을 방지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위기 때마다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고위험 자산을 더욱 선
호하게 함으로써 경영이 불건전해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들도 자신들
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경영과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 없이 고금리를 제
시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대부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은 경영실태 파악과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금
융기관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합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되는 등 비상시기에는 금융기관이 아
닌 영리기업 등에 대해서도 자금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
기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
기에 대응하는 과정 등에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
능은 전통적 범위를 넘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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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은행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신용공급 확대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은행자본확충펀드 3조
2,9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들어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
스 확산 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유동성 공급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조 원 한도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TAF(Term Auction Facility), TSLF(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대비하여 예금 및 은
행발행 금융채 발행액의 일정 비율, 즉 지급준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중앙은
행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예금 중
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
액이 커지고 시중의 돈은 늘어납니다.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조정되더라도
경제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준비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만으로도 강력한 통화량 조절 효과를 거둘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에는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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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
은행의 정책방향을 알리는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있기 때문
에 지급준비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먼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인 통화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체계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

첫째,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고용 및 금융안정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둘째, 명목기준지표와 운용목표입니다. 명목기준지표는 통화정책의 최
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로서 중앙은행이 특히 관심을 갖고 관리
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목표는 중앙은행이 명목기준지표의 달성을 위해 실제로 정책
수단을 통해 제어하고자 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시장금리,
지급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운용목표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미리 설정한 명목기준지표의 수준을 달성하며 궁극적
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형태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화정책의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공개시장운영, 여
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 중앙은
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사전
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등의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활용하
였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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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중
앙은행의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의 형태,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등에 관
한 제도적 요소들을 말합니다.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최종목표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투명
성, 책임성과 정책수단의 종류 등은 본질적으로 나라마다 비슷합니다. 차
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최종목
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목기준지표의 선택은 나라마다 뚜렷한 차별성
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화량을 명목기준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를 통화
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환율을 명목기준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를

|읽|을|거|리|

볼링게임 - 통화정책운영체제의 비유와 변천사
통화정책운영체제는 흔히 볼링 경기에 비유되곤 합니다. 볼링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핀(최종
목표)을 단박에 겨냥하여 볼을 던지기보다 우선 레인의 중간에 있는 특정점(중간목표)을 향해 볼을 던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의 최종목표를 직접 달성하려 하기보
다는 그 파급경로상에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간목표(예 : 통화량)를 정하여 운영하면 정책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운영체제를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라고 하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가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통화지표와 최종목표인 물가의 관계가 불분
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통화와 실물지표간 관계의 안정성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볼링 경기에서 레인의 특정
점을 정확히 겨냥해도 핀이 반 정도밖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특정점을 찾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통화량목표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량목표제를 대신하여 1990년대에 등장한 것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볼
링에서 레인 위의 특정점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핀을 직접 겨냥하듯이 중간목표 없이 운용목표의 조정을 통해 사전에 세워
진 물가목표를 직접 달성하고자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볼링에서 레인의 굴곡, 공을 던지
는 힘의 세기나 방향, 공의 무게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
동될 수 있는 토양, 즉 정교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성장 등 다양한 경
제변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3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처음 도입한
이래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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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
미국의 작가 윌 로저스는 태초 이래 인류의 세 가지 위대한 발명품으로 불, 바퀴, 그리고 중앙은행을 꼽기도 했는데 현대
적 의미의 중앙은행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독립기관이 됨으로써 제 역할을 하게 되
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그 장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일반 행정부처와는 달리 임명된 이후에는 업무
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날 각국이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은행에 화폐를 발행하고 양을 조절하는 업무를 맡기게 된 것
은 그 일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도 자주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영역이
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각국의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되어 온 역사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신화의 영웅 율리시스가 트로이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가는 길에 요정 사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게 됩니다. 이
전의 수많은 항해자들이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에 홀려 바다에 빠지거나 배가 난파되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율리시스는
자기 몸을 배의 돛대에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렌의 유혹을 견뎌내고 섬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흔히 망망대해를 헤쳐
나가는 항해자로 비유되는 중앙은행도 돈을 발행하고 그 양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압력이나 유혹에 결코 흔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료 : 조홍균,‘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 동아일보 2019년 5월 14일 수정 발췌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명목기준지
표로 활용하는 경우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명목기준지표의 선택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실제로 운영
하는 기본적인 체제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통화정책운영체제라고 부릅
니다.

물가안정목표제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
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운용목표로 삼아 정책을
펴는 방식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통화량을 명목기준지표(중간
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
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체계는 ① 최종목표 면
에서는 물가안정, ② 명목기준지표 면에서는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운용목
표 면에서는 단기시장금리, ③ 정책수단 면에서는 기본적인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와 함께 보다 선진화되고 시장기능에 초점을 맞
춘 수단 및 분석기법의 활용 ④ 제도 면에서는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의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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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
은행이 정책의 수행으로부터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
기보다 더 긴 중기(중기적 시계)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시계를 감안하여
미리 제시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
다.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할 수 있
도록 정책을 수행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인 기준금리 수준을 결
정·발표하고 통화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단기시장금리(운용목표)인 익일
물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물가
안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형태로 통화정책(금리중심 통화정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변동, 실물경기의 움직임, 금융·외환시
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공표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정책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갑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금리의 조정을 통
하여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제 물가상승률이 중앙
은행이 설정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운영되
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이를 채택하여 운영해 온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이 이
전에 비해 낮아지는 등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가
|읽|을|거|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
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 아울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
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 2011년 12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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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목표제 하에서 중앙은행이 사전에 공표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통화정책이 경직적(strict)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
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중기적
인 정책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단기적으로는 제반
금융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신축적(flexible)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
서 물가안정목표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유효성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통화정책은 어떤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총
수요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게 될까요?
실제로 통화정책은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금리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이
에 대응하여 단기 및 장기시장금리, 여수신금리 등이 변화하고 이어서 가
계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의 변화를 거쳐 총수요와 물가상승 등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면 장단기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총

금리경로
정책금리의 조정이 장단
기 시장금리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변동시키
고, 나아가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와 물가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를 상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가격경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

자산가격경로
정책금리의 조정이 주식

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켜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합니

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

해 총수요와 물가가 영

산의 가격이 오르면 개인의 부(富)가 늘어나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커지게

를 변동시키고 이로 인
향을 받는 경로

됩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집니다. 이
에 따라 기업들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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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율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국내금리를 변화시키고

환율경로
정책금리의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화가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수
출입과 물가 등이 변하
는 경로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변동된 환율이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국내금리가 하락
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외국통화(예 :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을 사
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야 합니다. 이는
원화의 초과공급과 달러화의 초과수요를 가져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원화환율 상승). 원화환율의 상승은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
을 낮추는 반면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에 따라 수
입은 줄고 수출은 늘어나며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수
입가격을 높여 국내물가를 오르게 합니다.

신용경로

위의 세 가지 경로의 공통점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을 통해 정책효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경우 기업과 가계에 대
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가 변하고, 이에 따라 소
비와 투자가 변하고 물
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로

과가 경제에 파급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양적
인 측면, 즉 은행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쳐 정책효과가 실물경제에 전달된
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

그림 14-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 변경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

시장금리
여수신금리

주가
부동산가격

환율

금리기대
경기전망
인플레이션 기대

대출 가용량
담보가치

위험선호도

총수요
실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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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기관의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경제주체의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시중
자금의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여력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규모(신용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성과 관련한 기대
경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계기로 관심을 받는 위험선호경
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구조 및 발달 정도 등에 따라
파급경로별로 걸리는 시간이나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그 수단
오늘날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제
의 안정은 물론 소득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통틀어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득불균형 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은 제

재정정책

외하고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

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긴축적 또는 확장적 재정활동에

는 정책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

한하여 재정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의 세출 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과 특정 개인이나 부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정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

기획재정부
www.moef.go.kr

키지만 경제안정화와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의 지출은 공무원 급여, 비품구입 등을 위한 소비지출과 도로, 항만,
통신, 운수 등 유무형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는 공공투자 사업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
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한편 최근의 신종코
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일반 가계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지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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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재정정책의 파급효과

경기
과열

경기
침체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재정지출 축소•세율 인상 


총수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재정지출 확대•세율 인하 


총수요

(긴축 재정정책)

(확장 재정정책)

투자의 기대수익 감소

투자의 기대수익 증가

감 소

증 가





경기
진정

경기
회복

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재정지출의 사례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인 세입은 어디서 나
올까요? 일부는 공기업 운영 수입과 국공채 발행 등으로 채우지만 대부분
은 민간부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조달합니다. 조세는 그 구조
와 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안정, 소득분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특히 경기가 침체한 경우 정부는 세금감면이나 세율 인하를 통해 민간
부문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합니다. 경우에 따라
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출과 조세의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세율을 낮추
면 총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
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자주 쓰
적자재정
재정지출이 조세수입 등
으로 마련된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상태

면 적자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은 경기과열일 때보다는 침체일 때에 더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정부지출
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늘어난 정부지출을 다시 줄이기는
매우 어려워 정책과 관련된 예산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다시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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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금 징수는 강제성을 띤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가능하
기 때문에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조세감면이라면 모를까 세금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침체상태로 떨
어뜨릴 수 있어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훨씬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갖다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스란히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 물가불안을 초래합니다.
끝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조세부담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정부는 조세수입
이나 또 다른 국채 발행을 통해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 조세수입을 통한 채
무상환의 경우 후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시 국채를 발행해 상환
하는 경우에도 국채 보유자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후손
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안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이 필
요한 경우도 있지만 재정수지가 상당기간 균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정

균형재정

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 회계연도를 기준

일치하는 상태

재정지출이 재정수입과

으로 단기적인 균형재정에 집착할 경우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지
출로 인해 경기 변동의 진폭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겠지만 균형재정원칙을 지키
려 한다면 늘어난 재정수입만큼 지출을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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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재정을 1년
단위로 달성·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3~5년 정도의 중기 단위로 달
성하도록 재정을 보다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단일 연도의 예산을 이러한 중
장기틀 안에서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
경기변동은 계절의 변화와 같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며 웬만한 외
부 충격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경제는 이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하
지 못한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과도한 물가상승이나 대규모 실업과 같은
경제불안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경제의 조정 능력으로 이를 해소하는 데 한
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이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적시에 수행하도록 노력하지만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가 당국의
의도대로 제때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책
당국이 경제안정화정책을 펼 때 겪는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림 14-3 정책시차

경제충격
발생


인식

경제상황
인식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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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경제정책
수립•시행



시차
내부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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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시차

정책효과
발생

우선 정책시차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경제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
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
립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정책의 수립·집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정책시차
정부가 경제안정화정책
의 필요성을 느끼고(인
식시차), 구체적인 정책
을 펴고(실행시차), 이
에 따른 정책효과가 실
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통화정책에 비해 빨리 나
타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경제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안정화정책 자체가
오히려 경제의 불안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목표들 사이의 상충(trade-off)도 경제안정화정책의 시행
을 어렵게 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
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
승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업률이 높아
지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갑니
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실

|좀|더|알|아|보|기|

정부정책의 양면성
옛말에‘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고르는 일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는 이
와 유사한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상대편도 있기 때문에 혜택을 얻는 쪽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쪽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의 중간 정거장을 늘리면 신설되는 정거장 근처의 주민들은 편리하겠지
만 부산까지 가는 승객들에게는 그만큼 탑승시간이 길어지니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로 도시 주변의 녹지대를 보
존하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막상 그 안에서 사는 주민들은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정책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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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물가상승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잡기 어려운‘두 마리의 토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
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
적으로는 물가나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
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간투자나
소비가 도리어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

구축효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가 금리 상승에 따른 민

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도 경제안정화정

간부문의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정
부의 예산제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제약
은 정책의 선택과 강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이때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통화
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통 시장

|좀|더|알|아|보|기|

정부의 예산제약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외차입이 없는 폐쇄경제에서 정부의 예
산제약은 정부지출(G), 조세수입(T), 통화량 증가(△M), 국공채발행 증가(△B) 등 4개의 변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G - T = △M + △B
위 식은 정부의 재정적자, 즉 조세수입(T)을 초과하는 정부지출(G)은 결국 통화증발과 국공채 발행으로 메워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우리는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국가채무의 누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을 어
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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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
‘선제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과열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 보아도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의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경기변동의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정책을 미리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단기금리 → 장기금리 → 생산·투자 →
물가’
의 긴 경로를 거치는데 시차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에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하더
라도 앞으로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된다면 미리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제적 통화정책은 그 당위성이 크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에 이미 물가상승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면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중앙은행은 많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각종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술병을 치워 버리는 심술궂은 사람(killjoy)’
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선제적 통화정책이 경제를 장기호황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최고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 연준의 예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실시하기는 더
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책의 조화
이처럼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안정화정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직
면하게 됩니다. 정책시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상반된 정책목표와 수단
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정책담당자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 주체와 절차,
시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정책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만 나름대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에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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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건전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선 사용하고 통화
정책조합
보다 바람직한 정책효과
를 얻기 위해 재정정책

정책을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생각할 수 있
습니다.

과 통화정책을 상호 보

앞에서 보았듯이 두 정책수단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중앙

완적으로 혼합해 사용하
려는 시도

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지출을 확대
하고 그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경우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 금
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리 수준보
다 높을 수 있어 통화정책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의 특성과 상호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긴밀한 협조관
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 성공의 열쇠
과거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는 빠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한번 결
정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
제상황이 가변적이고 정책담당자도 불확실성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집행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책결정은 장기적 관점에
서 신중하게 내려야 하고 정책 방향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제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경제정책은 국민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시
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민간 경제주체나 시장이
정책입안자의 의도대로 따라 줄 때에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관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할 경우 정책
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사라지고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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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경제안정화정책의‘성공의 열쇠’
는 무엇일까요? 우선 정부는 정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속성과 행태를 보다 면밀히 주시하여 시장 움직임에 반하
지 않는 정책을 펼 때 정부 자신 또는 정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을 인식해야 합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
려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수미일관(首尾一貫)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잃게 되면 각 경제주체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예기치 않은 시장동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
히 대외개방이 크게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읽|을|거|리|

경제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은?
우리는 경제양극화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경기간,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
다고 합니다. 수출은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내수가 부진하며, 자동차·조선·철강·IT산업 등은 호조인데
다른 업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규직은 안정된 일
자리와 소득이 보장된 반면 비정규직의 일자리와 소득은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양극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성숙단계 진입, 세계화, 기술진보 등 경제환경 변
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능력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 밖에 소재부품 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수출과 내
수의 연관성 미약, 중소기업 성장기반의 취약성, 그리고 고용구조 악화 등도 발생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여러 부문에서 경제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화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적 또는 물적 자본의 축적이 약화되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안정화정책은 총수요를 잠재생산능력 수준에 근접시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려는 정책으로서 국
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경제안정화정책으로는 부문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 별도의 미시적인 정
책 처방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재부품과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수출증가가 투자와 고
용증가, 그리고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
정경쟁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 요인으
로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빨리 재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

295

다음으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못지않게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 자유화와 자율화가 진행될수록 정책효과의 파
급경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눈에 띄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문제의 인식,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청회 등을 통해 정
책의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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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째 마당 _ 4차 산업혁명과 경제 변화

1.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의의
근래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글의 알파고
가 이세돌 기사를 바둑에서 꺾었을 때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도, 그리고 금융이나 배달 앱을 광고할 때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산업혁명이라면 보통 18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면직
물 공업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리킵니다. 이 최초의 산업혁
명이 1차 산업혁명이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
엇이고, 또 기존의 다른 산업혁명들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동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1~4차 산업혁명은 각각 다
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60~1840년에 걸친 최초의 산업
혁명이며 증기기관과 면직물 공업에 의하여 특징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졌으며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중심이 되
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IC 집적회로의 등장에 의해 시작된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을 내용으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
혁명 시기의 정보기술 혁명을 기반으로 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주요 혁신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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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차 산업혁명의 구분법은 기존에도 통용되던 것이지만 4차 산업혁
명의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야 나타났으며, 이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디
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4
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정보기술 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정보기술 혁명과 구체적으로 어
떤 점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범용기술이 산업혁명의 원동력
각 산업혁명은 매우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산업혁명 때
는 증기기관이 대표적인 범용기술이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탄광의 배수펌
프, 방직기, 증기기관차, 증기선 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

범용기술
특정한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응용이 가

는 내연기관(가솔린, 디젤 엔진 등)과 전기가 핵심 범용기술이었습니다. 이

능하여 경제 전체에 파급

를 활용해 자동차와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전등, 전화, 라디오와

기기관, 전기, 컴퓨터 등

효과를 미치는 기술. 증
이 이에 속함

TV, 냉장고 등의 전기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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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IC 집적회로와 인터넷이 발명되고 이후 PC 보급 및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을 통해 정보기술 혁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핵심적 범용기술을 제시할 수 있어야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그러한 핵심 범용기술로서 잠재성
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미리 정의
되어있는 문제를 일관된 규칙에 따라 연역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사용
기계학습
컴퓨터 프로그램에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
시키면 스스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뜻하며,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여
러 방식 중 현재 가장 각
광받고 있음

했다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으로 불리는 근래의 인공지능은 반
대로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귀납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이 미리 정해진 규칙을 개별 사례에 적용
하는 방식이라면, 인공지능(기계학습)은 개별 사례들로부터 규칙을 발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만 풀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 적용 사례가 제한되었으나, 기계학습은 데이터 기반
의 귀납식 문제 풀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비약적으
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차 산업혁명도 3차 산업혁명과 똑같이 정보기술을 내세우고 있으니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큰 차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정보기술, 즉 IT 산업의
광범위한 외연 확장이 이뤄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기술 혁명은 IT 산업으로 불리는 한정된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부문은 대체로 기존의 전통적인 모습
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닷컴 호황기를
살펴보면 PC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
으나 자동차나 냉장고 등 물리적 기기의 성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
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자동차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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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되거나 사물인터넷을 통해 커넥티드카(connected car)가
되며 냉장고도 사물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망에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전
방위적인 IT 융합을 통해 기존의 비 IT 산업에도 IT 기술이 대대적으로 적
용되어 IT와 비 IT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한 융
합이 절정에 달하면 모든 산업이 IT 산업이 되기 때문에 IT 산업이 별도의

커넥티드카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인
터넷 네트워크에 무선으
로 접속하여 도로상황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
를 다운로드받거나 실시
간으로 다른 자동차와
운행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함

산업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의 주력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산업에서 나오거나 기존의 전통산업과
중첩된 업무 영역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 100

|좀|더|알|아|보|기|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요소
● 인공지능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으로도 불리며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동으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
● 빅데이터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행태나 자동차의 운행 기록 등 개인의 행태에 기반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 분
석하여 패턴을 찾아내며 인공지능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됨
● 사물인터넷(IoT) :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자동차나, 로봇, 공장설
비 같은 대형기계뿐 아니라 가전제품 같은 작은 기기도 독자적으로 인터넷에 접속
● 지능형 로봇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구동이 가능하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로봇
이 서로 협업하여 작업할 수 있음
● 스마트팩토리 : 기존의 공장 설비를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의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시장의 수요 변화에 생산이 빠르게 적응 가능
● 스마트헬스 :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X-레이 영상 판독 등 자동 진단 및 의료 활동의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이 휴대하는 스
마트기기를 통하여 일상 속에서 기초적인 건강 관리 및 질병 조기 진단 등도 할 수 있음
● 핀테크(FinTech) :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신용분석을 수행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예 : 스마트폰을 통해 거래하는 인터넷 은행)
● O2O(Online to Offline) : 기존의 오프라인상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며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추천 등을 수행(예 : 배달 앱, 부동산중개 앱, 카카오 택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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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넘는 GE나 지멘스 같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스마트 팩토리나 사물
인터넷 등에서 혁신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BMW 회
장 하랄드 크루거는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의 결합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IT 기술이 비 IT 영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것을 온라인
과 오프라인의 결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영역과 오프라
인 영역이 구분되면서 IT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온라인 영역으로 한정되
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로 검색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일 등은
구글과 같은 IT 기업들과는 상관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에 타
면 네비게이션이 구글의 지도검색 서비스와 무선 인터넷으로 자동 연결이
되고 있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해서 집
까지 배달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이뤄지던 활동에 온라인 서비스가 결
합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 활동으로 대
신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이
루어지던 강의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거나 직장에서의 회의를 재
택근무시에는 원격회의로 대체하는 것, 장을 보는 것을 직접 시장이나 마
트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활
동을 아예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
서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려는 노
력이 주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
하여 대면접촉이 어려워지자 오프라인상의 소비를 온라인상의 소비로 대
체하는 이른바‘언택트 소비’
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이 촉
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전염이 사그라들면서 사람들간 거리두기
가 끝나게 되는 이후에도 계속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거리두기
기간에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
이 많아 무리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일들이 다시 오프라인 위주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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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자료 : Martin Neil Baily 외,‘Why Is U.S Productivity Growth So Slow?:
Possible Explanations and Policy Responses’
, Brookings Institution,
Hutchins Center Working Paper #22, 2016년

무어의 법칙: 마이크로프로세서 당 트랜지스터 수

 자료 : Karl Rupp,
‘40 Years of Microprocessor Trend Data’

로 되돌려질 수도 있고 기존에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힘든 것으로 여겨졌던
활동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거리두기가 끝나도
다시 예전의 오프라인 활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4차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적 변화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떤 기술적 변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생각만큼 분명하지는 않
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미국에서 PC가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으
나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서 이른바 Solow의 생산성 역설
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Robert
Solow 교수는 1987년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모든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오직 통계수치에서만은 예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무어

무어의 법칙

의 법칙에 의해 대변되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있

가 주창하였으며‘동일

었는데도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수수께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생산성 역설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

인텔의 설립자 고든 무어
한 크기의 반도체 칩 처
리용량이 2년마다 약 2
배로 증가한다’
는 예측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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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
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사무실에 PC가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기존의 종
이 문서 기반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구조는 이에 맞춰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의 활용법을 제대로 익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맞추어 조직구조 개편이나 정책·제도적 변화 등 총체적인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기술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비
로소 신기술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
한 전환과정의 과도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
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신경제 호황이 나타나면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급등하였는데, 이는 시차를 두고서 결과적으로 1980년대
의 정보기술 혁신이 결실을 맺게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기존의 GDP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과소추정론입니다. 생산성 통계는 GDP를 요소투입량으로 나
누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GDP가 과소 추정되면 생산성 역시 과소 추

|읽|을|거|리|

품질향상의 측정
기존의 GDP 통계가 신제품의 품질향상 등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질 GDP는 명목 GDP를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해지는데 바로 이 물가지수를 품질향상을 반
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적 향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헤도닉 품질보정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가격이 여러
가지 특성 변수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엔진 마력수가 1% 증가하면 자동
차의 가격이 몇 % 증가하는지 측정합니다. 만약 엔진 마력수 1% 증가가 자동차 가격 0.5%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신형 자동차가 기존 모델보다 마력수가 1% 증가한 대신 가격은 1% 증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의 물가지수는 1%가 아니라 품질향상분 0.5%를 뺀 0.5%만 상승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렇게 품질향상분만큼 물가지수
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실질 GDP를 품질향상을 반영하여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의 특성을 이렇게 단순화하여 수치화하기는 쉽지가 않으며 품질을 반영
하여 GDP를 보정하는 작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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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GDP 통계에서 신기술의 기여가 과소
평가될까요? 이는 GDP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화폐가치에 기반하여
측정되는데 신기술의 경우 가격 인하를 통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게 되어 매출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의 경우 과거 같으면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야 찾
을 수 있었던 정보를 매우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지만 검색 서비스를 사
용하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검색 서비스 자체의 매
출은‘0’
이고 이는 GDP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생산성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기존의 정보기술 혁명에서의 생산성 역설
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현재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라는 말
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GDP 및 생산성의 증대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변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이 과장되었고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기술혁신은 과거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의 Robert Gordon 교수는 혁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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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구현하기 쉬운 아이디어(나무에 낮게 매달
린 열매로 비유)들은 이미 다 구현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혁신이
매우 어려워졌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을 내세운 것으로 유
명합니다.
반면에 혁신이 과거보다 둔화된 것이 아니며 생산성 정체는 아직 인공지
능 등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기 때
문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
술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학습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일
시적으로 떨어지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급격한 성장이 가능해진
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미국의 1990년대 신경제 시대에 어느 정도 입증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성장 반등의 패턴이 재현
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분명하게 전망하기는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근래의 정보기술 혁신 추세는 정보기술의 적용 대상이 기존에 IT 산업
과 연관이 없던 것으로 여겨지던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것입니
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정보기술이라면 주로 사무실이나 은행의 전산시
스템과 같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O2O
Online-to-Offline의
약자이며 숙박, 부동산
중개, 외식 등 기존의 오
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비즈
니스를 뜻함

자동차 산업(자율주행차), 유통(O2O, Online-to-Offline), 운수(차량공유)
등 기존의 비 IT 산업으로까지 정보기술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
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에 대해 투자를 하며 인력을 교육하고 조직구조와 제도를 신기술에 맞춰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전산업, 나아가 전사회에 걸쳐 요구될 것으로 전
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기술진보는 일자리를 줄일 것인가?
2016년 3월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으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들을
전부 대체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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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 추이 (1975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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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18, 19세기의 산업혁명 시기
에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
만 그러한 비관적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후 200여 년
간 기술진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증대되고 같은 물건을 만
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에는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6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의 실
업률은 7.1%(고용률은 52.8%)였습니다(구직기간 1주 기준).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여 1975년에는 약 4.1%(고
용률 55.9%)를 기록합니다. 실업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는 지속되어 1988
년 이후로는 2%대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시
늘어났지만 2010년에는 3.4%(고용률 58.9%)를 기록하는 등 3%대의 실업
률이 대체로 유지됩니다. 반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의 경
우 1975년에서 2010년 사이에 16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노동생산성
이 16배가 넘게 증가하는 동안에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고 고용률은
증가한 것입니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뚜렷히 줄어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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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가 원가절감을 통해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이에 따라 상품의 수요와 생산
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단위의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
이 줄어들었지만 더욱 많은 단위 수의 상품을 만들게 되면서 필요한 총노
동력은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동화를 통하여 대체하기
힘든 형태의 업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ATM 기계가 처음 도입되고 나서 은행 지점 직원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인력의 수는 오
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ATM 기계는 단순한 입출금 업무 등만을
대체할 수 있을 뿐, 대출이나 금융상품 상담과 같은 보다 복잡하고 대면 소
통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출금 업무에 투입되
는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었지만 금융상품 상담 및 고객관리 등 자동화 기
기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고용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생산라인과 같이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도 사실 인력
을 완전히 기계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계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있는 노동자는 자동화로 인하여 오히려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를 설명하는 O-ring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 공정은 다양한 직무
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이 중 대부분의 직무가 기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 인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있다면 그 중요성은 기계화의 진
전과 함께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좀|더|알|아|보|기|

O-ring 이론
1986년 1월 발사 도중 폭발한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사고가 O-ring이라 불리는 작은 부품(고무 패킹) 하나의 결
함에 기인하였다는 사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우주왕복선과 같이 수백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된 복잡한 구성물이 단 하
나의 사소한 부품 결함 때문에 파괴되었듯이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생산이 이뤄질 때 단 하나의 구성요소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충분한 품질을 보이지 못하면 전체적인 생산에도 큰 차질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8

|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일자리 양극화: 임금(미국, 198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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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David H. Autor 외,‘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
1553-97, 2013년
✽ 미국의 전체 일자리를 318개의 직업분류로 구분하고 기술수준(평균임금으로 측정)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 해당 직업의 100분율 순위를 가로축에, 분석대상 기간 동안 해당
직업의 고용비중 증가분(왼쪽 그래프)과 임금 증가율(오른쪽 그래프)을 각각 세로축에 놓고 비교함

프로세스가 전체 공정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으면 전체 생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양극화 가능성과 인공지능 기술의 파급효과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기술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중간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David Autor 교수 등은 업무의 종류를
크게 정형적 업무(routine task)와 비정형적 업무(non-routine task)로
나누었습니다. 정형적 업무는 공장 생산라인에서의 업무나 사무실에서의
장부 작성(book-keeping) 업무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규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일을 뜻하며 반드시 단순한 저숙련 업무는 아닙
니다. 이 중의 상당수는 높은 숙련을 필요로 하며 상당수의 중간 일자리가
정형적 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정형적 업무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일들
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고숙련, 고임금의 전문직 일자리와 저임금, 저숙련
의 서비스 일자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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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식노동자들의 지적 노동 활동이 비정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저임금 일자리의
상당수도 고도로 비정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
차 공장의 용접과정을 자동화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는 공장들의 작업 환경은
규격화되어 있으나 공사장의 작업 환경은 전부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아이를 돌보는 보육 노동의 경우
에는 업무를 규격화하는 것이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진보로 인하여 대체되는 노동은 가장 저임금의 서비스 노동
이 아니라 제조업 생산직과 같은 중간 수준 일자리들에 집중될 수도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해고되
어 서비스업 부문의 저숙련 일자리로 전직하면서 임금이 크게 하락하게 되
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계층구조상 허리에 속하는 사
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의 도입이 기존 자동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정형적 노동
역시 자동화가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식은 모든 절차를 인간이 직접 이해하고 정
의해줘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에 기반한
비정형 노동의 자동화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
지능 기술은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

|좀|더|알|아|보|기|

Polanyi의 역설 :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Karl Polanyi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We know more
than we can tell”이라고 말하였는데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David Autor 교수는 수많은 업무들이 사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Polanyi의 역설(paradox)이라 지칭하였습니다. 이는 복잡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활
동뿐만 아니라 달걀을 깨는 것과 같이 매우 단순한 일상적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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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별 고용변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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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David H. Autor,‘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3-30, 2015년
✽ 왼쪽 그래프의 가로축은 318개의 직업을 임금수준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렬한 것임

제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학습과 통계적인 근사치 획득을 통하여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문자인식 시스템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인쇄된 문자만 문자로 인식할 수 있었고 조금만 어긋나도 인식할 수 없었
으나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서로 다른 사람이 쓴 다양한 글씨
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상당한 유
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보기술과 보완적 관계였던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조
차도 이제 대체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간 일자리뿐 아니라 상위 일자리에서도 고용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상위 일자리조차도 자동화되기 시작하
였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90년대의 닷컴 버블이 붕
괴된 여파로 인하여 실리콘밸리 등에서 근무하는 지식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한 결과라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기존에 자동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영역에서조차도 상당한 자동화를 진전시킨 것이 사실입니
다. 고도의 지식 노동을 수행하는 프로 바둑기사가 그렇고, 비행기 파일럿,
그리고 의료 등 전문직 영역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진출했습니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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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이나 택배 물류 센터의 분류 작업과 같은 비정형적 서비스 노동에서
도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유연성을 가지고 비정형
적 노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보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미리 정해진 특정 분야
에서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원리는 이해
하지 못하지만 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를 대량으로 암기해서 정답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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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비슷합니다. 워낙에 암기력이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미리 풀어
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학
생보다 오히려 더 답을 잘 맞추지만,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속수
무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고양이’
를 식별하는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은 무엇이‘고양
이’
이고 무엇이‘고양이’
가 아닌지 미리 사전적으로 구분되어있는 수많은
사진들을 보여줘서 훈련한 후에나‘고양이’
를 식별할 수 있으며,‘고양이’
를
식별할 수 있어도‘개’
를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개’
를 식별하려면 또다시
‘개’
의 사진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인간을 월등히 뛰어넘는 암기력을 바탕으로
패턴에 따라 문제를 푸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의 연역
적 방식에 귀납적인 방식을 더하여 좀 더 유연해진 것이지 인간의 유연성
에 완전하게 도달하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며, 특히 대인 소통
이 필요한 업무에는 더욱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업무는 여전히 많으며, 그
중에는 고급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하위 일자리도 다수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
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확산 역시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없
애기보다는 일자리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의 시대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
요한 특징이 모든 산업에 걸친 전방위의 기술 융합이기 때문에 특정한 유
망산업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IT
산업이 될 수 있고 전통 산업도 첨단 산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마무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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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온고지신(溫故知新)’
의 자세가 더욱 중

온고지신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다는 뜻

요해집니다.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에 대해 알아야 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의 운수업에 대해 알아야 하며, 핀테크 서비
스를 위해서는 금융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기반에 더해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범용기술에 대한 이해가 덧붙여
져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의 차원에서 일단 인공지능과 같은 범용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용기술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만 맡겨두면 과소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직접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무임승차 동기가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 개인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갖추고
이를 자기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를 직접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과 그렇
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예: 자동번역이 매뉴얼의 번역은 능숙하지만 문학작
품 번역에는 매우 서툴다는 것 등)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로운 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
고, 자신의 분야에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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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로 보는
세계 속의 한국경제
●

경제규모와 산업

●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부록 _ 통계로 보는 세계 속의 한국경제
경제규모와 산업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기준에 의한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이며 국민총소득(GNI) 기준에 의한 경
제규모는 세계 11위입니다. 1인당 GNI, 즉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27위이
며 세계은행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됩니
다. 특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7개에 불과합니다.

|읽|을|거|리|

세계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는?
●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7,206억 달러, 세계 12위(2018년)
●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조 7,251억 달러, 세계 11위(2018년)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564 달러, 세계 27위(2018년)
● 수출은 5,419억 달러로 세계 총수출액의 2.9%를 차지, 세계 7위(2019년)
● 수입은 5,042억 달러로 세계 총수입액의 2.7%를 차지, 세계 9위(2019년)
● 외환보유액은 4,108억 달러, 세계 9위(2020년 6월말)
● 선박 건조량은 세계 총건조량의 29%를 차지, 세계 2위(2019년)
● 자동차 생산량은 395만대로 세계 총생산량의 4.2%를 차지, 세계 7위(2019년)
● 조강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3.8%를 차지, 세계 6위(2019년)
● 전력 소비량은 세계 총소비량의 2.4%, 세계 6위(2018년)
● 원유 수입액은 804억 달러, 세계 5위(2018년)
● 인터넷 이용률은 95.9%, OECD 국가 중 5위(2018년)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42명, OECD 국가 중 4위(2018년)
●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23.6%, 세계 2위(2018년)
● 총인구는 5,184만 명으로 세계 총인구의 0.7%를 차지, 세계 28위(2019년)
 자료 : 한국은행, World Ban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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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상품 및 서비스)을 포함한 총 교역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조 460억 달러로서
수출의 경우 5,419억 달러로 세계 총수출액의
2.9%를 차지하며 세계 7위, 수입의 경우 5,042

세계은행,
IMD

억 달러로 세계 총수입액의 2.7%를 차지하며 세계 9
위입니다.
산업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선박 건조량은 세계
2위,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7위, 조강 생산량은 세계 6
위입니다. 디지털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프라인 인터넷

7위
9위

11위
27위

이용률이 2018년 기준으로 95.9%로 OECD 국가 중 5
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42명으로
OECD 국가 중 4위이며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이

GNI 1인당GNI
(2018년)

수입
수출
(2019년)

23.6%로 세계 2위로서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각 국가의 경쟁력을 경제운용성과, 정
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의 4개 분야로 분류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분석에 의하면 우
리나라는 조사대상 63개국 중 2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아
시아국가인 싱가포르(1위), 홍콩(5위), 대만(11위), 중국(20위)보다 낮은 수
준입니다. 부문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발전인프라(16위)는 종합순위보다
높은 반면 경제운용성과(27위), 정부행정효율(28위) 및 기업경영효율(28위)
은 이보다 낮습니다.
또한 스위스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전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에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13위
로 말레이시아(27위), 중국(28위)보다는 높으나 싱가포르(1위)와 홍콩(3위),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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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6위), 대만(12위)보다는 낮습니다. 부문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정보통
신기술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1위), 인프라와 혁신역량(6위), 보건(8위)은
종합순위보다 높은 반면 금융시스템(18위), 제도(26위), 노동시장(51위) 등
은 이보다 낮습니다.
한편 개인이 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누릴 수 있는 자유로
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도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경제활동을
|읽|을|거|리|

국가경쟁력 지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기업들
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업 환경을 창조·개발하고 관리·유지하는 정부의 국가 경영능력을 분석
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2020년 현재 6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337개 지표(통계자료 163개, 설문자료 92개, 기초자료 82개,
이중 순위산정에는 통계자료와 설문자료 255개만 사용)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항목은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제운용성과 지표로 국내경제활력에 대한 거시경제
적 평가를 하고 정부행정효율 지표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 정도를 분석합니다. 또한 기업경영효율 지표로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능력·이윤추구·경영책임성의 기준을 평가하며, 발전인프라 지표로 경제기반·기술
인프라·과학인프라·인적자원 활용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지를 평가합니다. 2020년 현재 국가경쟁력 순위 상위 10개국은
싱가포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순입니다.
한편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도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
표하고 있는데 앞의 IMD 평가방법과 비슷하
나 평가항목의 구성과 가중치로 인해 국가경

국가경쟁력
경제운용성과

기업경영효율

정부행정효율

발전인프라

쟁력의 종합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2위
덴마크

WEF의 경쟁력 순위는 IMD보다 안정적인 경
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3위
스위스

심한 거시경제지표보다 미시적인 산업정책 및
경제제도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자료 : IMD,‘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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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싱가포르

23위
대한민국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적을수록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소득
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증가하므로 국부 창출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전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경제자
유도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74.0으로 180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두 번째 그룹인‘경제활동이 대체로 자유로운(mostly
free)’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도와 국가경쟁
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속에서 수출의존적인 우리나
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의 규모에 걸맞은 경제자유도
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지수, 그리고 그에 근거한 국가순위는
산정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 절대적인 평가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평가 결
과는 국가신인도나 국가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
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읽|을|거|리|

경제자유도 지수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발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도 지수는 4개 범주의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의 지배(재산권, 법적 효율성, 정부의 청렴성)
2. 정부 규모(조세부담,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3. 규제 효율성(사업자유도, 노동자유도, 통화자유도)
4. 시장 개방(무역자유도,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
국가별 점수는 전체 12개 항목의 평균점수로 산출됩니다. 국가별 점수는 크게 free(80~100점), mostly
free(70~79.9점), moderately free(60~69.9점), mostly unfree(50~59.9점), repressed(0~49.9점)의 5단계로
구분합니다. 2020년 경제자유도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별 순위 1위는 싱가포르이며 그 다음이 홍콩,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캐나다, 에스토니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www.herita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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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국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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