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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부채경제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 금융,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찬 종

본 연구는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구조를 ‘수출주의 부채경제’로 규정하고, 이 개념을 통해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현상에 관한 역사적 설명을 시도한다. 한국에서 수출중심적 성장은 기

존의 통상적 설명처럼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의 원조

경제가 부채경제로 대체되면서 ‘강제된’ 것이었다. 그런데 수출주의는 이처럼 부채경제의 결

과였던 동시에, 역으로 부채경제를 확대재생산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수출주의의 성공

은 부채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동반했고, 그에 따른 부채의 누적은 결국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후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귀결되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는 한편으로는 구

조조정과 금융자유화를 통해 대응했지만, 이러한 대응은 부채경제를 축소시키기 보다는 새

로운 형태의 부채경제로의 전환을 낳았다. 1970년대의 고도의 국가부채에서 1980-90년대의 

고도의 기업부채,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고도의 가계부채 현상은 이러한 전환의 결과였다.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채경제의 형성단계로서 1960~70년대의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부채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조달하거나 보증하는 외채비중이 매우 높았다. 높은 외채

의존도는 외채상환을 위한 수출부문의 집중육성을 낳았고, 동시에 수출부문의 성장은 자본

재의 수입을 더욱 확대시켰기 때문에 외채와 수출이 상호강화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시작된 중화학공업화는 이러한 부채경제의 메커니즘에 균열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주로 재벌이 장악한 수출부문으로의 ‘금융지대’의 집중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는 자원의 편향적 배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발생시켰다. 이는 결국 1979-

1980년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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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전두환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재벌주도 부채경제’의 시기이다. 전두

환 정부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특혜금리폐지와 여신관리제도를 단행하여 재벌의 ‘금융

지대’의 독점을 제어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주요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하여 중간재에 대

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또한 높은 외채의존도에서 탈피하려는 목적

으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여 대안적인 부채공급원으로서 ‘제2금융권’을 육성했다. 그런데 제

2금융권은 사채시장 자금을 흡수하여 새로운 부채공급원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재벌

들이 더 이상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도 작동했다. 이에 

따라 부채경제의 주도권은 점차 국가에서 재벌로 이전되었고, 기업부채의 증가와 재벌들의 

여신독점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이후 다양한 부문들로부

터의 부채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금리가 상승하게 되자, 그 동안 부채를 독점해왔던 재벌들

의 금융비용부담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정책은 해외의 저금리부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재벌들의 비용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1997년의 외환위기였다.

세 번째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금융주도 부채경제’의 시기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외환위기가 단

기성부채에서 기인했다는 판단 하에 장기자금을 유인할 자본시장자유화를 추진했다. 특히 

채권시장의 발전은 ‘매매가능한 부채’의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부채경제의 주도권은 이제 

채권자이자 투자자인 금융자본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규모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은 환율하락압력을 가중시켰다. 국가는 환율을 방어하여 수출주의를 

지속시키려는 목표로 환율관리용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였고, 그 결과 국가부채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금융부문은 구조조정 이후 기업부채축소에 대응하여 가계대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설정했다. 은행들은 채권시장을 통해 가계대출을 위한 자금을 비교적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었고, 가계는 임금소득의 정체 및 축소를 자산소득의 증가로 보전하기 위해 대

규모 차입을 감행했다. 국가는 환율하락을 통제하는 동시에 국내소비수요를 진작시키기 위

해 저금리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가계부채문제는 1960년대 확립되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수출주의의 효과이다. 국가는 수출부문으로의 자원집중을 위해 신용

정책을 포함한 금융정책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는데, 이는 국가부채의 증가(1960-70년대), 

기업부채의 증가(1980-90년대), 가계부채의 증가(2000년대 이후)를 차례로 발생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수출주의의 강화에 따라 경상수지흑자규모가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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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도 확대되고 있지만, 그 과실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집중된 채, 그 비용은 가계부채

와 국가부채의 형태로 사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 반복

적으로 관찰되듯이,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

성이 크다.   

주제어: 수출주의, 부채경제,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은행, 제2금융권, 금융화

학번: 2004-3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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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구배경과 연구질문

(1) 연구배경

2007-09년의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에서 부채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물론 과도한 부

채규모와 부실채권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는 20세기 자본주의 역사에서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금융위기가 고질적인 자본부족에 시달렸던 발전도상국들의 무리한 

부채의존적 성장정책이 초래한 (반)주변부적 현상으로 치부되었던 반해, 최근의 금융위기는 

그 진원지가 중심부국가인 미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의 부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서 더욱 충격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설비투자나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가계가 조달한 부채가 전세계적인 금융위

기를 초래한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사건이었다(Lapavitsas, 2012). 이에 따

라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며, 가계부채의 문제가 전세계

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해결을 위해서는 어떠

한 정책수단이 적합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들과 논쟁들이 진행되었다(Dynan and

Kohn, 2007; Barba and Pivetti, 2009; Fligstein and Goldstein, 2010).

그런데 가계부채의 증가는 미국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가계부채가 

새로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20%대를 유지했던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1997년 외

환위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2012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

준인 2%대로 전락했다. 가계저축의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 960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86.2%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추이는 

소득규모와 비교할 때 그 심각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70% 수준에 머물렀던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부터 100%를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이후 가처분소득증가율의 정체현상과 동반되면서 2012년 말 현재 164%까지 급등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33%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07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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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의 가계부채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진정세에 접어든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증가추세가 꾸

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내의 가계부채 증가현상의 원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지목한

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저금리정책이라는 ‘공급요인’이다.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의 자본유출

과 환율폭등에 대응하여 정부가 선택한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1999년부터는 고금리정책을 폐기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정책 및 가

계신용완화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가계부채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의 주택시장 호황이 야기한 ‘수요요인’이다.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주택

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으로 절대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부동산불패’에 

대한 대중심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진행된 급속한 주택가격상

승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를 부추겨 주택구매수요를 자극했고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에 대

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투자가 

주로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한 일부의 자산가계층이나 재벌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은행들의 공격적인 가계대출전략과 맞물려 범계층적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하면서 대다수의 기존연구들은 한국에서 가계부채의 급증이 자본이득을 위

한 부채수요의 팽창이라는 수요요인과 더불어, 부채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와 금리인하라는 

공급요인이 결합되고 상호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파악한다(Park, 2009; 서근우, 2011; 

홍종학, 2011; 김현정 외, 2013; Jones and Kim, 2014).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사실 부분적인 타당성만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로 정부

정책이나 시장조건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배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가계부채증가현

상의 ‘구조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

다면, 한국에서 부채규모의 급속한 증가경향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본격적인 경제

성장이 시작된 1960년대 이래 한국의 총부채규모는 경제성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196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18.3%였으나, 정부부채, 기업부

채, 가계부채를 합산한 비금융부문의 총부채규모는 평균 23.5%씩 증가했다. 그 결과 2012

년 현재 한국의 총부채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226.9%에 달하는데, 이는 G20 국가들 평균

인 182.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론 경제규모 대비 부채규모의 상대적 증가는 금융

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20세기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관

찰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부채의 증가속도와 현재의 부채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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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선진국가들을 추월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최근의 

가계부채증가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형성되어온 한국경제의 

뿌리 깊은 고부채(high debt) 구조라는 ‘구조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고부채구조는 그것이 형성된 이래 두 번에 걸친 내적 변형을 거쳤다는 점

에서 동시에 역사성을 지닌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시작된 1960-70년대에는 국가

부문의 부채1)가 총부채의 증가를 주도했으며, 1980-90년대에는 국가부채가 감소하는 대신 

기업부문의 부채가 총부채의 팽창을 주도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 기업부채가 감소

하는 가운데 국가부채와 함께 가계부문의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황적 요인만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변동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

대 1970년대까지의 과도한 국가부채규모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해 

1980-90년대에는 기업부채의 확대에 의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부채구조로 이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의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기업이 주도하는 과거의 고부채구

조에 내재한 한계 및 그 위기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증가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을 이끌었던 ‘역사적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구조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에 주목하면서 최근의 가계

부채증가현상을 한국 자본주의의 고부채구조와 그 역사적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수출주의 부채경제’(exportist debt-economy)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형되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형을 촉발시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오늘

날의 가계부채문제가 경제학적 관점들이 간단히 전제하듯이 정부의 정책적 오류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개입을 통해 수출주의 부채경제를 재생산했던 국가와 수출주

의 부채경제에 의해 조성된 제도적 공간 위에서 자신들의 이해(interest)를 극대화하려 했던 

기업과 금융, 그리고 가계의 대응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가계

부채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비합리적’ 대응으로서 정책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부채를 둘러싸

고 다수의 제도적 행위자들이 벌였던 ‘합리적’ 대응들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1) 여기서 ‘국가부채’는 ‘정부부채’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정부부채’가 중앙정부와 일반정부 부채만을 합산한 

것이라면 ‘국가부채’는 정부부채와 더불어 공기업부채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

와 관련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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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질문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9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25개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던 한

국은 2013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5번째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국가가 되

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결코 사

소하지 않은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경제성장의 양상은 전형적인 ‘수출주도 산업

화’(export-led industrialization)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굳건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2) 하

지만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그와 비견되는 ‘부채의 급증’이 동반되어왔다는 사실

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수출의 증가와 부채의 누적은 사실 

별개의 독립적 현상이 아니라, 상호강화적 관계였다. 1960년대 만성적인 자본부족 국가였던 

한국은 외채를 조달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외채상환을 위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부문을 육성해야할 강력한 동인이 있었다. 따라서 조달된 부채의 대

부분은 수출부문에 집중되었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진입한 이후에도 수출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는 만

큼 수입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구조적인 경상수지적자로 인해 결국 국가는 해외

로부터의 차입을 더욱 확대하거나 통화증발을 통해 추가적인 신용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수출주도경제는 동시에 대규모 부채의 지속적 투입에 의존하는 ‘부

채경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부채경제적 성격은 수차례의 심각한 위기로 비화되

기도 했다. 예컨대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는 당시 한국이 보유한 막대한 외채규모에서 비

롯된 결과였고, 1997년의 외환위기 역시 재벌들과 금융기관들이 주도했던 해외로부터의 과

도한 단기차입에 따른 것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는 더욱 강화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25%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대비 수출규모는 2012년 현재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서면서 구조적인 경상수지적자는 경상수지흑자 추세로 반전되었고, 그 결과 

2)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인과 관련된 논쟁은 ‘수출부문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신고전파경제학은 ‘저렴하고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

에서 비교우위를 확립했던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들을 그 요인으로 지목한다. 반면 제도주의나 발전국

가론은 국가가 ‘시장역행적’ 가격왜곡전략을 통해 계획적으로 수출부문을 육성했던 시도에 주목한다. 마

지막으로 종속이론이나 세계체계론은 냉전과 신국제분업과 같은 지정학적 혹은 지경학적 요인들을 주목

하면서, 미국시장의 역개방정책이 한국의 수출성장에 결정적이었다고 본다(‘초대에 의한 발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의 개관과 쟁점에 관해서는 So and Chiu(1995)

의 1장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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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3년 말 현재 1,900억 달러의 순대외채권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

운 점은,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를 상회할 뿐더러 경상수지흑자의 누적으로 인해 자본부족으

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총부채규모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외환위기 이전

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수출부문의 호황과 함께 재벌부문을 중심

으로 기업부채비율은 하락했던 데 반해, 가계부문이 전체부채규모의 증가를 주도하는 새로

운 주체로 등장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으로 인해 제대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외

환위기 이후 국가부채 역시 급속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물론 한국의 공식적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평균 82%에 달하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증가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

고 있다. 사실 부채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적 규모 그 자체라기보다는 증가속도

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못지않게 한국의 정부부채 상황 역시 결코 안심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3) 1960년대 이래 한국의 수출주의는 언제나 부채경제와 결합되어 

왔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해본다면,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그리고 국가부채)가 주도하는 국

내부채규모의 급속한 증가경향 역시 바로 이러한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구조와 관련되는 것

은 아닐까? 수출주의의 형성기였던 1960-70년대에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그 조건으로 

하였고, 그 성장기였던 1980-90년대에는 기업부채가 국가부채를 대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보다 강화된 형태로 진행된 수출주의 역시 가계라는 새로운 부문의 부채증

가로 귀결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증가 현상의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한국 자본

주의의 구조로서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고, 그러한 변화를 야기한 원

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한국의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할 때 즉각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 자본주의가 경험했던 두 차례의 금융위기

—1979 -80년의 위기와 1997-98년의 위기—와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서 추진된 

금융자유화와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3)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계하는 정부부채에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정부부채로 분류되는 ‘은

폐된 부채’가 제외되어 있다. 옥동석(2007a)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지표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인데,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는 완연히 다른 통계지표이다. 즉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뿐만 아니라 거의 대

부분의 준정부기관들의 부채를 포괄하는 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차입금과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부채로 파악하는 협소한 기

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까지 한국에서 국가부채의 정확한 규모산정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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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주의는 어떻게 부채경제와 결합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수출주의 

부채경제가 두 차례에 걸친 부채위기로 귀결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부채위기에 직면하

여 국가가 금융자유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금융자유화는 기존의 부채경

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특정 부문을 새로운 부채수요자로 만

들어내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특징을 포착

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절. 이론적 자원: ‘수출주의’와 ‘부채경제’

(1) 수출주의 축적체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례적인 경제적 성공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발전국가

론’(theory of developmental state)이라는 느슨한 이론적 관점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국가’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존슨(Chalmers Johnson)이 의도했던 바는 

사실 경제성장의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성장경로 및 사회주의적 성장

경로와 동시에 구별되는 제3의 역사적 ‘경로’와 그에 조응하는 특수한 국가형태를 이론화하

는 데 있었다(Woo, 1999; Johnson, 1999). 하지만 이후 이 개념은 역사적 경로와 유형으로

서의 의미를 넘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를 국가중심적 제도형태와 인과적으로 

연관시키는 포괄적인 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Moon and Prasad, 1994). 특히 마

르크스주의의 점진적 퇴조에 따라 1980년대부터 발전론 분야에서 이론적 헤게모니를 장악

하기 시작한 ‘신고전파경제학’ 패러다임에 대해 유력한 대안적 입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학

적 시각에 비판적인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발전국가론은 특히 국가를 ‘지대추구적’(rent-seeking) 행위자로 전제하는 신고전파에 반대

하면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파악했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면, 시장원리를 위배

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개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발전국가론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로 동아시아 후발국가에 주목하면서, 다른 제3세

계국가들과는 달리 이들 국가에서 관찰될 수 있는 특수한 제도들과 역사적 유산들—효율적

이고 헌신적인 국가관료제, 계획합리적인 선도기관(pilot agency), 지주계급의 해체,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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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금융시장—을 발전국가의 가장 핵심적 요소들로 이론화했다(암스덴, 1990; Haggard

and Moon, 1993; Weiss, 2000; 윤상우, 2005: 2장). 한국에서 발전국가론은 암스덴의 저작이 

발표된 이후 빠르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신고전파에 대한 비판이라는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했다. 첫 번째는 이 입장이 전제하는 ‘발전국가’라는 국가성격과 

경제성장이라는 가시적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론적

으로는 발전국가론에 내재하는 ‘순환론적 논리’가 지적되었고(Lim, 1998), 경험적으로는 동아

시아 국가들의 성공이 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실행능력과 같은 이른바 ‘발전국가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업구조와 냉전이라는 세계체계적 요인에서 비롯된 산물이

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었던 것이다(Cumings, 1984; 1998; 윤상우, 2006; Gray, 2011). 이

와 관련되지만 보다 중요한 두 번째 한계는 발전국가론이 국가능력과 자율성, 혹은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제도영역’에 배타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작동하는 ‘구조적 토대’로서 축적체제에 대한 분석에는 맹목적이라는 사실이었다(서익진,

2003). 구조와 제도 사이의 연계에 대한 이러한 맹목으로 인해 발전국가론은, 정작 그것이 

이론적 대상으로 삼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번영의 80년대’에서 ‘위기의 

90년대’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데 무력했다. 다만 발전국가의 성공을 가져왔던 요인들이 해

체되었기 때문에, 발전국가 또한 쇠퇴하였고 그 결과 위기가 발생했다는 동어반복에 의존할 

따름이었다.   

발전국가론과는 달리,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구조적 차원’에서 규정하려 했던 이론적 시도

들은 축적체제로서 ‘수출주의’(exportism)에 주목했다. 신고전파 경제학을 포함하는 많은 연

구들 역시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실패에 대비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수입대체산업화’라는 보호주의를 포기하고 ‘수출지향산업화’라는 시장주의적 산업정책을 채

택했던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축적체제로서의 ‘수출주의’는 단순히 정

책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수출주의 축적체제는 최종소비재에 대한 수출지향적 산업

정책과 함께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대체적 산업정책을 언제나 동반할 뿐만 아니라4), 

소비와 생산, 그리고 투자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구조적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Sum,

4) 경제학에서 상식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지향산업화’ 사이의 구별이 현실을 반영하

지 않는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Gereffi(1989)을 참조하라. 또한 한국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수입대체에

서 수출지향산업화 전략으로의 전환으로 가능했다는 통상적 인식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병천(1998), 장하

원(1999) 및 기미야(2008)를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은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이 수출지향과 수입대

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복선형 공업화’ 전략이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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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서익진, 2003; Jessop and Sum, 2006: 163).5)

동아시아의 수출주의 축적체제는 한국 전쟁 이후 확립된 미국의 지역안보전략에 의해 최

초로 형성되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최종방어선으로 선택되었던 한국과 대만에 대해 막대한 

경제 ․군사원조를 통한 ‘현상유지’ 전략으로 일관했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원조에 따

른 재정압박에 직면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원조비용을 일본과 분담하기를 원했고, 

그 전제로서 한일국교정상화와 같은 공식적 외교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을 유도했다. 미국

이 주도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은 3국 모두에게 나름의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미군점

령기 이후 미국상품의 거대한 ‘전용시장’(captive market)이었던 일본은 대미무역불균형을 시

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는데,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은 아시아의 주변국들에 대한 무역

흑자로 상쇄하는 것이었다. 일본 자본에게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는 새로운 수출시장이 개방

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과 중간재/투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상품수입

은 그것의 결제를 위한 외화획득이 전제되어야만 했기에 미국이 권고했던 수출부문육성정책

을 수용해야 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수출상품에 대해 자국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양국의 수출부문의 성장을 지원했고, 그에 따라 이제까지 부담해왔던 직접적인 경제원조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의 저렴한 상품공급 덕택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상승압박을 얼마간 우회하는 수단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Cumings, 1984; 

Gills, 1994; So and Chiu, 1995: 195; Arrighi, 1996; 아리기, 2008: 570). 결국 안보적 이유에서 

형성된 미국–일본–한국(대만) 사이의 삼각무역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수출주의 축적체제가 출

현한 결정적 계기였던 셈이다.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 외향성(extraversion)에 있다. 즉 축적과정이 

국민경제 내부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재/중간재의 도입과 완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전적으로 해외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중심부 국가

들과 가장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특징이다. 선진국의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의 선순환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로 수요관

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수출주의 축적체제에서는 해외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수

5) 수출주의에 관한 이와 같은 이론화는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규정을 둘러싸고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 

내부에서 진행된 논쟁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예컨대 나이링 섬(Ngai-Ling Sum)은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유혈적 테일러주의’(bloody Taylorism)나 ‘주변부적 포드주의’(peripheral Fordism)로 규정했던 리피예츠

(Alain Lipietz)가 중심부 국가들의 경험을 일면적으로 (반)주변부에 적용하는 유럽중심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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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리가 해당국가의 통제력의 범위를 넘어서며, 따라서 해외수요의 변동에서 야기될 수 있

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공급측면의 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포드주의에

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임금상승을 가져오고, 임금상승은 소비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다시 생

산성 향상을 촉발시키는 순환구조에 의존한다면, 수출주의에서는 상품생산을 위한 투자증대

가 수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실현된 이윤으로 재투자하는 순환구조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산주의적 편향을 보이는 수출주의의 축적과정에서 국내수요는 부차화되

거나 오히려 억압될 가능성이 높다. 포드주의에서 소비는 축적과정의 중요한 계기로서 내부

화되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중요하지만, 수출주의에서 소비는 외부화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국내의 소비증가를 위한 요인이기보다는 전적으로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

는 것이다(Sum, 1998; Jessop, 1999). 

이와 같은 (수출을 위한) 투자—이윤의 실현—재투자의 순환으로 이어지는 수출주의 축적

체제의 성격은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을 규정했다. 이윤의 실현은 해외시장의 

상황에 따라 외부적으로 규정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주력했던 기능은 수출을 위한 

투자자원의 마련과 이러한 투자자원의 수출부문으로의 집중이었고, 이는 주로 금융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Woo, 1991). 물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노동과 비수출부문으로부터 야

기되는 분배요구를 최대한 억압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부가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발전국가론이 주목했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제도적 성격은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사실 수출주의 축적체제에 

의해 파생된 ‘효과’에 가까웠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발전국가의 해체’로 묘사되었던 변화 

역시 수출주의 축적체제에 대한 기존의 개입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반영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수출주의 축적체제가 선순환을 구성했던 특정 시기의 

국가개입양상을 특권적으로 이론화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를 ‘발전국가의 형

성과 해체’라는 단순화된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축적체제로서 수출주의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국가는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개입을 지속해야 했다. 다만 그 형태가 

변화했을 따름이었다. 

(2) 20세기 자본주의와 부채경제

‘부채’(debt)6)는 이미 문자나 화폐의 발명에 앞서 존재했을 정도로, 인간의 역사 그 자체

6) ‘부채’(debt)는 ‘신용’(credit)이라는 용어와 호환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도 두 용어를 문맥에 따라 모두 활

용할 것이다. 다만 ‘부채’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로는 ‘debt’와 ‘liability’가 있는데,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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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레이버, 2011).7) 이러한 부채의 ‘유구성’(悠久性)과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자본주의를 특정화하여 ‘부채경제’(debt economy)로 규정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20세기 이후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부채가 그간의 사회적 ․경제적 ․윤리

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본주의 축적의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었기 때문이다.8) 이제 부

채는 단순히 생산과 소비로부터 파생되거나 시장의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경제현상

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핵심

적 요소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수천 년 동안 가해졌던 도덕적 비난과 폄훼가 

희석되기 시작했으며,9) 부채는 더 이상 무절제와 방종의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경제행위자들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를 원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채수요의 증가에 조응하여 더 많은 

부채가 공급되어야 했다. 부채는 미래의 예상소득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지출하는 것을 가능

케 함으로써 현재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소비와 투자를 이끌었다. 20세기 자본주의는 

대규모의 부채에 체계적으로 의존하는 ‘부채경제’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부채경제란 부채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존하여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둘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채무’로, 후자는 ‘부채’로 번역한다. 이 경우 채무(debt)는 직접적이

고 확정적인 협의의 부채를 지칭하고, 부채(liability)는 채무이외에도 채무보증과 같은 간접적이고 불확정

적인 부채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밀한 구분없이 ‘부

채’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7) 그레이버(David Graeber)에 따르면 인류문명은 채무-채권관계의 형식에 기반했다. 예컨대 대부분의 종교

는 인간을 신적 대상의 채무자로 설정함으로써 신앙을 강제했고, 통치자들은 스스로를 신민들의 채권자

로 설정함으로써 지배를 정당화했다. 종교에 있어서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채무로부터의 해방

이었고, 통치자들은 필요한 순간에 신민들의 부채 중 일부를 탕감함으로써 충성과 지지를 확보하곤 했

다. 이는 종교적 세계관과 봉건적 지배를 동시에 거부했던 계몽주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계몽주의자들

은 신에 대한 부채를 ‘사회’에 대한 부채로 대체했을 뿐이었다. 즉 ‘사회적 부채’를 되갚는 끊임없는 의무

를 수행함으로써 인류는 진보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사회적 부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부채를 매개로 한 ‘채무자–채권자’ 관계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간관계의 형식이자, 

세계를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인식틀로서 존재해왔다(그레이버, 2011). 

8) 전통적인 가톨릭교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하지만 이

러한 시각은 종교개혁과 함께 보다 실용적인 시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루터(Martin Luther)는 고리대

금업에 대한 가톨릭의 시각을 공유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와 규제는 세속적 권력의 임무라고 생각했

다. 칼뱅주의(Calvinism)는 전반적인 교리와 관련해서는 루터보다 더 엄격했지만, 대출업에 대해서만큼은 

더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이후 공리주의자들과 고전파경제학자들은 대출업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서 벗

어나기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채에 덧씌워진 

도덕적 비난이 완전히 제거되었던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었다(Brook, 2007). 

9) 벨(Daniel Bell)은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에서, 20세기가 부채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적 공포로부터 해

방되는 시기이며, 이 과정에서 ‘부채’(debt)가 ‘신용’(credit)이라는 보다 중립적 용어로 교체되었다고 지적

한다. 그리고 신용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확대되고 부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

주의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벨, 1990).



                                                                         1장. 서 론 11

이러한 부채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채가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부채를 통한 투자가 새

로운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부채를 동원할 수 있는 선순환이 확립되어

야 하고, 이러한 선순환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구축되어야 했다. 우선 세계적인 맥락에서 부

채경제는 금본위제(gold standard)의 해체와 ‘브레튼우즈 체제’(the Bretton Woods System)의 

확립이라는 제도적 배경 하에서 가능했다. 금본위제 하에서 화폐의 발행량은 과거에 축적된 

경화(금)의 보유량에 의해 제약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

부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신용(부채)을 공급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다.10)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는 각국의 화폐를 금본위제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재량적 통화정책, 즉 국가에 의한 부채공급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 

통화 사이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을 막고 저금리정책을 안정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Guttmann and Plihon, 2008: 3). 또한 국내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현대적 중앙은행제도가 확립되어 부채경제에 필요한 유동성이 안정적

으로 공급되었고, 부채경제에 내재하는 위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수행되었다. 예

컨대 대공황 직후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정부는 <긴급은행법>(1933), <금준비

법>(1934), <은행법>(1935) 등의 연속적 개혁조치를 통해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본격적인 신

용화폐제도로서 새로운 ‘국가화폐’ 제도를 수립하였고, 민간은행들로 구성되었던 연방준비제

도를 현대적인 중앙은행으로 전환하였다. 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 화폐의 발행량은 비탄력적

인 금보유량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신용화폐의 가치는 금(gold)과 같은 본위화폐가 

아니라 연준이나 재무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의해서 보증되었다. 그리고 화폐가치의 보증자

로서 국가는 그 가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에서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해 화폐의 

발행량과 신용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부채경제에 고유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소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안정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채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20세기 자본주의의 핵심 성격을 구성하는 

데 기여했다(Guttmann, 1993: 84; 박상현, 2010: 452). 

또한 부채의 원천인 대규모 유휴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고수익의 금융상품들이 

개발되고 할부금융 주택모기지 관련 제도들이 구축됨으로써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부채의 수요와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다(윤종희 외, 2008: 50-52; 박상현, 2012: 89-92). 이러

10) 물론 금본위제 시기에도 호황국면에서 은행들은 은행권과 요구불예금 등을 통해 금보유고를 초과하는 

부채를 공급하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일시적인 과정이었다. 호황이 종결될 때면 언제나 금융위기

의 형태로 부채와 화폐공급량은 다시금 금보유고 수준으로 수축되었기 때문이다(Guttmann, 1997: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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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를 추동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대공황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추진된 ‘뉴딜’(New Deal)

이었다. 다양한 정책패키지로서 뉴딜은 31개의 핵심프로그램 가운데 15개가 신용공여 프로

그램일 정도로, 대공황 이후 침체에 빠진 부문들에 대규모 부채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한 기

능이었다. 연방정부는 경기부양과 같은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신용을 활용했다. 그 결과는 부채의 ‘빅

뱅’(Big Bang)이었다(Fischback, 2007). 특히 모기지(mortgage) 제도는 부채경제의 확립에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모기지 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19세기 말에 출현했지만, 초기의 모

기지는 주택가격의 50%를 증거금으로 요구했고, 대출기간은 대부분은 10년 이하로 단기였

으며, 대부분 변동금리의 만기일시상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대부분

의 주택구입자들은 이자만을 납부하다가 기존 대출의 만기시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차환

(refinance)을 계속해야 했는데, 만약 은행이 차환을 거부할 경우 심각한 채무위기로 비화될 

위험성이 컸다(Prasad, 2012: 201). 하지만 대공황을 계기로 루즈벨트 정부는 경기부양의 최

적수단으로 전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에 주목하면서 모기지 제도는 중대한 변

화를 거쳤다. 또한 루즈벨트 정부는 경기부양연방주택청(FHA)과 연방저당권협회(FNMA)를 

신설하여 10년 이상의 장기 저금리대출과 최대 80%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허

용했고, 이에 따른 대출기관의 손실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기지 

채권을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2차 시장을 창출했다. 그 결과는 차입자의 부담감소에 따른 

주택소유비율의 급증이었다. 1900년대 초반 45% 수준이었던 주택소유비율은 모기지제도의 

확대를 거치면서 1940년대에는 65%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 2차대전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전체 모기지 규모는 1944년 국내총생산의 8% 수준에서 1965년에는 30% 

수준으로 증가했다. 1920년대에는 ‘신용거품’으로 간주되었던 이러한 부채규모는 1960년대 

이후에는 정상수준으로 인식되었다(Quinn, 2010; Hyman, 2011). 미국에서 모기지제도의 이

와 같은 혁신은 단순히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만을 낳았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중산층의 

가계부채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적 조절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11) 

11)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소비수요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에는 1920년대 인플레이

션에 대한 인민주의적 비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인민주의자들은 상품을 구매하는 데 훨씬 

많은 화폐를 지불하게 되는 현상으로서 인플레이션 문제의 본질은 결국 실질소득의 감소라고 주장하면

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로의 이윤재분배를 요구했다(Jacobs,

2005: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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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통한 소비수요의 확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미국적 길과는 달리 유럽은 전

간기의 고도 인플레이션 경험과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물자부족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신용

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를 통해 소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거부감이 강했다. 미국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케인스주의적 신용완화정책을 선

택했다면, 유럽의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하이예크(Friedrich Hayek)적인 신

용억제정책을 선택했다(Prasad, 2012: 210).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는 수출을 통한 성장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내소비진작을 위한 가계신용확대보다는 산업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가계

저축의 확대를 보다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Loriaux, 1997; Logemann, 2008; Trumbull,

2012).12) 또한 미국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경제적 팽창의 신호로 간주했지만, 유럽에서

는 경제적으로 의미 없거나 심지어 빈곤의 증가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했다. 그렇다고 이

들 유럽국가가 부채경제적 성장패턴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부채가 집

중되었던 부문이 소비가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직접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기업과 정부라

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제약 하에서도 프랑스는 중앙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정부부채를 확대함으로써 전후복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독일은 국내

의 소비수요를 희생시키는 대신 대기업에 은행대출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수출부문을 육성

했다(Prasad, 2012: 208). 특히 1950년대 진행된 서유럽의 수출증가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

은 미국의 부채경제 발전에 따른 해외소비수요의 확대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서유럽국가들

의 발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세기 부채경제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중앙은행이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부

채의 가격(이자율)과 수량 및 배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부채경제의 확장과 관

리를 주도했다. 즉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과 재할인율조정을 바탕으로 금리수준을 결정하

고,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해 부채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며, 신용할당정책을 통해 어떤 부문

에 얼마만큼의 부채를 공급할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판단한다(Guttmann, 1994: 32). 그런데 

부채경제에서 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기능은 부채를 둘러싼 잠재적인 경쟁과 정치적 갈등을 

내포했다. 부채는 그 수요자(차입자)에게는 투자와 소비를 위한 자금이지만 공급자(대부자 

및 투자자)에게는 수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부채의 가격과 수량 및 배분은 이들의 이해

관계에 핵심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갈등을 내포한 부채의 가격과 수량이 다른 상품시장

12) 예컨대 1955년 미국에서는 비모기지(non-mortgage) 소비자부채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평균 15% 수

준이었던 반면,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는 0.3%에 불과했다(Trumbull, 2012).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여서, 

독일 가계의 비모기지 소비자부채규모는 196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Logeman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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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시장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실상 ‘외

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금융정책은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정치적 공간이 되었다. 실제로 1950-60년대 서구에서 형성된 초기의 부채경제에서 국가는 

산업적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은행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금리기조를 유지했

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적 이해가 금융적 이해를 압도했던 당시 상황의 산물로서 기업과 가

계가 더 많은 부채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실물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었던 반면, 유동성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향과 저금리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자본

의 이해는 제약되었다(Glyn et al., 1990: 97; 박상현, 2012: 158-9).13) 

하지만 1970년대 시작된 전세계적 경기침체는 상황을 반전시켰다. 부채경제에 내재한 인

플레이션 위험은 1950-6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의해 흡수될 수 있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성장과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출현한 것이

다. 이는 더 이상 저금리에 기초한 부채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초 이래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

했다(Guttmann, 1994: 133-4). 금리제한의 폐지 혹은 고금리정책으로의 전환은 차입자로부터 

대부자로 경제적 이득을 빠르게 이전시켰고, 그 결과 산업적 투자보다 금융적 투자가 우위

를 점하기 시작했다(뒤메닐 ․레비,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부채가격의 상승’이 부채경제의 

해체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부채에 대한 금융자본의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부채경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1950-60년대의 부채경제가 케인스주의적인 

금융억압정책의 토대 위에서 부채의 수요자인 차입자(채무자)의 이해와 결합되었다면, 1980

년대 이후의 부채경제는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자유화정책의 토대 위에서 부채의 공급자인 대

부자(채권자)의 이해와 결합되었던 것이다.14) 

신자유주의적 부채경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부채가 과거처럼 산업적 축적이라는 목적

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축적으로부터 유리된 금융적 축적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실 

금리인상은 대출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차입자의 이자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부자

13) 그렇다고 해서 금융자본의 이해가 완전히 무시되거나 희생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강력한 저금리정

책은 금융수익률의 하락을 낳았지만, 은행들은 국내의 금리규제를 우회하여 해외의 차입자들에게 대규모 

부채를 공급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헬라이너, 2010).

14) 서구에서는 흔히 1970년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적자의 급등이 1980년대 금리상승의 배

경으로 인식되지만, 이는 사실 인과관계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까지의 

적자규모는 정부가 관리가능한 수준이었던 데 반해, 오히려 80년대 초 금리인상의 결과 재정적자규모가 

관리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뒤메닐 ․레비, 2006; 115-6).



                                                                         1장. 서 론 15

의 입장에서도 예금금리가 상승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수익

성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자본들이 더 높은 위험도를 감수해야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5) 즉 이들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

은 개인이나 기업에게도 공격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고위험–고수익의 모험적 영역에 

투자하기 시작했다(Guttmann, 1994: 207-8). ‘안전성’ 대신 ‘수익성’이 부채의 더 중요한 기준

이 되면서, 과거에는 ‘투자(대출)부적격’으로 판정되었던 영역과 사람들에게까지 부채공급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자금수요자들은 더 확대된 부채접근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기

존의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차환(refinance)하는 것이 손쉬워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과거에는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에게도 부채를 통해 소비주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었다(Montgomerie, 2008; 2013; Lapavitsas, 2010). 이는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채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하나의 이유였다. 다른 한편, 금융자본의 고위험투

자 열풍은 대출영역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규모 자금이 유동성이 높은 채권 및 주식에 투자

되면서 증권시장의 팽창을 낳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금리의 상승과 증권시장의 팽창은 

기업들의 경영전략도 변화시켰다. 기업들은 금융비용의 상승에 직면하여 장기대출이 소요되

는 실물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금융수익을 목표로 단기대출을 통해 금융시장에 투자하기 시

작했다. 이에 따라 특히 미국에서 1980-90년대에 진행된 기업들의 대규모 금융투자는 금융

자산을 증가시킨 동시에 기업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했다. 이제 기업의 부채는 실물투자

와 산업적 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금융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즉 금융적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부채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가 진행되었던 것이다(Stockhammer,

2004; Dum′enil and L′evy, 2006: 158‒162; Orhangazi, 2008; Krippner, 2011: ch.2). 

부채경제의 금융화와 함께 부채규모는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대부분의 국가

들에서 1980년대 이후 부채의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국내총생산 대

비 부채비율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부채의 지배적 형태가 은행대출(loan)에서 채

권(bond)으로 전환됨으로써 부채경제의 금융화는 더욱 추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16) 채권시

15) 미국에서 1979년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단행된 뒤, 1982년에서 1987년까지 명목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

했지만, 실질금리는 여전히 남북전쟁 이래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16) 채권투자자는 은행과는 상이한 투자패턴을 보인다. 채권투자자의 경우 채권의 매매가 가능하므로 여신

만기 이전에 신용위험을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이 없는 은행에 비해 채

무기업의 경영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통제할 유인이 작다. 이는 곧 감시와 통제에 필요한 비용절

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은행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기업의 입장에

서도 자신의 신용정보가 채권가격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은행의 독점적 금리책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Rajan, 1992; 한중호 ․제상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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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발전은 특히 국채시장에서 두드러졌는데, 국채는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서 금융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인식

되었기 때문이다(Guttmann, 1994: 300).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세수입이라는 제약

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손쉽게 대규모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17) 그

리고 국채규모의 증가는 채권유통시장을 확대하여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이자소득 외에도 자

본이득이라는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해주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에는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부채의 증권화, 즉 부채를 매매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하여 대규모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발

전이 가져온 ‘부채의 상품화’는 전후 확립된 부채경제의 주도권이 이제 금융자본에게 이전되

었음을 의미했다. 부채시장은 부채의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된 것이

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의 급성장은 부채경제의 바로 

이러한 진화의 결과였다. 

3절. 대안적 개념화: ‘수출주의 부채경제’ 

한국의 부채경제 역시 ‘부채의존적 성장’에 기반했다는 의미에서 20세기 부채경제의 일반

적 성격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수출주의 축적체제’와 결합된 특수한 형태를 띠었다. 이를 

‘수출주의 부채경제’라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형태의 특성은 20세기 자본주의의 

헤게모니 국가로서 부채경제의 기본적 형태를 구성했던 미국의 모델과 비교할 때 가장 분

명하게 드러난다. 이 절에서는 미국의 모델을 ‘소비주의 부채경제’라는 이념형(ideal type)으

로 개념화하고, 이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부채경제를 ‘수출주의 부채경제’라는 상이

한 모델로 개념화할 것이다. 

자이스만(John Zysman)은 자본주의 다양성론(variety of capitalism)의 관점에서 각국의 금

융제도를 크게 ‘자본시장중심제도’와 ‘신용중심제도’로 유형화하고, 후자를 다시 세분화하여 

‘금융기관주도–신용중심제도’와 ‘국가주도–신용중심제도’로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

국과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시장중심제도는 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자금

조달의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의 경쟁적 

17)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은 이러한 변화를 ‘조세국가’(tax state)에서 ‘부채국가’(debt state)로의 전

환으로 규정한 바 있다(슈트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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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인해 자금의 규모와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신용중

심제도는 은행이라는 신용공급자와 대출자 사이의 일대일관계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기 때문

에, 시장법칙보다는 채권자와 차입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우선시되며, 이자율규제와 같은 정

부개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관철된다. 이 가운데 독일이 전형적 사례인 금융기관주도–신
용중심제도는 주로 소수의 은행들이 자본시장중심제도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을 대체한다. 금

융권력을 독점한 은행들이 금리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높은 협상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프랑스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국가주도–신용중심제도는 정부의 행정력이 시장메커니즘과 은행들의 금융권력을 

대체한다. 특히 여기서는 ‘은행의 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핵심적인데, 실질적인 가격

결정자이자 최종적 자금공급원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금융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Zysman, 1983: 69-73). 

자이스만의 연구는, 이러한 상이성이 단순히 금융제도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

융을 매개로 한 국가와 기업 관계 및 금융자본의 전략에 상이한 효과를 가함으로써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발전경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화가 가지

는 설명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류는 자금의 ‘공급’ 방식에 분석적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다른 측면을 간과하고 만다. 그것은 자금의 주요한 ‘수요자’가 

어떤 부문인가라는 문제이다.18) 앞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채는 가장 

핵심적인 성장의 자원이었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부채라는 자원의 배분과 접근성의 확대

라는 문제는 각국 정부가 면밀하게 조정하고 선택해야 할 정책과제였던 동시에 다양한 부

채수요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사회적 의제이기도 했다. 특히 부채는 수요를 견

인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 때 정부가 선택해야 했던 것

은 기업부문에 가용한 부채를 집중시킴으로 직접적으로 투자수요를 부양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가계부문의 부채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수요를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방식으

로 투자수요를 부양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이러한 선택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제도

적 유산에 의해 결정되었다. 예컨대 19세기 말 거대기업의 독점에 대한 인민주의적(popul-

ist) 비판과 소비주의적 문화가 강했던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부채가 소비부문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소비주의 부채경제(consumptionist debt-economy)가 형성되었던 반면, 독점적 은

18) 자이스만 자신도 시인하고 있듯이, 그의 이론에서는 ‘부채가 어떻게 조달되는가’의 문제만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뿐, ‘부채가 주로 누구 혹은 어떤 부문에 공급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소비자금융’의 역할과 기능은 배제되고 있다(Zysman, 1983: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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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경제적 영향력이 전통적으로 강했고 전간기에는 고도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독일에서

는 은행을 매개로 주로 기업부문, 특히 수출부문에 대규모 부채가 집중되는 수출주의 부채

경제(exportist debt-economy)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부채수요상의 이러한 차이는 채권

시장(bond market)과 은행대출(bank loan)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부채공급방식—자이스만의 

유형화에 따르면 ‘자본시장중심제도’와 ‘신용중심제도’로 구분되는—과 각각 결합되었다.19) 

예컨대 미국에서는 발전된 자본시장의 존재 덕분에 기업들은 은행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대

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은행자금 가

운데 더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의 소비대출에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발전된 

채권시장은 모기지(mortgage)와 같은 가계에 대한 장기대출을 가능케 했고, 이는 다시 주택

에 대한 높은 소비수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Krippner, 2012: 69). 전후 독일에서는 전간

기에 확립된 은행지배체제가 빠르게 복원되었다. 물론 독일에서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기업주식의 대부분은 은행에 의해 소유되었고 채권발행규모의 절반 이

상 역시 은행에 의한 것이었다. 은행은 기업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소비자금융보다는 채권시

장에서 조달한 부채를 기업에 공급하는 데 주력했고, 기업들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이미 

은행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직접금융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행대출에 더욱 의존해야 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소비자금융의 저발전

과 임금상승억제정책으로 인해 국내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로 

상품수출에 주력했고, 이러한 전략은 다시 은행에 의해 지지되었다(Zysman, 1983: 261). 결

국 채권을 매개로 하는 자본시장중심제도는 소비주의 부채경제의 형성에, 그리고 대출을 매

개로 하는 신용중심제도는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형성에 각각 기여했던 것이다. 

우선 소비주의 부채경제는 전형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관찰된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뉴

19)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부채와 주식(equity)의 차이점이다. 대출 및 채권과 같은 부채는 공통

적으로 만기(maturity)와 가격, 즉 이자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식(equity)과 구별된다. 물론 주식시

장은 채권시장과 함께 자본시장을 구성하지만, 주식은 채권과는 달리 채무증서가 아니라 자기자본증서이

기 때문에 부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보유자(shareholder)는 채권자(creditor)와는 달리 이자가 

아닌 배당을 지급받는데, 배당금은 이자와는 달리 그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뿐더러, 만기 또한 

없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주주는 기업의 일부에 대한 소유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보유하지만, 동시에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로서 채권자에 비해 후순위의 

청구권을 가진다(미쉬킨, 2007: 30). 주식시장의 급속한 발전 또한 20세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것이 부채경제라는 20세기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을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주식의 기여분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뒤메닐 ․레비, 2006: 168-9), 대부분은 차입(채권과 대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늘날 주식은 주요 금융자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채와 경쟁하기

보다는 부채경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주가의 상승은 기업의 담보가치를 증가시켜 추가적인 차

입을 가능케 해주는 동시에, 투자자금을 위한 부채수요를 증대시켜 부채경제를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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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New Deal) 체제 하에서 보다 신축적인 통화제도와 은행제도를 통해 신용확장정책에 주

력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성공했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국가는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할 수 있었고 기업들은 대량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가계에 제공된 대량의 소비자금융과 주택모기지였다. 미국

의 가계는 할부금융, 즉 소비자부채를 통해 자신의 현재소비능력을 넘어서는 내구재를 소비

할 수 있었고, 장기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다. 소비에 대한 전통적 시

각이 ‘절약에 기초한 소비’였다면, 뉴딜 이후 확립된 새로운 시각은 ‘부채에 기반한 소비’였

다. 부채는 가계의 구매력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는 1950-60년대 미국 총수요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형성했다(안정옥, 2002: 140; Guttmann

and Plihon, 2010). 

생산성 증대 임금소득증가
투자수요의 

증가

국 가
소비자신용임금인상

(생산성임금)

<그림1-1> 소비주의 부채경제의 단순모형 

 

<그림 1-1>은 이러한 소비주의 부채경제의 단순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기업생산성의 향

상은 생산성증가와 임금인상을 결합시키는 국가의 임금정책에 의해 임금상승으로 반영되고 

이러한 임금상승은 소비수요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목

표로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소비자 신용을 안정

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1945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할부금융제도와 모기지(mortgage) 제도는 고가의 내구소비재 

관련 지출을 증가시키고 주택 및 건설부문과 같은 내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

장을 자극했다. 이러한 경제에서 부채는 임금소득과 소비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

재의 임금 수준과 소비지출수준 사이의 격차를 부채가 메워줌으로써 소비주의적 성장을 지

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상환을 위한 임금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소비주의 부채경

제의 선순환을 유지하는 전제가 된다.  



20 

이에 반해 1950년대의 독일, 그리고 1960년대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가용한 대부분의 금융자원을 수출부문에 집중

시킨다. 이러한 집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기업부채규모로 그 독특한 특징

을 드러낸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기업의 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은 300~

400%에 달했을 정도였다. 기업들은 대규모 부채를 통해 수출산업의 투자에 주력했고, 이러

한 투자를 통해 고용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이러한 경제에서는 수출부문 

이외의 영역에서는 필요자금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대부

분의 신용이 수출대기업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주의 부채경제에서 관찰되는 

‘부채에 기반한’ 소비를 감행할 수 없었고 다만 부채의 공급자, 즉 저축자의 역할만을 수행

해야 했다.20) 이에 따라 소비자금융과 관련된 제도들은 억압되거나 매우 느리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생산성 증대 수출증가
투자수요의 

증가

국 가 수출신용임금인상억제

<그림1-2>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단순모형 

<그림 1-2>는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단순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경제는 소비주의 부

채경제와는 달리 부채를 소비수요가 아닌 투자수요의 확대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투자

는 주로 수출부문에 집중되며, 동시에 임금인상은 수출가격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억압

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해외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축적과정에서 국내의 소비수요의 중요

성은 주변화되고, 따라서 수출부문의 투자 목적 이외에는 부채의 공급이 최대한 규제된다.  

수출주의 부채경제 역시 소비주의 부채경제와 마찬가지로 부채에 의존한 경제성장전략을 

2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웨이드(Robert Wade)와 베네로소(Frank Veneroso)는 이러한 한국경제를 ‘고부채

모델’이라 규정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부채모델이 가능했던 것은 ‘높은 저축률—고도의 기업부

채—고투자—고성장과 고용증대—저축률의 증가’라는 선순환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웨이드 ․베네로소,

1998).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높은 저축률은 사실 기업의 고부채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조

건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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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했으며, 대체로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이해를 억압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

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후발산업국

의 ‘따라잡기’(catch-up) 전략의 일환이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

내외에서 조달한 부채를 수출부문에 배타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따라잡기’를 위해 필수적

이라고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는 저리의 부채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외부문’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상황이 부채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잠재적인 정치적 긴장의 원천이 되었다. 소비주

의 부채경제에서는 주로 금리수준을 중심으로 ‘금융자본 대(對) 산업자본–소비자’라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면,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는 저금리의 부채를 독점하는 산업자본과, 그것

으로부터 소외된 부문이 중소자본 및 가계 사이에서 중요한 갈등축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

라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 국가는 수출부문으로의 부채의 효율적 집중이라는 ‘축적의 문제’

와 더불어, 한정된 자원으로서 부채의 편향적 배분이 야기하는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했다. 

4절. 분석틀과 연구자료

(1) 분석틀

본 연구는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형의 양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최근

의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현상을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 위치지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1-3>에서 제시된 분석틀에 의거할 것이다. 이 분석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부채경제와 수출주의 사이의 관계이며, 두 번째는 

부채경제의 내적 구성요소로서 부채의 ‘조달’과 ‘배분’ 사이의 결합형태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채경제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서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그리고 부채경제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다. 

첫째, 한국에서 부채경제는 1960년대 초부터 수출주의와 결합됨으로써 ‘수출주의 부채경

제’라는 역사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때 수출주의와 부채경제는 상호강화적 관계를 가

진다. 1960년대 초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형성기에는 원조경제를 대체하는 부채경제가 국

가로 하여금 수출주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였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수출주의가 부채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관계는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구조로서 작

동하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의가 강화되면서, 부채경제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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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에서 수출주의와 부채경제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다루

어지며, 특히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부채경제 내에서의 변화양상이 어떻게 수출주의와 

관련되었는지에 보다 주목한다.

둘째, 부채경제는 부채의 조달방식과 배분방식의 특정한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부채의 조달방식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를 띤다. 첫 번째는 해외차입, 즉 외채를 

통한 조달이며, 두 번째 형태는 국내금융기관대출을 통한 간접조달, 세 번째는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조달이다. 현실의 부채경제의 역사에서 이 세 가지 방식은 거의 언제나 동시에 활

용되었지만, 시기에 따라 그 지배적 방식은 변화해왔으며 중심적인 금융시장의 전환과 동반

되었다. 예컨대 1960~70년대에는 주로 해외차입이 지배적인 방식이었고, 이를 통해 조달된 

부채는 주로 은행을 매개로 공급되었다. 하지만 1980-90년대에는 해외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축소되면서, 국내의 금융기관대출을 통한 부채조달 방식이 지배적 형태로 부상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로 국내저축을 조달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중심적 금융시장은 은행이 아

닌 ‘제2금융권’이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부터는 금융기관대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채권발행이 지배적 형태가 되었고, 이는 채권시장의 성장과 동반되었다. 다른 한

편, 부채의 배분은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부채’가 국가, 기업, 가계라는 비금융부문 사이에서 

배분되는 양상과 관련된다.21) 부채의 배분양상은 결국 세 부문이 각각 보유한 부채규모의 

21) 물론 예금은행은 자신이 실제 보유한 저축규모보다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는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한

다. 그러나 현대적 은행제도에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

에, 저축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부채의 규모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1-3>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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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나타난다. 물론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특히 수출부문편

향적인 방식으로 부채의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고도부채기업모델’이라는 특수한 

기업형태가 확립되었다. 고도의 기업부채라는 특성은 1960년대에 출현하여 1990년대 말까지 

줄곧 지속되었지만, 그렇다고 부채의 배분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

니다. 예컨대 1960-70년대 고도기업부채모델의 형성기에 기업은 공적금융기관이 직접 차입

한 외채에 주로 의존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진행된 기업부채의 급속한 증가의 이면에는 

이미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라는 현실이 존재했다.22) 하지만 1980-90년대에는 국가

부채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되는 대신, 기업부채가 비금융부문의 총부채규모를 주도하는 ‘고도

기업부채모델’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다른 변화는 

기업부채규모의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의 점진적 증가가 동반되었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고도부채모델의 해체가 진행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400%에 달

했던 개별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신 가계부문으로 부채가 집중되었던 

동시에 1980년대 초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국가부채가 반등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현

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부채의 조달과 배분은 시기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1960-70년대는 은행을 통한 해외차입과 국가부채가 결합된 부채경제였던 데 반해, 1980-90

년대는 제2금융권과 기업부채가 결합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채권시장의 발전과 함께 가

계부채 및 국가부채의 증가가 결합되는 형태로 변화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부채경제의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분석틀이 포함하

는 세 번째 부분은 이러한 질문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부채경제와 금융자유화, 그리고 금융

위기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부채경제의 변

화, 즉 부채의 조달과 배분 사이의 새로운 결합이 진행되었던 시기가 한국 자본주의가 경험

한 두 차례의 금융위기—‘1979-80년의 위기’와 ‘1997-98년의 위기’—가 발생했던 시점과 일치

하며, 이 금융위기들 전후로 금융자유화 정책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23) 1980년대 이후 

전개된 금융정책의 변화에 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이미 수많은 작업들에 의

해 연구되어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국가대시장’이라는 틀에 준거하면

서 금융자유화를 경제의 중심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파악한다. 즉 1970년

대까지의 금융통제정책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개입을 행사해왔던 국가가 해외로부터의 금

22) 본 연구는 ‘정부부채’와 ‘국가부채’를 구분한다. 1960-70년대 공식통계에서의 정부부채는 기업부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산업은행 및 한국은행, 그리고 공기업과 같은 국가기관들의 부채를 합산한 

‘국가부채’는 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2장을 참조하시오. 

23) 두 번의 금융위기 사이의 비교에 관해서는 Park(2005) 및 박영대(201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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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개방압력과 국내에서 재벌들로부터의 저항에 동시적으로 직면하면서 금융자유화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금융에 대한 개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24) 그러나 이 연구들의 

결정적 한계는 ‘자유화’와 ‘국가후퇴’를 동일시하면서 금융자유화라는 국가의 정책전환을 단

순히 어떤 압력에 의한 수동적 대응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데 있다.25) 하지만 본 연구

는 금융자유화의 보다 ‘적극적 측면’에 주목한다. 시장의 확립과 작동은 언제나 국가의 개입

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폴라니, 2009: 221-2), 오히려 금융자유화는 단순한 국

가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가 선택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보아

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對시장’이라는 문제설정으로부터 ‘구조對국가’라는 새로운 문

제설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자가 금융자유화를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행하는 

계기로 이해한다면, 후자는 특정 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가 선택한 정책대응으로 이해

한다. 이 문제설정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들은 구조를 재생산하

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는데, 기존의 정책 ․제도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

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의 재생산에 더 이상 조응하지 못할 때이다(박상현, 2012: 42). 이러한 

문제설정을 수용한다면, 한국에서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후반 두 차례에 걸친 금융자유화

는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의 일면적 후퇴가 아니라, 기존의 금융제도들과 정책들이 ‘수출

주의 부채경제’의 재생산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한 적극적

인 개입정책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우리는 부채경제와 금융자유화, 그리고 금융위기 사이의 관계를 다

24) 한국의 금융자유화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신고전파’는 금융자유화의 

교정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은 금융통제가 시장왜곡을 낳았으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위기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발전국가론’은 금융통제정책을 급속한 경제성장을 낳은 효율적 수단으

로 파악한다. 그런데 금융자유화는 이러한 수단을 무장해제시켰고, 결국 경제적 활력의 감소와 위기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관점은 금융자유화를 국가개입의 축소 

및 시장화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인식에 기반한다.  

25) 사실 1980년대 초 국가가 금융자유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본의 요구나 해외로부터의 압력이 결정

적인 고려사항은 아니었다. 재벌들은 여전히 국가의 영향력 하에 종속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

지의 금융통제정책으로 저금리의 정책금융과 같은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오히려 금융자유화

에 격렬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무역자유화 압력과는 대조적으로, 3저호황 직후인 

1980년대 말까지 금융개방과 금융자유화에 대한 압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후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자유화 역시, 단순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압력에 따른 어

쩔 수 없는 선택인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금융자유화는 최초의 정권교체를 달성한 김대

중 정부의 이해에 일치했으며, 국제통화기금의 개방압력과 정책권고를 정부주도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를 위한 정당화 근거로 활용했다. 즉 1970년대까지 국가는 금융통제를 통한 경제개입을 수행했다면, 두 

시기에는 금융자유화라는 수단만이 달라졌을 뿐 과거에 못지않은 강도로 경제개입을 수행했던 것이다

(Zhang, 2003: Ch.4; Kalinowski and Ch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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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두 가지 경로로 설정한다. 첫 번째 경로는 부채경제의 내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수

출주의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러한 금융위기를 해결

하는 사후적 수단으로써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는 경우이다. 이는 부채경제에 내포된 부채조

달의 효율성과 기능성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경로는 부채경제에 내

재한 부채의 편향적 배분이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그 결과 기존 부채경제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금융자유화를 선택

하는 경우이다. <그림1-3>에서 점선(A)으로 표시된 첫 번째 경로는 한국 부채경제 역사에

서 두 차례의 금융위기 직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1979-80년 위기 직후 전두환 정부와 

1997-80년의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금융자유화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다른 한편 실선(B)로 표시된 두 번째 경로는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의 금융자유화 정

책에서 관찰되는데, 김영삼 정부의 금융자유화는 결국 1997-98년 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이한 경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채경제에 미쳤던 효과는 동일했

다. 금융자유화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출하여 부채의 조달과 배분 방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채경제로의 이행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2) 연구자료

본 연구는 기본자료로서 한국은행의 <자금순환>(Flow of Funds)을 활용하여 국가부문, 기

업부문, 가계부문의 부채규모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한다.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내에서 발

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표로서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및 국민대차대조표와 함께 국민계정체계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5대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다(한국은행, 2007: 4).26) 

<자금순환>은 크게 ‘금융거래표’와 ‘금융자산부채잔액표’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전

자는 해당기간의 자금흐름을 나타내는 유량(flow) 자료로서 각 제도부문의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나타낸다. 반면 후자는 저량(stock) 자료로서 특정시점에 각 제도부문이 보유한 자산

과 부채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후자인 ‘금융자산부채잔액표’를 토대로 각 제도부문들의 장

기적 부채시계열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자금순환>은 국민계정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

문에, 국민계정체계의 기준변경에 따라 자료의 불연속이 존재한다. 즉 1953 SNA를 기준으로 

26) 자금순환표는 1952년 미국의 코플랜드(Morris Copeland) 교수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1955년 미국의 연

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금순환

표를 공식통계로 지정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한국은행, 2007: 5).



26 

하는 1962~1970년까지의 자료와 1968 SNA를 기준으로 하는 1969~2005년의 자료, 1993 SNA

를 기준으로 하는 2002~2013년의 자료, 그리고 최근 2008 SNA로의 변경에 따라 2011년부

터는 새로운 편제의 자금순환자료가 작성 ․공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은 이 가운데 

1969년에서 2012년까지의 변화추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각각 1968 SNA와 1993 SNA 

기준에 준거한 두 시기의 자료를 연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자료 사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2002~2013년 자료(1993 SNA

기준)는 1969~2005년 자료(1968 SNA)와는 달리, 주식과 채권 등과 같은 시장성 유가증권 

잔액의 평가방법이 취득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이전 기준에서는 동

일 제도부문 내의 예금 및 대출금 거래 등은 동업자 거래로서 상계처리하던 것을 동업자 

거래도 모두 포함하는 총액기준으로 변경되었다(한국은행, 2007: 9). 따라서 두 자료 사이의 

불연속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주식항목까지도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자금순

환>과는 달리, 본 논문은 주식과 같은 자기자본(equity)을 제외하고 대출 및 채권과 같은 

엄밀한 의미의 부채만을 다루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얼마간 우회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남는데, 본 연구는 거시적 장기추세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기 때문에 

2002~2013년 자료보다 1969~2005년 자료가 부채규모를 다소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자금순환>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는 각 경제부문들을 열(column)에 표시하고, 금융거래

항목들을 행(row)에 표시함으로써 구성된 행렬(matrix)이다(한국은행, 2007: 1). 여기서 경제

부문은 경제활동별로 유사한 특징을 지닌 동질적인 그룹 또는 의사결정단위로서, 정부, 기

업, 금융, 개인(가계와 민간비영리기관), 국외부문(비거주자)의 5개 부문으로 유형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순환>의 정부부문을 ‘국가부문’으로 확장하여 정부부문의 부채에 한국은행 

및 공적금융기관, 그리고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부

채항목을 재구성하여 ‘국가부문’,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부문’, 한국은행과 공적금융기관을 제

외한 ‘금융부문’, 그리고 ‘가계부문’이라는 네 개의 제도부문이 보유한 부채규모의 역사적 추

이에 주목하였다.27)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경제부문이 보유한 자산의 합과 부채의 

27) 현재 국내의 가계부채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한국은행의 <자금순환>과 <가계신용>, 그리

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통계자료가 지칭하는 가계의 대상이 서로 

상이하게 때문에, 이들이 산정하는 가계부채의 규모는 각각 차이를 보인다. 우선 <자금순환>의 가계부채

에는 가계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모든 부채가 포함되며, <가계신용>의 가계부채에는 보통 금융기관에

서 가계부채로 분류하는 것만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부채는 앞의 두 자료와 달리 가계 대 금융기관간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대 가계간 부채인 임대보

증금 부채까지 포함한다.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자금순환>의 가계부채규모는 1,109.9조원이며,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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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항상 일치하지만, 당연하게도 개별부문들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본 논문은 부문별의 보유부채의 미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기

업경영분석>과 <국제투자대조표>,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통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

사>, 그리고 정부가 발간하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물론 이들 

자료가 보여주는 부채규모는 그 범위와 추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금순환>의 자료와 완전

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확한 부문별 부채규

모보다는 그 역사적 추이에 있기 때문에, <자금순환>이 보여줄 수 없는 부문별 부채의 구

성변화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들 자료로 보완했다.

5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한국 자본주의를 ‘수출주의 부채경제’로 규정하고,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형을 ‘국가주도 부채경제’(1960~70년대), ‘재벌주도 부채경제’(1980~90년대), ‘금융주도 부채

경제’(2000년대 이후)라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이러한 시기적 전환을 이끌었던 요인들을 설

명할 것이다. 

2장에서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와 함께 형성된 ‘부채경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부채경제

의 두 가지 유형으로서 ‘소비주의 부채경제’와 ‘수출주도 부채경제’의 차이에 주목한다. 전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부채에 의존한 경제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자본주의의 핵심적 성격을 부채경제로 규정할 수 있지만, 중심부에서는 주로 국

내의 소비수요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부채경제가 활용되었던 반면 반주변부에서는 수출시

장을 목표로 산업설비능력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부채경제가 활용되었다.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2장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서 2012년

까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의 추이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

적 변동을 이론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한국에서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형성기를 다룬다. 전쟁 직후 1950년대는 원조경

제의 시기였으나,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로 부채경제로의 ‘강제적’ 이행이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의 정책은 바로 원조경제에서 부채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대

응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부채는 원조와는 달리 채무의 이행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신용>은 916.5조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946.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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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부채경제의 지속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형성기에는 국가의 보증을 통해 해외로부터 외채를 조달했던 동

시에,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금융부문을 통해 수출부문에 집중적으로 부채의 배분이 이루어

지는 등 국가주도적 부채경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주도 부채경제는 외채

의 급증과 부채의 차별적 배분에 따른 비수출부문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결국 위기에 직면

하게 된다. 

4장에서는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과 그 결과로서 새롭게 등장한 

‘재벌주도 부채경제’의 시기를 다룬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는 경제안정화와 함께 제2금

융권 중심의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여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를 재편하고 부채조달원을 해외로

부터 국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의 부채경제가 내포했던 한계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다. 그런데 국가의 이러한 정책전환은 재벌들에게 제2금융권을 매개로 부채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벌주도 부채경제로의 이행을 가져왔다. 하

지만 제2금융권의 성장은 은행권과의 경쟁을 심화시켰던 동시에, 금융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촉발시킴으로써 오히려 금리상승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금융비용의 증가로 귀결되었

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시장개방은 이러한 배경에서 전격 단행되었으나, 이는 결국 97년 외

환위기로 귀결되었다. 

5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주도 부채경제가 해체되고 자본시장자유화라는 김대중 정부

의 정책적 대응과 함께 금융주도 부채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룬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가 재벌의 과도한 부채의존성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자금조달구조를 ‘차입’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기

자본’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핵심적 수단은 자본시장자유화

로서, 이는 자본시장을 매개로 금융이 부채경제의 새로운 주도권을 획득하는 계기를 제공했

다. 그 결과 국가–기업–금융 사이의 관계는 현저하게 변형되었다. 구조조정 이후 기업부문

은 부채의존도를 축소했고, 금융부문은 기업으로부터의 대출수요의 감소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가계대출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국가부문은 기존의 수출주의를 고수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화했다. 이러한 변형은 결국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

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인 6장에서는 연구내용의 요약하고,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급증 현상을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 속에 위치시킴

으로써 그 원인과 의미를 서술할 것이다.  



2장. 한국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장기궤적: 1969 ~ 2012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것은 사실상 ‘부채’였다. 미국

은 대공황 직후 주택 모기지(morgage)와 내구소비재에 대한 할부금융과 같은 소비자금융을 

제도화함으로써 현재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가능케 했고, 이러한 소비확대를 통해 대공황

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상품의 향유와 물질적 풍요는 이와 같은 부채의 제

도화에 기반했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서유럽의 복지국가 역시 저리의 대

규모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정적인 차입능력을 전제로 했다(Guttmann, 1994,

Hyman, 2011). 이처럼 1950~60년대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이 경험한 장기호황(Golden Age)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저리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주었던 전후 제도

들 덕택에 가능했다. 기업들은 낮은 비용의 투자자금조달을 통해 새로운 생산설비를 확대할 

수 있었고, 가계는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었으며, 각국의 정부들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필요한 지출을 적자재정을 통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

후(戰後) 세계 자본주의는 ‘부채경제’(debt-economy)라 규정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형적인 자본부족국가였던 한국은 1960년대 이후 해외로부터의 

부채, 즉 외채를 조달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부채의 동원에 주력하면서, 부채에 의

존한 성장경로에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부채경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채의 대

부분을 국가지출이나 민간소비가 아니라, 수출부문으로 집중시켰다는 데 있었다. 국가는 부

채의 조달과 분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부문을 육성했고, 수출의 증가는 외채

상환을 위한 자금과 추가차입을 위한 신인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채경제를 지지했다. 동시에 

수출부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부채에 대한 접근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이와 같은 수출편향적인 부채의 배분정책은 ‘수출주의 부채경제’(export-led debt economy)라

고 규정할 수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고유한 구조가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 2장에서는 한국

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화를 <자금순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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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한국 부채경제의 장기추이

한국의 수출규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꾸준히 성장해왔다. 소

비주의경제였던 미국은 물론, 한국과 유사하게 수출주의경제로 분류될 수 있는 다른 동아시

아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예컨대 3저호황 

이후 부동산투자와 내수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출의존도가 하락했던 1990년의 경우

에도, 한국의 수출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24.1%로, 미국(6.8%), 독일(10.4%), 일본(9.3%), 

중국(17.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1)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수출부문의 급

속한 성장 이면에는 대규모 부채를 조달하고 분배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이 작동하고 

있었다. 한국은 수출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출능력을 신장시

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했고 이를 위한 대부분의 투자재원은 부채, 특히 외채

로 조달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차입능력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

에 수출성과가 높을수록 기업의 부채규모도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부채경제

는 수출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결과였다. 전체부채규모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대부분 압도했고, 이는 국내총생산대비 총부채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났다. 물론 20세기 

대부분의 국가들이 20세기 내내 총부채비율의 증가를 경험했다.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leveraging)은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담보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총생산대비 총부채비율의 증가는 얼마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경우 총부채비율의 상승이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급속하게 진

행되었을 뿐더러, 그 상대적 크기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예컨대 국제금융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총부채비율은 226.9%로 G20 국가들의 평균인 182.9%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G20 국가들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그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위험군에 속한다.2) 

1) 한국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거의 유일한 국가는 대만으로서, 대만의 수출의존도는 1990년에 40.9%에 

달했다. 

2) 맥킨지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할 때, 한국의 부채비

율은 2011년 말 현재 314%로, 최근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이탈리아의 부채비율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유로존위기를 겪은 남유럽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이다(“The Debtors’ Merry-go-

round.” The Economist Online, Sep 19th 및 “Global Database: Total Debt in Select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Global Finance (http://www.gfmag.com)). 다른 한편, 총부채비율의 산정은 조사기관마다 조

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는 ‘총부채’에 포함되는 자료와 범주의 차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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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1969년 이후 각국의 정부, 기업, 가계부채 합계(금융부문과 국외부문을 제

외)와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인 국내비금융총부채비율(이하 ‘총부채비율’)의 변화추이를 보

여준다. 한국의 총부채비율 추이에서 우선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은 세 시기에 걸쳐 부

채비율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로서, 70년대 초반부터 추

진되었던 중화학공업화로 인해 외채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이고, 두 번째는 1988년부터 1997

년까지로서 3저호황과 그 뒤를 이은 민간소비의 확대 및 자산시장의 성장이 진행되었던 시

기이다. 가장 최근의 총부채비율이 급증했던 시기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는 기간이다. 특히 2007-09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총부채비율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림2-2>는 한국의 총부채비율을 각 제도부문별로 분해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즉각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총부채비율의 장기추세에서 결정

적이었던 것은 주로 비금융기업의 부채규모의 변화였다.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시기는 위의 <그림2-1>에서 총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둘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 미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독일중

앙은행(Bundesbank), 영국통계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일

본중앙은행 및 내각부 

주: 각 부분 부채 가운데 ‘대출’(loan)과 ‘채권’(bond) 항목만을 합산함

<그림 2-1> 주요국 비금융부문의 국내총생산 대비 총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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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속도이다.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기업 부채의 연평균증

가율은 18.8%, 정부는 18.0%였던데 반해 가계부채의 연평균증가율은 23.4%에 달했다. 특히 

가계부채규모의 증가추세는 19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었고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셋째 1970년대 말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기업부채와 가

계부채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정부부채규모가 1997년 이후부터는 빠

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그림2-1>에서 관찰되는 2005년부터의 총채비율의 급

증은 기업 및 가계부채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정부부채 또한 이에 가세한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2-3>은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제도부문별 부채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네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은 2007-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부부채의 증가세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 장기침체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정부부채는 빠르게 증가해왔지만, 2006~2008년 3년 동안 정부부채증가율의 짧은 정체

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음을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3) 다음으로는, ‘소비주의 부채경제’로 유형화할 수 있는 미국과 

3) 일본의 부채비율의 추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1990년대 초반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정부부채의 

급증추세이다. 2012년 현재 일본의 정부부채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226.6%에 달할 정도로 세계최고 수

준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이례적인 정부부채비율에도 세계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신용등급이 유지되고 있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에서 계산 

<그림2-2> 국내총생산 대비 부문별 부채비율의 추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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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가계부채의 상대적 규모가 ‘수출주의 부채경제’로 유형화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는 1980년대 이전부터 기업부채와 

정부부채에 근접하는 수준에 있었던 반면, 독일과 일본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는 기업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4) 특히 두 유형의 국가들이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는 이유는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가격변동성의 위험이 낮을 뿐더러, 엔화표

시로 발행되므로 위기 시에는 일본중앙은행이 엔화를 발행하여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일의 자금순환통계의 미비로 인해 1991년 이전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독일경제에 대한 기존의 많

은 연구들은 기업부채에 대한 가계부채의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를 주요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해서는 Zysman(1983), Logemann(2008) 및 Prasad(2012)의 8장을 참조할 수 있다.  

자료: 미국연방준비은행(http://www.federalreserve.gov), “Z.1 Financial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중 “L.2 Credit Market Debt Owned by Nonfinancial Sectors” 및 “F.6 Distribution of Gross 
Domestic Product (1)” 일본중앙은행(http://www.boj.or.jp) 및 내각부(http://esri.cao.go.jp) <자금순
환표>(Flow of Funds) 통계. 독일중앙은행(http://www.bundesbank.de), “Time Series Database/ 
Financial accounts.“ 영국통계국(http://www.ons.gov.uk), “Data/Flows of Funds.“

<그림 2-3> 부문별 부채추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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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시기부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독일과 일본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2-3>에서 제시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 부채비율의 추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기본적으로 수출주의 국가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가운데, 2000년대 이후부터

는 소비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특성이 이와 동반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다른 제도부문을 압도하는 고도의 기업

부채비율이 한국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물론 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지

만, 2004년부터 다시 빠르게 반등하여 90년대 초반수준을 회복했다. 이와 동시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 및 영국과 유사한 경로로 가계부채규모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가, 1990년대 후반에 더욱 큰 폭으로 증가

하여 2012년에는 국내총생산대비 86.2%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를 경험했

던 미국 가계의 부채비율 81.8%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이제 총부채비율 중 가계부채가 차

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부채추이와 관련하여 미국 및 영국과 비

교할 때 주목할 만한 사실은 두 국가들이 2007-09년의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되었

던 것과 달리, 한국의 가계부채는 그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정부부채의 규모는 2012년 현재 35.2%로 미국(89.7%)과 일본(226.6%)과 비교하여 현

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강한 국가였던 ‘발전국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

는데, 1962년부터 1987년까지 국내총생산대비 정부부채비율의 평균은 20.7%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6년 최저수준인 4%까지 하락한 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림 2-4>는 부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실질금리의 추이를 보여준

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금리란 단순히 경제적 변수만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국가가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금리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비용

과 수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 따라 제도부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실질금리가 마이

너스였으나, 1980년대부터 플러스로 반전되었다. 특히 경제안정화시책이 시행되었던 1980년

대 초에는 급격한 금리인상 및 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질금리가 매우 높게 형성

되었다. 하지만 3저호황의 종결 이후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는 일시 하락세를 보이

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확대와 가계대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외환

위기까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전세계적인 불황에 따라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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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조가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저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2절. 한국 부채경제의 부문별 추이

(1) 정부부문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규모는 443.1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2.2%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인 103%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부채규모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옥

동성, 2007; 2010; 윤태화 ․박종성, 2008; 옥동성 ․하윤희, 2009; 황성현, 2011). 논쟁의 중심은 

주로 ‘정부부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정부재정통계지침(GFSM)에 근거하여 정부부채(채무)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

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식부채통계에는 미확정채무인 4대

자료: 95년까지의 자료는 한국은행(2005: 79), 96년 이후의 자료는 한국

은행경제통계시스템 ‘4.2.2.2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잔액기준’

주1: 95년까지의 자료는 시중은행의 1년 이내의 일반대출금리를, 96년

부터는 예금은행 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을 이용하였음.

주2: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69년과 70년의 자료는 GNP

디플레이터)을 이용하였음.

(실선은 4개년 이동평균 추세선)

<그림2-4> 한국의 실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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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 및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부채

와 함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없는 공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또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몇몇 연구들은 한국정부가 국제기준(GFSM)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일반정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공공부문의 부채를 정부부채 범주에서 누락시켰다

고 지적한다. 예컨대 현행 정부기준에 따라 공공기금을 선별하여 그 가운데 일부만을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자의적이며, 한국에서 적지 않은 공기업들이 사실상 준재정활동

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부부채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다.5) 따라서 한국의 정부부채를 정부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

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부채규모와의 현격한 차이는 사라지게 된다

는 주장이 제기된다(나성린외, 2006; 옥동성 ․하윤희, 2009). 하지만 정부부채규모의 산정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과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절에서

는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와 정부의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제시된 일반정부의 부채규

모에만 집중하도록 한다.6) 이 절의 일차적 목적은 정부부채의 절대적 규모보다도 장기추세

5) 그 단적인 예로, 현행 정부기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행

하는 금융성 부채인 통화안정증권은 정부부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통화안정증권은 정부의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는 한국의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또한 정부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림2-5> 정부부채비율의 내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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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구성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은 <그림 2-2>에서 제시한 바 있는 제도부문별 부채비율 가운데 정부부채만의 

장기추세를 다시 표현한 것이다. 1969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의 정부부채는 1970년대 후반

과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

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부채규모의 추세반전뿐

만 아니라, 부채의 내부구성이 크게 달라졌다는 데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1990년대 후

반까지 정부부채가 감소한 것은 해외차입, 즉 차관규모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결과였으며, 

97년 이후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채발행이 주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부채의 공급통로는 

국내외의 직접대출에서 채권시장을 통한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림 2-6> 정부부채의 증가율: 한국, 일본, 미국 

자료: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은행 및 일본은행 <자금순환>에서계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에 비교하여 한국정부의 절대적 부채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

6) 본 연구는 <자금순환계정>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정부부채’를 국가부채의 지표로서 사용한다. 그런데 

지적해둘 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계정>의 정부부채규모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통계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두 자료의 통계상 포괄범위가 서로 다른 데 연유한 것이

다. 즉 <자금순환계정>의 정부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 및 공공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반면, 기획재정부 통계는 공공비영리기관은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 외국환평형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통계가 제시하는 국가부채의 규모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

다. 2012년 현재 <자금순환계정>의 정부부채는 448.5조(국내총생산 대비 35.2%)이며, 기획재정부가 발표

하는 국가채무는 443.1조(국내총생산 대비 3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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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증가속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부채의 증

가율은 연평균 22.6%로, 이는 같은 기간 미국(7.8%)이나 일본(5.2%)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치다. 정부부채는 그 절대적 크기보다 증가율이 더욱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6>은 한국, 일본, 미국의 정부부채증가율을 비교

한 것이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비록 절대적 규모에서 한국의 부채는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성장속도에 있어서만큼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1997년 이후 정부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주도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2-7>는 

중앙정부의 재정통계를 통해 97년 이후 중앙정부 부채의 용도별변화를 구성한 것이다. 물론 

<그림 2-6>이 지방정부와 공공비영리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자금순환통계> 자료를 활용한 

것과는 달리, <그림2-7>은 중앙정부의 부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

능하다. 하지만 일반정부부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부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부채의 용도별구성을 통해 일반정부 전체의 부채용도를 

추론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림2-7> 중앙정부 부채의 용도별 구성추이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부채의 증가는 주로 ‘외환시장안정’

과 ‘공적자금국채전환’이라는 용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로 적자재정편성에 따른 일반

회계적자보존용 채무는 외환위기 직후 2년간 크게 증가한 후, 2008년까지는 안정적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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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중앙정부총부채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7%에 불과했던 외환시장안정용 채무, 즉 환율정책실행에 따라 발생한 

부채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36%에 달한다. 공적자금국

채전환 항목은 1997년 유동성부족위기의 여파로 부실화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

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보증으로 발행된 채권의 일부를 국채로 전환시킨 부분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은 2007년에 완료되

었고 이후에는 2027년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증가

하지 않는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28-9).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복지

지출확대에 따른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주로 구조조정

과 외환시장개입을 통한 환율방어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2008년부터는 

일반회계적자보존용 부채 또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율조정에 따

른 것이다.  

(2) 기업부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기업들의 높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한 대규모 기업부채조달에 기반했다. 웨이드(Robert Wade)는 동아시아의 고유한 이러한 발

전모델을 ‘고부채모델’(high debt model)로 개념화한다(웨이드 ․베네로소, 1998; Wade, 2000;

2001; 박순양, 2005). 남미를 포함한 서구의 금융제도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업부채가 자기자본

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 은행은 부채수준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들에게

는 대출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여신전략은 기업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반면, 후발국가였던 동아시아국가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원을 동원하여 투자에 

주력해야 했는데, 이는 대규모의 부채를 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따라서 서구와는 

달리, 동아시아의 부채경제에서는 고도의 기업부채비율이라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규모 차

입과 대규모 투자 사이의 순환구조는 동아시아 고부채모델의 기본 작동방식이었다. 특히 한

국의 재벌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까지 고부채모델의 확장을 주도했다. 이 시기에 

재벌들은 은행차입과 더불어 제2금융권을 매개로 부채를 조달함으로써 사업영역을 다각화하

는 방식으로 기업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었고, 기업규모가 확대될수록 담보능력 또한 증가했

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다.  

<그림 2-8>은 국내기업들이 기반했던 고부채모델의 역사적 양상을 보여준다. 1960년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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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국내총생산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980년대 후반의 짧은 하락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의 중화학공업화 시기와 1990년대 초

중반 재벌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격적 투자확대 시기에 부채비율의 급속한 증가가 집중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자기자본의 300%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

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고부채모델에 충격을 가했다.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업부채비율의 축소가 강제되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총생산대

비 기업부채비율과 자기자본대비 기업부채비율은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 중 자기자본대비 

기업부채비율의 하락은 더욱 극적인데, 1969~96년까지 평균 331%였으나,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하여 2001년부터 10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은 2005년 이후 다

시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90년대 초반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은 여전히 

100%대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때, 개별 기업들의 채무부담은 외환위기 이

후 현저하게 감소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7) 

<그림2-8> 기업의 부채비율: 국내총생산대비와 자기자본대비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및 <기업경영분석> 

7)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자기자본대비 기업부채비율도 2008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자료의 표집방식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업경영분석>은 2007년 통계부터에 표본설계를 개편하여 대상기업을 전체 법인세신고대상 법인

기업으로 모집단 포괄범위를 확대했고, 2009년 통계부터는 표본조사방식에서 모집단집계방식으로 편제방

법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그림2-10>의 자기자본대비 기업부채비율의 그래프는 2007년과 2009년에 연속

성의 단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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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부담이 극적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위기 

이후 차입금 평균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1990년대 중반까지 매출액대비 5~10%에 달했던 금

융비용 역시 빠르게 하락하여 2003년부터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즉 고부채모델의 해체와 

함께 기업의 차입비용과 부담이 감소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2-10>은 기업부채의 내부

구성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은행대출과 회사채발행으로 구분한 것이다. 1969년 국내총생산

대비 24%에 달했던 공기업부채(대출과 채권)는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996년에는 10.7%까

지 하락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가 반전되어 2012년 현재 24.1%까지 상승했다. 전

체기업부채비율을 주도했던 민간기업부채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채권발행이 은행대출보

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채의 조정기에도 채권발행의 감소속도

가 은행대출의 감소속도를 앞섰다. 요컨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민간기업부채의 

증가와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대출보다는 채권의 발행규모였다. 

<그림2-9> 기업의 금융부담의 변화: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80년대 후반 기업채권의 증가현상은 은행의 대기업여신이 정부규제를 받게 되면서 재

벌들이 채권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크게 늘려야했던 사정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 시기

의 회사채발행은 유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채’였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대출과 큰 차이가 없었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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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 ․장재철외, 2006: 185).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 채권은 대부분 ‘무보증채’로 전환되었

고, 이후 유통시장이 발전하면서 은행대출과 독립적인 온전한 의미에서의 부채조달통로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채권발행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그 성격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강

조되어야 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민간기업들의 채권발행비중이 정체된 가운

데 공기업들의 채권발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부채규모의 

추이로부터 종합해볼 때, 2005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전체 기업부채비율의 추이는 공기업

의 채권발행규모의 증가와 민간기업의 은행대출규모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림2-10> 기업부채비율의 내부구성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3) 가계부채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결국 가계부채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

면서, 이후 한국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

에서 높은 가계저축률을 보유한 국가 중의 하나였고, 이것이 높은 기업 부채비율과 투자율, 

즉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고부채모델’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요인

으로 지목되어왔다. 하지만 이미 1980년대부터 가계저축률의 증가와 동시에 가계부채 역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채경제

의 제도부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증가를 경험했다. 1970년대까지 가계부채규모는 국내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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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비 1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대 초반의 급증세를 거쳐 2012년 현재 86.2%에 이른다. 또한 앞의 <그림2-2>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부채와 기업부채가 1960년대 이래 몇 차례의 등락을 경험했던 반해, 가계부채

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과 신용카드대란 직후인 2003~2004년의 짧은 조정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세로 일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2-11>은 가계부채의 두 가지 비율을 보여준다. 하나는 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의 

총액을 나타내는 가계부채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다. 두 

부채비율은 모두 1970년대 말부터 증가하여 외환위기 직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 이 가운데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의 증가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외환위기 직

전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대비 70% 전후였으나, 2000년대 초반 100%를 넘어서기 시작하

여 2012년 현재 155.1%까지 상승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규모 자체의 증가 때문이

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2004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하락한 사

실을 반영하는 것이다(한국은행, 2012b: 46). 이러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0년 128%)보다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07-09년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미국의 가계

부채비율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규모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입했

음을 보여준다(한국금융연구원, 2013: 8-9). 

<그림2-11> 가계의 부채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및 경제통계시스템 ‘10.4.6. 국민소득
과 국민처분가능소득’



44 

그런데 가계부채비율의 급증현상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그림2-12>에서 드러나듯, 가계

저축률의 급격한 하락과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가계저축률은 1980년대 초반 8% 수준에서 

1988년 24.7%까지 증가한 뒤, 1994년까지 2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

히 하락하여 2012년 현재 3.4%에 불과하게 되었다. 1990년대까지의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

계저축의 증가와 높은 가계저축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른바 ‘금융심화’의 자연적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가계부채증가는 가계저축

의 급속한 하락과 동반되기 때문에 1990년대와는 매우 상이한 상황이다. 물론 가계저축률의 

하락추세는 한국만의 특성이 아니라 몇몇 다른 국가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 하락속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또한 가계저축률 수준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0년 7.1%)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림 2-12> 가계순저축률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1.1. 연간지표(2005년기준)’

<그림 2-13>은 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의 내부구성을 보여준다. 정부나 기업과는 달

리 가계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대출은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은행대출과 비은행대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은행은 예금은행을 의미하며 비은행은 주로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과 국민주택기금

과 같은 공적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가계부채의 급증은 비은행대출, 특히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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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증가추세는 은행대출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

난다. 마지막으로, 2004년 이후 2012년까지는 다시 은행권 대출이 정체하는 가운데, 제2금

융권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

가의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략과 그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2-13>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내부구성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주: 1993SNA가 적용된 2002년 자료부터는 ‘예금은행’이 ‘예금취급기관’

으로 편제가 바뀜으로써, 은행과 예금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 일부

기관(상호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이 하나의 항목으로 계상됨. 

따라서 2002년~2012년 은행대출항목은 <가계신용> 통계의 ‘3.6.2.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통계를 활용. 

(4) 대외부채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1960년대부터 외채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

라 한국의 총부채규모 가운데 외채의 비중은 1970년대 중반까지 30%를 웃돌았다. 하지만 

1978년 이후 이 비중은 20%로 하락하였고, 다시 3저호황을 거치면서 10%이하로 급락했다. 

아래의 <그림2-14>는 국내 비금융부문의 총부채비율에서 대외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대외부채는 무시할 만한 수준

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정부와 기업의 부채구성에서 이른바 ‘대외부채에서 국내부채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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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가 관찰되는 것이다.

<그림2-14> 총부채비율에서 대외부채와 국내부채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주: 정부와 기업의 ‘부채자산잔액표’에서 ‘대외채무’와 ‘외화표시채

권’의 규모를 합산함

하지만 <그림2-14>은 한국경제의 실제 대외부채규모를 과소평가한다. 그 이유는 우선 자

료의 한계에서 비롯되는데, 위의 <자금순환> 자료에서는 외화표시채권과 원화표시채권을 구

분할 뿐 원화표시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의 규모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 부채의 지배적 형태가 은행대출에서 채권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던 동시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의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자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강조되

어야 할 것은 위의 <그림2-14>는 금융부문을 제외한 비금융부문의 총부채비율만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대외부채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금융부문에 의해 도입된 부채였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대외부채규모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부채를 포

함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5>는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총대외부채의 추이를 나타낸다. 왼쪽 그래프가 보여

주듯이, 외채의 절대규모는 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급

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감소 또는 정체하는 추세

를 보이다가 2006년과 2007년의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런데 외채의 절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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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 그래프가 보여주는 경제규모 대비 외채의 상대적 크기이다. 1980

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외채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웃돌았으며, 이는 외채위

기에 근접하는 상황을 형성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을 거치면서 외채의 상대

적 규모는 현저하게 감소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외환위기 발생시점인 1997년에 외채비중은 24.1%(세계은행기

준)로서 1985년의 47.8%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직접

적 원인이 부채의 절대적 규모의 증가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 외채규모는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

고, 따라서 위기의 발생은 외채규모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부채의 구성에 따

른 대규모 자본유출이 결정적이었다. 외채규모는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전면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집중되었던 1998년에 42.3%(국제통화기금 기준)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진정되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세 번째 고점인 41.3%에 달하였다. 

 

<그림 2-15> 대외부채 추이 

주: 외채통계는 외채기준에 따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자료가 다소 상이하다. 한국은 세계은행 기준에 

따랐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따라 94년까지 소급하여 외채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외채통계는 세계은행 통계에 비해 더 포괄적으로서, 국내거주자의 대외채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외계정과 국외점포의 해외차입금까지 포함한다. 

자료: 세계은행의 통계는 이규성(2006: 60) 및 Cho(2002: 50), 국제통화기금의 통계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

템, ‘8.6.1. 대외채무’

<그림 2-16>은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대외부채의 부문별 구성 추이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

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3저호황을 거치면서 정부 및 기업과 같은 비금융부문의 대외부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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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감소했지만, 금융부문의 대외부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998년 

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후 외환위기의 충격이 완화되면서 금융부문의 

부채는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국내총생산대비 11%까지 하락한 후, 2006년부터 다시 증

가세로 반전되어 2009년 27%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해

외차입이 급증했던 외환위기 직전의 1996년(17%)과 1997년(19%)은 물론, 외환위기 이후 구

제금융의 일환으로 대규모 해외부채자금이 유입되었던 1998년(24%)보다는 높은 수치다. 

1993년 이후 1998년까지 금융부문 해외부채의 증가는 주로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추진되었

던 금융개방의 효과를 반영한다. 2006년 이후 다시 나타난 증가추세는 민간금융부문의 채권

(금융채) 및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외평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그림2-16> 대외부채의 부문별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및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8.6.1.대외채무’

 주: 1993년까지는 <자금순환>의 각 부문 부채잔액표에서 외화표시채권

과 대외채무를 합산하고, 1994년 이후부터는 ‘대외채무’의 부문별 자료

를 활용함.

3절. 한국 부채경제의 시기구분

이제까지 우리는 비금융부문 총부채규모의 역사적 변화와 함께 비금융부문을 구성하는 정

부, 기업, 가계의 부문별 부채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 절에서는 한국의 부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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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것이다. 그런데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화라는 구조적 전환

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시기구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금의 부채만을 포함하는 ‘정부부채’를 한국은행 및 특수은

행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국가부채’ 통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작적 시도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국가가 수행했던 기능을 보다 강조

하기 위함이다. 1960~1970년대에 행정조직상으로는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공공

기관들이 핵심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왔

다. 공기업들은 다른 민간기업들과는 달리 이윤획득을 일차적 목표로 삼지 않았고, 대규모 

초기투자에 따라 장기간 수익확보가 어려운 산업기반조성 및 노동자가구와 농어촌가구에 대

한 소득보전과 같은 공적 성격의 사업을 주로 담당했다. 이 사업은 특히 수출부문육성을 위

한 하부구조의 구축과 저임금유지를 위한 사회적 소득보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

출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출자지분을 보유하

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경영을 직접 통제했으며 운영자금과 투자

자금의 일부를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다(송대희, 1990: 26). 한국에서 공기업들은 정부

의 재정활동의 대리기관이자 재정자금의 직간접적인 지출기관으로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과 

같은 국가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8) 따라서 공기업들은 그 성격상 민간기업보다는 국가기

구에 더 가까웠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제도적 기준에 따른 협의의 ‘정부부채’보다는 기능적 

기준에 의거하여 공기업을 포함하는 ‘국가부채’에 주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부

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적금융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표적인 개발기관이었던 산업은행은 산

업화초기인 1960년대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외자도입을 위한 보증업무를 주로 수행했던 

반면,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차입을 통해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

가기능의 일부를 담당했다. 공기업들이 준재정사업의 직접적 수행기관이었다면, 공적금융기

관들은 준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기관이었던 것이다. 특히 1970년대에 산업은행은 

정부의 재정투융자를 대신하여, 수출부문에 대한 지원과 중화학공업을 위한 신규투자자금의 

공급을 확대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역시, 정부의 수출부문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저금리정책에 따라 확대된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악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해주었을 뿐만 

8) 한국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60~70년대에서 공기업 설립이 집중되었다. 예컨대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 충주비료와 대한통운, 1962년 대한석유공사, 한국중공업과 대한항공, 1963년 호남비

료, 1967년 수자원개발공사와 농어촌개발공사, 1968년 포항종합제철, 1970년 농업진흥공사, 1975년 토지

금고, 1977년 노동복지공사 등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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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9) 통화증발을 통해 수출자금을 공급했다. 한국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목표보

다는 산업은행과 함께 수출주의 정책의 실행을 위한 자금공급원의 역할에 보다 주력함으로

써 정부의 파트너로서 기능했다. 우정은(Woo, 1991)이 지적했듯이, 한국과 같은 후발공업화 

국가에서 공적 금융기관은 독립적 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기능을 직접 ‘실행’하는 국가기관이었던 것이다. 

<그림2-17> 수정된 총부채비율과 부문별 부채구성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및 <경제통계연보>

  주: 국가부문 부채에는 한국은행과 특수은행의 부채 및 공기업부채를 합산함

따라서 기업부문으로 분류되었던 공기업과 금융부문으로 분류되는 공적금융기관을 정부와 

함께 ‘국가’부문으로 파악하고, 각 부문별 부채를 ‘국가부채’로 합산하는 것은 공기업과 공적

금융기관이 정부의 수출주의라는 정책목표 하에서 각각의 영역과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10) <그림 2-17>는 이 기준에 따라 새

9) 물론 저금리정책이 직접적으로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악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

우에도 조달금리(예금금리)가 마찬가지 비율로 하락한다면 동일한 예대금리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대출금리가 오히려 조달금리보다 낮은 역금리현상이 진행되었고, 이는 시중

은행의 수익성악화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이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이자(지준부리)

를 지급하거나, 시중은행이 보유한 한국은행채권(통화안정증권)에 높은 이자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익

성을 보전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국은행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

었다. 

10) 정부부채를 국가부채로 재분류하는 시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정부가 공표해왔던 공식

적 정부부채(이른바 ‘국가채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실제 규모를 과소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예컨대, 옥동석(2007a; 2007b), 박경돈외(2008), 박형

수외(2008). 이에 대한 반비판으로서는 황성현(2011) 참조).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정부는 2012년부

터 새로운 기준을 산정하여 ‘공공부문부채’를 매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말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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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산정한 국가부채와, 기존의 기업부채에서 공기업부채를 제외한 민간기업부채, 그리고 

가계부채를 합산한 총부채비율과 각 부문별 부채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정부, 기

업, 가계로 분류한 <그림2-1> 및 <그림 2-2>와 비교할 때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총부채비

율의 경우 275.7%로 수정되기 이전보다 50% 가량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통합되어 새롭게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문별 부채비율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롭게 산정된 국가부채의 비율은 2012년 현재 99.7%로 수정되기 이전 

수치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약

간 높은 수준이다.

<그림 2-18> 수정된 부채비율의 부문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및 <경제통계연보>

이를 토대로 한국 부채경제의 시기구분을 시도해보도록 하자. 우리는 세 부문의 부채비율

추이가 동시에 큰 폭으로 변동한 시기에 주목한다. <그림 2-18>은 국가, 민간기업, 가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국가부문은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세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하지

만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다시 급증세를 나타내다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다시 하락안

부채는 기존의 ‘국가채무’ 규모인 504.6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821.1조에 달했다. 공공부문부채 통계는 기

존의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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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직후 급등하였고, 2001~2002년 짧은 

안정세 이후 2012년까지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민간기

업부문의 경우,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3저호황기인 1986~1988년 짧

은 하락기를 경험한 후 1997년 역사상 최고점인 113.5%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

대 이후에는 글로벌금융위기가 진행된 2008~2009년을 제외하고는 70~80%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201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확실한 추세를 나

타낸다고 결론내리기는 이르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계부문의 

부채비율은 1970년대 내내 10~13%의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0년 이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외환위기와 신용카드사태가 발생한 1997~1998년과 2003~2004년

에는 소폭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락 직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급증하면서 증가세를 곧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부채비율의 장기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 부문의 뚜렷한 추세변화, 즉 주

요한 변곡점이 집중되는 시점이다. 위의 그림에서 음영으로 강조된 1979~1984년과 1997

~2002년이 바로 그러한 변화가 진행되었던 시점이다. 우선 1979~1984년에는 하락세에 있던 

국가부채가 급증했으며, 기업부채의 증가가 가속화되었던 동시에 가계부채의 증가추세가 시

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기업부채의 증가추세는 계속되었지만 국가부채는 하

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970년대와는 달리 부채경제의 중심이 국가부채에서 기업부채로 

결정적으로 전환되었다. 1997~2002년에는 3저호황을 제외하고 약 20년간 급속하게 증가해

왔던 기업부채가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증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각 부문별 부채규모의 변화가 집중된 두 시점을 기준으로 1960년대

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한국 부채경제의 궤적을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부채경제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국가부채가 부채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

징인 ‘고도부채기업모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과 같

은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심적이었다. 이들은 통화증발이나 해외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

달하여 국내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해외부채의 차입자로서 국가부채의 

증가를 주도했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대출의 채권자로서 고도부채기업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반면 대부분의 부채자금이 수출대기업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계는 금

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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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기는 부채경제의 성장기로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금융자유화에 따라 제2금융권과 같은 기업의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고도부채기업모델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을 거치면서 해외차입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해외차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또

한 축소되었다. 이는 공적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뚜렷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그 

결과 전반적 국가부채비율 역시 하락하게 되었다. 반면 제2금융권은 은행을 대신하여 지배

적인 기업부채공급통로로 기능하게 되면서, 그 부수적 효과로서 제2금융권을 매개로 가계의 

부채접근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동반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부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채경제의 전환기로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

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고도기업부채모델의 해체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100%

를 넘어섰던 민간기업의 부채비율은 빠르게 하락하였고, 1980~90년대 내내 300~400%에 달

했던 개별기업들의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평균 역시 100% 이하로 하락했다. 하지만 기업

부채를 대신하여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총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를 

이끌었다. 이는 한국 부채경제의 중심이 기업에서 가계와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 무엇보다도 가처분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차입하기 시작한 가계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시기구분의 기준이 되는 두 시점이 한국 자본주의가 경험했

던 두 차례의 금융위기, 즉 1979-80년의 위기와 1997년의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했던 시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문별 부채규모의 

추이변화로 나타나는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동이 금융자유화의 효과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또 다른 사실은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금융자유화를 추

진하도록 만들었던 금융위기가 사실은 부채경제 그 자체의 효과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1979

-80년의 위기는 1970년대 국가주도의 과도한 외채도입이 낳은 위기였으며, 1997년의 위기는 

1980-90년대 재벌의 부채에 대한 ‘동물적 탐닉’과 그에 따라 확립된 고도부채기업모델이 낳

은 위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동은 금융위기(와 금융자유화)에

서 비롯되었던 동시에, 새로운 금융위기의 조건을 제공하는 순환적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역사적 변동의 구체적 양상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의 부채경제는 각각 어떠한 한계로 인해 금융위기를 발생시켰으며, 이

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왜 금융자유화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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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는 기존의 부채경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했는가? 다음의 3장부터는 한국 부채경제의 

세 시기를 이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 원조경제의 위기와 부채경제로의 전환: 

국유은행과 ‘국가주도 부채경제’

한국경제사에서 1950년대 이후의 변화는 대개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수입대체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에서 ‘수출지향산업화’(EOI;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로

의 전환으로 요약되곤 한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들은 1950년대 수입대체산업정책기의 낮은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무능력을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산업화 시기의 높은 경제적 성과 

및 강력한 정치적 개입능력과 대비시키면서 전자에 대한 후자의 정책적 우위를 강조하고, 

박정희 정부가 ‘시장억압적’ 수입대체산업화의 내적 오류를 극복한 ‘시장친화적’ 수출지향산

업화 정책을 선택했던 것이 이후 진행된 경제적 성공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린다

(Krueger, 1974; Buchanan, 1980). 그러나 두 시기의 경제성과의 차이가 과연 수입대체/수출

지향과 같은 산업정책상의 차이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었는가라는 문제는 논쟁적일 뿐만 아

니라(Gereffi, 1989; Woo, 1991; 최상오, 2003), 두 정책 사이의 과도한 대비는 그 이면에서 

작동했던 더욱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는 것을 방해한다. 요컨대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정책전환은 오늘날 통상적으로 이해되듯이 박정희 정부의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해 ‘강제’된 편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전환을 

강제했던,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진행된 변화는 무엇이었으며, 이는 한국 자본주

의의 구조에 어떠한 성격을 각인시켰는가?

3장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1960년대부터 형성되어 이후 한

국 자본주의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는 새로운 구조는 1950년대의 ‘원조경제’의 위기 이후 

확립된 ‘부채경제’였으며, 이는 수출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화전략과 결합됨으로써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공여국의 직접적인 정책개입을 

야기하지만 상환의무가 없는 ‘원조’와 달리, ‘외채조달’은 상대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상환의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따라서 ‘외채’, 즉 부

채에 기반한 경제구조가 확립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외화획득을 목표로 하는 수출부문

육성이 중요해졌다. 부채조달에 내재한 추가적 비용과 동시에 부채로 가능해진 정책적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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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 국가는 부채의 공급과 분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보증으로 해외에서 조달한 부채를 주요 수출대기업에게 집중

시켰고,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로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채를 통한 외

화조달과 수출부문을 통한 외화획득 그리고 상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연결될 

때 해외로부터의 추가적인 차입이 가능했다. 결국 외채와 수출능력 사이의 상호의존적이며 

상호강화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1절. 부채경제로의 전환과 수출주의 전략의 확립

(1) 원조경제의 위기: ‘원조’에서 ‘부채’로 

1951년 미국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기존의 ‘마샬플랜’(Mashall Pan)을 대체하는 ‘상

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집중되었던 전쟁복구를 위

한 경제원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저발전국가들에 대한 군사원조로 그 중심이 이동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의 원조가 가장 집중되는 국가였다.1) 

해방 이후 공식적 대일무역관계가 해체되고 한국전쟁으로 산업간 내적 연관성을 완전히 상

실한 한국경제는 전적으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원조는 한국에게 있어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생명줄과도 같았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한원조는 필

수소비재를 공급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재생산을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해주었다. 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1962년 1차 경제개발5개년 계

획이 실시될 때까지 국내저축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따라서 고정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자금은 해외로부터 조달해야만 했는데, 이 해외자금의 대부분이 원조의 형태였다.2)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원조총액은 31억 달러에 달했고, 재정자금의 

42.5%가 원조물자의 국내판매대전으로 형성된 대충자금이었다(Woo, 1991: 46).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도 원조는 이승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원조물자의 

1) 1945년에서 1959년까지 아시아 저발전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총액 가운데 28.8%가 한국에 집중되었다. 

이는 미국의 원조 수원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으며, 대만이 18.1%로 그 뒤를 이었다(이현진, 2009:

41). 

2) 1953년 휴전 후 1962년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실시 이전까지 국민총생산에 대한 고정자본형성률은 평

균 12.5%였는데, 그 가운데 국내저축률은 평균 1.4%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해외저축을 통해 조달되었다. 

특히 원조를 통한 해외저축이 8.1%에 달함으로써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4.9%의 대부분이 

미국원조의 기여였다(김정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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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및 외환배정을 재량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요 기업들을 자신의 통제 하에 종속시킬 

수 있었고, 수입허가제를 통해 소수의 수입업체들에게 경제적 특권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정

치자금과 같은 추가적 지대(rent) 또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조는 정치 ․경
제적 재생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1950년대 한국 자본

주의는 이른바 ‘원조경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원조는 증여인 만큼 상환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그 한계 또한 분명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원조공여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개입이 매우 직접적이라는 사

실이었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원조물자의 국내판매를 통해 대충자금(對充資金)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그 지출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제한되었다. 1953년의 ‘백 ․우드협약’3)에 따

라 대충자금의 용도는 한국과 미국 양측대표로 구성된 합동경제위원회(CEB)에서 논의하기

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및 여타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고자 했던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대충자금의 더 많은 부분을 군사비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미국의 입장이 대

체로 관철되었다.4)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원조

규모를 얻어내기 위해 주력했으며 그 처분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

다. 이를 위해 정부가 활용했던 수단은 환화의 평가절상을 통한 저환율정책이었다. 당시 이

승만 정부는 단일한 기준환율이 아니라 협정환율(공정환율, 대충자금환율, 유엔군환율)과 시

장환율(수출불환율, 미본토불환율) 등 다수의 환율이 동시에 통용되는 ‘복수환율제’를 채택했

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적용되는 공식적 협정환율을 시장환율보다 의도적으

로 낮게 설정하는 ‘저환율정책’을 고수하여,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환율정책

은 협정환율로 계산되는 원조물자의 국내판매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내기업들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고, 저환율정책으로 인해 비록 환화로 적립된 

대충자금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대충자금의 감독권을 매개로 하는 미국측의 개입을 

최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환율정책은 협정환율이 적용되는 유엔군 대여

금5)의 달러상환금액을 극대화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해주었다. 실제로 1950년대 유엔군

관계 외환수입은 총 외환공급액에서 18%를 차지해, 수출을 통한 외환수입규모를 훨씬 앞질

렀을 정도로 한국정부의 주요수입원이었다(김정주, 2005; 최상오, 2005).6) 

3) 1953년 8월부터 한국의 국무총리인 백두진과 미국의 경제조정관 우드(Tyler Wood)는 원조조정기구인 한

미 합동경제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협정을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에 조인되었다(이현진, 2009: 186-193).

4) 한국일보사, 財界回顧 7권(역대경제부처장관편I) 365-6쪽 및 8권(역대경제부처장관편II) 37-8쪽.

5) 유엔군 대여금이란 한국전쟁 이후 주둔한 유엔군이 필요경비(환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대여

받고 차후에 달러로 정산하여 상환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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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원조경제는 내수소비재 중심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그 이유는 우선 당시 원조물

자의 내용구성이 투자성 자재보다는 소비성 자재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미국의 원조는 한국의 경제재건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군사원조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주로 잉여농산물(양곡과 원면)과 같은 소비성자재가 원조물자로 공급되었고, 이에 따라 국

내에서는 원조를 통해 도입된 원료를 가공하는 소비재부문이 발전되었던 것이다. 특히 기업

들은 낮은 협정환율 덕택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단가에 원료를 공급받는 대신 완제품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기에 엄청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자본이 초과이윤획득을 목표로 내수소비재부문에 투자되었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면

방직, 제당, 제분의 이른바 ‘삼백(三白)산업’의 발전은 이와 같은 원조경제의 산물이었다(정

일용, 1984; 최상오, 2003; 김정주, 2005).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점은 ‘수입대체산업화정

책’(대표적으로 저환율정책)이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낮은 경제성과로 귀결되었다고 

보는 기존의 통념(사공일 ․존스, 1981; 크루거, 1981)과는 달리, 이 시기 내수소비재부문(수입

대체부문) 중심의 발전이 수출부문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원조경제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가 채택한 저환율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격은 정부간 협정환율이 아니라 시장환율(수출불환율)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경쟁

력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7)  

그러나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비호 아래 내수소비재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본가들에게는 독점적 특혜가 집중되었던 반면, 대량으로 유입된 해외원조농산물로 

인해 거의 궤멸되다시피 한 국내농업은 원조의 혜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의 궁핍화는 지속되었고, 나아가 농촌지역에서의 광범위한 과잉노동력의 존재는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박현채, 1983: 89; 정일용, 1984: 159).8) 

따라서 이러한 원조경제의 불균형과 모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의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6) 이러한 이유로 협정환율수준의 결정과정에서 한미간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미국은 한국에서 원조효과의 

극대화(국방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화를 평가절하(환율인상)하고 이를 통한 더 많은 규모의 대충자

금적립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 환율인상이 물가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충자금의 확대를 위

해서는 오히려 미국 원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은 양측의 실력행사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미국은 원조프로그램의 승인지연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한국은 유엔군에 대한 환화대여

금 지불을 중지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이현진, 2009: 185-201). 

7) 실제로 환율현실화조치가 있었던 196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수출에 대한 실질환율을 계산하면, 수출이 

급속하게 성장한 1960년대보다 오히려 수출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1950년대가 더 높았다(김

광석 ‧웨스트팔, 1976: 37-8; 최상오, 2003: 141).

8) 1960년 농촌의 평균가계지출은 도시 봉급생활자 평균가계지출의 37%에도 미치지 못했다(김대환, 1981: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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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야당은 “소수인에 대한 특혜적 특융(特融)조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

의 민주화”를 요구했고, 언론 또한 내수소비재기업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저환율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9) 1956년에 치러진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서 야당후보였던 장면(張勉)의 당선

은 원조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 불만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원조경제를 결정적으로 와해시켰던 계기는 역설적으로 원조경제의 기본틀을 제공

했던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 정부 내에서 기존의 해외원조정책

에 관한 수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미국 내부의 논의들은 

한국을 미국 원조정책의 전형적인 실패사례로 언급하면서, 그 비용에 비해 효과는 매우 미

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로스토우(Walt W. Rostow)였

다. 그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군사원조중심 정책을 ‘과거의 시각’(Old Look)으로 평가절하

하면서 ‘새로운 전망’ (New Look)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망’(New Look)은 허약한 경제를 떠받치고 단기적인 정치 ․군
사적 이득을 얻으려는 방어적인 노력으로부터, 발전을 목표로 자신의 자원을 동원

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소유한 자유세

계가 협력하는 노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원조는 자기지속적인 성장이 달

성될 때 종결되며, 차입(borrowing)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는 곳(예컨대 대만, 

한국, 터키, 그리스, 필리핀, 그리고 이란)에서 방위지원과 특별원조를 장기개발차관

으로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다.10) (강조는 인용자) 

로스토우의 입장은 미국 정책관료들 사이에서 점차 더 많은 지지를 확보했으며, 결정적으

로 1950년대 말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또한 증가하게 

되자 미정부는 기존의 원조정책을 즉각 폐기했다. ‘원조’ (grant)가 최소한의 경제적 현상유

지를 통한 내부붕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차관’(loan)은 단기적으로는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체적인 사회개혁을 이뤄냄으로써 미국의 대외정

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정책전환의 공식적 이유였다(박태균,

2007: 172). ‘상환의무’라는 경제적 강제 메커니즘을 내재한 차관이 상환의무가 없는 원조보

다 훨씬 더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미국의 대한원조규모는 1957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9) <동아일보> 1957년 3월 12일자, “經濟危機打開建議 與野案提出.” 

10) Walt Rostow. “Crucial Issues in Foreign Aid.”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Deputy Special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to President Kennedy. February 28, 1961. 박태균(2005: 52)에서 

재인용(번역은 수정). 원문은 미국무부 역사사료관 홈페이지(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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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했다. 원료 및 생산수단을 주로 

원조물자에 의존해온 ‘삼백(三白)산업’ 등 국내 소비재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1957년 

8.8%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1958년 5.5%, 1960년 2.2%로 급속히 둔화되었던 것이다. 또

한 원조의 감소는 대충자금의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승만 정부는 

사회적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세부담률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조경제의 위기

에서 비롯된 이러한 변화는 4 ‧ 19 혁명의 주요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었다(정일용, 1984:

164-5; 박동철, 1999: 135-8; 박태균, 2007: 38; 최상오, 2010a: 203). 

(2) 은행의 재국유화와 신용통제정책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은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와 장악이었다. 이는 두 가지 의도를 갖는 것이었다. 첫 번째 의도는 쿠데타의 정치적 

명분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950년대 만연했던 고리채문제 및 재벌의 금융

지배에 대한 만연한 사회적 불만을 활용하여 취약한 정당성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였다(최

병선, 1991: 305). 단적으로 군사정부는 1961년 농어민고리채 지불정지를 단행했으며,11) 소

수의 재벌이 소유하고 있었던 은행주식을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몰수하여 재국유화하였

다.12) 그리고 1962년에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여 연 25%를 최고이자율로 설정하였고,13)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국민은행을 설립했다(박동철, 1999; 이명휘, 2006; 2010). 두 번째 의도

는 금융기관을 장악하여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원을 준재정기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가장 중

요한 자금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재벌들을 정부의 통제 하에 종속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박정희 정부는 1962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통화정책 ‘수립기능’을 재무부로 이관하고,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집행기능’만을 부여했다. 또한 재무부는 한국은행 금융통

11) 1950년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강제된 저곡가정책과 원조농산물의 대량유입으로 농민들의 생활수준

은 한계선상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이는 다시 농가부채의 급증으로 귀결되었다(서울사회과학연구소, 1991:

152-6). 한국은행의 <농가신용조사>에 따르면 호당농가부채액은 1953년 8,971원에서 1956년 39,370원으

로, 그리고 1959년에는 67,788원으로 급증했다(이대근, 1987: 210).

12) 1946년 해방 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1957년에 이르러서야 민영화되었다. 하지만 

민영화된 은행들의 다수 지분은 재벌들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재벌의 금융독점문제와 같은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정은 1961년 쿠데타 세력에게 은행재국유화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다. 

13)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

고,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연 25%를 최고이자율로 설정했다. 연 25%의 최고이자율은 법제정 이래 

1980년에서 1983년까지의 기간(연 40%)을 제외하면 1997년까지 유지되었다. <이자제한법>은 1997년 12

월 전격 폐지되었다가, 2007년 다시 제정되었다. 2014년 7월 현재 최고이자율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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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에 부치도록 요구할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기구 내에서 금융적 

이해를 대표하는 한국은행에 대해 행정부가 확고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동시에 일련

의 특수은행들과 각종 정부기금을 설립하여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금융수단을 확

보했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는 금융을 규제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초기의 박정희 정부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 공업화, 즉 

‘내포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때 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원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다(경제기획원, 1962d; 박희범, 1968: 81; Collins and

Park, 1988).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가능한 대안이 존재했다. 첫 번째 대안은 해외민간자본

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내저축을 동원하거나 자본시장을 육성함으

로써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경제 내부에서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대안은 

차관의 형태로 해외저축, 즉 외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투자’라는 첫 번째 

대안이 제일 먼저 기각되었다. 비록 직접투자는 상환부담이 없기에 정부재정의 투입 없이 

해외자본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입장에서도 부존자원이 

풍부한 남미와는 달리 한국에 투자할 유인도 크지 않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Lim, 1985). 

이에 따라 ‘내자동원’이라는 두 번째 대안과 ‘해외차입’이라는 세 번째 대안이 집중 고려되었

다. 물론 두 대안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유원식, 1987: 330), 초기의 박정희 

정부는 자립적(내포적) 공업화 전략에 따라 전자의 대안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내자동원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국가가 장악한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간주되었다.14)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생각만큼 쉽게 성공하지 못했다. 예컨대 예금금리의 대폭인상을 통해 저축률

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1961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고, 증권시장활성화조치

는 1962년 5월의 증권파동 이후 증권시장의 반복적인 파행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내자동원

의 가장 극적인 시도로서 화폐개혁이 선택되었다. 정부는 1962년 6월 ‘긴급통화조치법’을 통

해 기존의 환화와 신종 원화를 10:1의 비율로 교환하는 개혁을 단행했다.15) 명목적 이유는 

14) 물론 이 외에도 은행들의 적극적 신용창출의 방안도 존재하지만, 진지한 고려사항은 되지 못했다. 이미 

1960년대 초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이었고, 미국 당국의 강한 압력에 의해 안정화정책을 추진해야 했

기 때문이다(콜 ․박영철, 1984: 72).

15) 이를 주도했던 박희범은 5 ‧ 16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던 경제학자로서 제1차 5개년계

획의 수립작업과 통화개혁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독자적인 통화개혁의 추진 이후, 미국 

측의 압력으로 경제정책입안 위치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기미야, 2008: 55; 박태균, 2007: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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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고 은닉자산을 포착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예

금동결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국가투자기관인 ‘산업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이었다. 하

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반발과 그에 따른 봉쇄예금계정의 해제로 인해 의도했던 목적을 달

성하지 못한 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박태균, 2007: 324-6; 기미야, 2008: 126- 142).

마지막으로 남은 대안은 해외차입, 즉 차관의 도입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 말

기에 제정되었던 ‘외자도입촉진법’(1960)에 추가하여 1962년 ‘장기결제에 의한 자본재수입에 

관한 특별법’과 ‘외국차관의 지불보증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부채조달을 

모색하기 시작했다.16) 196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공공차관이 도입되었지만, 이미 감소추세

에 있던 원조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원조액의 감소분을 보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정부는 비교적 금리가 높고 만기 또한 단기인 상업차관의 도입을 확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은 원조에 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자율

성이 높고 그 도입이 용이하다는 이점뿐만 아니라,17) 주로 소비재와 원자재에 집중되었던 

원조물자와는 달리 자본재 중심의 물자를 구매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었다.18) 하지만 동시에 원조가 일방적인 증여이자 ‘이전’(移轉)이라면, 차관은 

상환부담의무가 있는 ‘부채’라는 결정적 제약이 존재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인프라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차관은 주로 외화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과 

수입대체부문에 집중투자되어야 했기 때문에 원리금상환문제의 해결은 더욱 중요한 문제였

다.19)

이 문제의 해법은 ‘수출’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사실 초기의 박정희 정

부는 수출을 산업화의 동력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여전히 차관을 통한 자립적 공업화를 목

표로 설정했다. 물론 수출증진 또한 고려되었지만 주요수출대상은 1차 산품에만 한정되는 

등 소극적 역할을 부여받았고,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대와 산업의 대내적 연관성의 확립이 

우선시되었다. 하지만 1962년 말부터 본래 내수소비재산업으로 출발했던 면방직과 같은 공

16) 이들 법률은 1966년 제정된 ‘외자도입법’으로 통합되었다. 

17) 원조는 수원국의 국내상황과는 무관하게 공여국이 제시한 엄격한 현지구매조건에 따라야 했고, 원조규

모 또한 공여국의 국내사정과 원조정책에 따라 크게 변했기 때문에, 수원국의 자율성이 제한되었다. 이

에 반해 차관은 차입국의 자율성을 신장시켰다. 특히 상업차관의 경우, 민간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지불보증만 하면 손쉽게 도입할 수 있었고, 정부 또한 상업차관인허가제도를 통해 국내기업들을 규율할 

수 있었다.  

18) 이 시기에 도입된 차관은 대부분 공급자신용의 형태로서, 사회간접자본과 제조업에 필요한 자본재의 할

부구매에 따라 자본재수출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채였다.

19)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원안에서는 외국차관도입에 관해서 낙관적으로 예상할 뿐, 원리금상환계획을 

거의 무시하고 있었다(경제기획원, 1962b; 1962c; 기미야, 200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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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품수출에서 기대보다 높은 성과와 함께 외화수입이 증가하면서,20) 박정희 정부는 수출부

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이완범, 1999; 공제욱, 2005). 수출중심의 산업화는 이미 1950년대부

터 미국이 강력히 권고했던 카드였지만, 이미 원조라는 다른 대안이 있었던 이승만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할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초기의 박정희 정부는 보다 자립적인 ‘내포

적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에 수출을 부차적 목표로만 간주했다. 오히려 수출부

문의 확대는 세계시장에 취약한 한국경제를 노출시킬 수 있고,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자립적 민족주의’의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집

중적이고 적극적인 수출주의 산업화 정책으로의 전환은 사실 면밀한 계획에 입각한 결단이

었다기보다는 부채경제로의 이행이 강제했던 상황적 선택이었다(이병천, 1999; 윤상우, 2005:

148; 박태균, 2007; 기미야, 2008). 즉 차관과 같은 ‘부채’가 ‘원조’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상황

에서 국내경제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리금상환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

인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수출증진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박정희 정부의 수출육성정책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채택되었다”는 해거드

(Stephan Haggard)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해거드, 1994: 114).

부채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이 명백해지면서 박정희 정부는 균형성장과 내포적 공업화를 

추구했던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정하여 1964년에 ‘수출제일주의’를 전면화하는 보완계

획을 수립했다. 이 보완계획의 요체는 차관을 통해 도입한 자본재를 토대로 국내산업의 역

량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수출부문을 집중육성하여 수출달러로 차관을 상환한다는 데 있었

다. 그런데 문제는 차관이 투입되는 부문과 차관을 상환하기 위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부문이 상이하다는 것이었다. 즉 차관은 주로 원조와 수입에 의존해오던 화학, 정유, 시멘

트, 제철 등의 수입대체부문과 전력,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된 반면, 수출을 

주도했던 부문은 섬유, 합판, 가발 등의 경공업부문이었다.21) 이는 부채경제의 작동을 위해

20)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원안에서 예상한 주요 수출품은 식료품(농수산물), 비식용원재료(중석, 철광, 

흑연, 돈모 등), 광물성연료(무연탄) 등으로 구성된 1차 산업제품으로서 1966년까지 예상목표수출비중은 

77%였다. 하지만 1962년 말부터 공산품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 18%에 불과했던 공

산품수출비중이 1963년에는 52%로 절반을 넘어섰고, 1970년에는 84%를 차지했다. 공산품수출증가를 이

끌었던 대표부문은 면방직공업이었다(최상오, 2010a: 213; 2010b: 360). 본래 내수소비재산업부문이었던 면

방직공업이 수출산업으로 등장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서문석(2009)을 참조할 수 있다. 

21) 전통적인 입장은 한국이 제3세계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수입대체’ 전략을 포기하고 1960년대 중반

부터 시장친화적인 ‘수출지향’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수정주의적 입장은 이러한 단선적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형적인 수출지향전략이 아니라, 이미 1960년대부터 전기, 철도, 통

신, 시멘트, 저유, 비료화학산업 분야에서의 수입대체전략이 병행되었던 ‘복선형발전전략’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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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면밀한 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즉 부채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채와 수출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해외로부터 도입한 부채를 수출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능력을 제고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1960~70년대의 부채경제는 이러한 조정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국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 가능했다.   

2절. 성장의 수단으로서 부채: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성립

이승만 정부가 원조의 배분을 통해 민간기업들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했던 것과 마찬가지

로 박정희 정부는 차관의 형태로 도입한 부채를 특정부문에 선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을 규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원조경제와 비

교하여 부채경제는 자기확장적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이 그것이었다. 원조경제에서 부

채경제로의 이행은 단순히 자금조달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다. 해외로부터의 

부채의 도입은 부채상환능력의 제고를 위해 수출주의(exportism)를 강화시켜야 했는데, 동시

에 수출의 증가는 자본재와 중간재의 급속한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적자의 확대로 귀결됨으

로써 외채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는 곧 수출주의와 부채경제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를 더욱 고착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때 수출주의와 부채경제를 

매개하는 결정적 역할은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크

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부채를 안정적으로 조달 및 공급하는 부채조달자의 역할이었으

며, 두 번째는 이렇게 조달한 부채를 수출부문에 집중시키는 부채배분자의 역할이었다. 즉 

국가는 부채조달과 부채배분 과정을 장악함으로써 수출주의와 부채경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 시기의 부채는 국가에 의해 면밀

히 관리되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수단이었다.  

(1) 외채도입과 부채보증자로서의 국가: 지급보증제도

박정희 정부는 원조경제의 위기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적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

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다. 우선 1964년의 ‘베트남파병’과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는 이

를 위한 대표적 시도였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대가로 미국으로

(장하원, 1999; 이병천, 1999; 기미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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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65년 국민총생산(GNP)의 약 7.2%에 달하는 군사원조와 함께 1.5억 달러의 장기경

제개발차관을 약속받았다. 또한,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1965년 결정한 한일국교정상화 조

치로 일본정부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공공차관 및 3억 달러의 상업차관

을 얻어낼 수 있었다.22)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해결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적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일시적 성격으로 인해 이후에 투입

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부채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국내기업들과 해외금융기관 사이의 안정적 부채조달통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66년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특수은행과 개발기관(산업은행)가 같은 국가기구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국내기업들에 대한 채무의 ‘보증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비로

소 안정적인 부채조달통로를 창출할 수 있었다(Lee, 1990: 242-253; 기미야, 2008). 

박정희 정부는 외채상환을 위한 은행의 지급보증제도를 활용하여, 해외로부터 차입을 원

하는 기업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기업들은 이러한 지급보증서를 기초로 해외금융

기관으로부터 보다 수월하게 차입할 수 있었다. 차입기업은 차관상환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환리스크를 부담하지만,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보증을 받고 있기에 채무불이행이 발

생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채권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이들

의 입장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위험성이 극히 낮은 투자였다. 지급보증제도는 

본래 은행이 담당해야 할 자본조달의 부담을 사실상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했다.23) 

이후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는 특수은행과 개발기관부터 일반예금은행까지 확대되었

다. 이에 따라 1963년에서 1969년 사이 국내금융기관들의 국내대출규모가 847억원에서 

6,591억원으로 약 8배 증가하는 동안 지급보증규모는 218억원에서 8,650억원으로 무려 18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해외부채의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외채도입규모는 

1962년에 불과 3백만 달러(도착액기준)에 불과했으나, 1967년 이후부터 국내금융기관의 총

대출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1972년에는 6.5억 달러로 급증했다(박영철 ․콜, 1984: 73-75; 

22) 3억 달러의 무상원조는 10년에 걸쳐 매년 3천만 달러씩 지급되어 이후 포항제철의 건설자금으로 사용

되었고, 연 3.5%의 저리로 제공되어 7년간의 거치기간 후 20년에서 걸쳐 상환되기로 합의한 2억 달러의 

공공차관은 발전소, 철도, 관개수로, 통신설비 건설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3억 달러의 상업차관은 일본으

로부터 발전설비, 생산설비, 운송장비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자신

용(supplier credit)이었다(Woo, 1991: 88).  

23) 1960~7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경제기획원’과 같은 선도기관(pilot

agency)과 그것이 주도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장기적 발전계획을 주목하면서, 발전국가의 ‘계획

가’적 역할을 강조한다(Amsden, 1990). 그러나 이러한 선도기관이나 발전계획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

을 민간기업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작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

정은(Woo, 1991)은 ‘금융가’적 역할이야말로 발전국가의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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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2002; Cho and Kim, 1997: 39-40).24)   

년도 원조
공공차관 상업차관 금융기관

차입
수출 수입

확정 도착 확정 도착

1962 243 59 3 2 - - 55 422

1963 228 9 43 55 24 - 87 560

1964 174 36 12 63 12 - 119 404

1965 152 77 5 78 35 - 175 463

1966 103 154 73 105 110 - 250 716

1967 97 88 106 146 124 - 320 996

1968 106 83 70 466 268 40 455 1,463

1969 107 236 139 624 410 30 623 1,824

1970 82 149 115 314 367 25 835 1,984

1971 51 399 303 346 345 90 1,068 2,394

1972 6 551 324 229 326 20 1,624 2,522

<표3-1> 원조와 차관의 도입규모 및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달러 

자료: 재무부 ‧한국산업은행(1993)의 <표 2-4>, <표 2-16>, <표 2-17>, <표 3-4>, 

<표 3-23> 및 <부록 1. 외자도입실적>.

주: 확정액과 도착액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차관의 도입이 확정된 이후 

실제로 도착하기까지에는 보통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임. 

<표3-1>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1966년부터 차관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1966~72년 기간 동안 도입된 공공차관(도착액) 11.3억 달러는 주로 농림수산업과 사회간접

자본에 유입된 반면, 상업차관(도착액) 19.5억 달러의 절반이상은 제조업에 투자되었다(재무

부 ․한국산업은행, 1993: 107-120).25) 특히 1967년부터는 국내은행들의 지급보증의 확대로 상

업차관의 확정액이 공공차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24) 외국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은 우선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경제기획원은 다

시 외채상환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을 요청해야 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도입안이 기각당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박영철 ․콜,

1984: 1973). 

25) 동기간 중 공공차관(도착액)의 45.3%는 농림수산업에, 43.6%는 사회간접자본부문으로 유입되었고, 상업

차관(도착액)의 53.9%는 제조업에, 42.1%는 사회간접자본부문에 투자되었다. 공공차관 중 농립수산업에 

유입된 비중이 큰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발생한 전국적 흉작으로 인해 도입된 양곡차관과 농업기반육성

을 목적으로 한 차관이 1971-2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으로 유입된 상업차관은 주요수입대체부

문인 석유 ․화학(상업차관 중 17.4%)과 주요수출부문인 섬유(20.8%)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재

무부 ․한국산업은행, 1993: 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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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국가는 외채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서 내자동원, 즉 국내저축의 

동원에도 주력했다. 특히 대다수의 금융기관을 국가가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저축은 정부정

책에 따라 재량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1965년의 ‘금리현실화조치’를 통해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1960~70년대 내내 ‘저축장려운

동’과 같은 저축동원 캠페인을 주도했다(김도균, 2013a; 2013b).26) 특히 1960년대 말의 저축

동원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금리현실화조치 이후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연 

15%에서 30%로 인상된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정기예금 규모가 40% 이상 증가하는 등 1965

년에서 1969년 사이 국민총생산(GNP) 대비 총은행예금규모는 10%에서 30% 정도로 급증했

다. 이 기간 중에 명목 국민총생산은 158% 증가했던 반면, 총예금은 거의 700%에 육박할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던 것이다(콜 ․박영철, 1984: 195; Woo, 1991: 105). 이러한 총예

금의 증가는 은행대출의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개발기관인 산업은행이 이러한 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정부는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산업은행채권)을 예금은행들이 의무적

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예금증가분을 흡수하였고, 국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재량적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부채경제에서 국가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한국산업은행, 1984: 334).    

(2) 통화증발과 부채창조자로서의 국가: 수출금융제도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 국가가 수행했던 두 번째 역할은 부채의 안정적 조달의 필수조건

인 외채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부문의 육성이었다. 정부는 ‘수출책임제’를 도입하여 

수출목표를 민간에 강제하고(최상오, 2010b), 환율인상을 통해 수출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출육성책은 ‘수출금융’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국가의 신용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출금융은 수출부문으로 부채공급을 집중시키고 동시에 그 가격

(금리)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신용정책을 의미한다. 요컨대 해외로부터 

도입한 부채규모와 수출능력이 괴리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수출금융을 활

용하여 부채와 수출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시켰다. 수출금융은 부채가 비수출부문으로 유출

26) 1960년대는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력에 기반한 ‘저축동원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11월 재무부에 저축과를 신설하고, 1962년 2월에는 <국민저축조합법>을 제정했으며, 1963년 3월

에는 대통령령으로 각 행정단위별로 ‘국민저축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금리현실화조치 이후인 1960년대 

말에도 저축동원은 계속되었는데, ①정부직원,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급여의 10% 저축, ②매월 

복권부 정기예금의 실시, ③서독과 베트남에 파견된 광부 및 군인 수입 일부의 정기예금저축, ④금융기

관별 저축증대목표의 설정과 우수기관의 표창, ⑤ ‘저축의 날’ 제정, ⑥ ‘여성저축생활중앙회’ 결성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유병호, 1984: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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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출부문에 집중시키는 ‘신용할당’과 수출신용에 대해 시장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우대금리’라는 수단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승만 정부 하에서 수입특권을 누리면서 내수시장에 주로 의존해왔던 재벌들로 하여금 수출

주의 전략에 동참하도록 유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수출신용장(L/C)을 증빙한 기업들에 대

해서는 자동대출을 허용하고 과거의 수출실적에 근거하여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했

다. 국가는 수출실적에 따라 부채의 접근성을 차등화했던 것이다.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가

운데 수출금융의 비중은 1961~65년에 4.5%에 불과했으나, 1966~72년에 7.6%로 상승했고, 

1973~1981년에는 13.3%까지 급증했다. 또한 수출금융의 금리수준은 일반대출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는데, 일반대출금리와 수출융자금리 사이의 격차는 같은 기간 

8.9%, 17.1%, 7.6 %를 기록했다(Cho and Kim. 1997: 36-37; 금융개혁위원회, 1998: 7).  

연 도
물가상승률

(GNP deflator)
정기예금금리

대출금리
사채금리

일반융자 수출융자

1960 11.7 10.0 17.5 -

1961 14.0 15.0 17.5 -

1962 18.4 15.0 16.6 9.13 -

1963 29.3 15.0 15.7 52.6

1964 30.0 15.0 16.9 8.0 61.8

1965 6.2 30.0 18.5 6.5 58.9

1966 14.5 30.0 26.0 6.0 58.7

1967 15.6 30.0 26.0 6.0 56.7

1968 16.1 26.0 25.8 6.0 56.0

1969 14.8 24.0 24.5 6.0 51.4

1970 15.6 22.8 24.0 6.0 50.2

<표3-2> 물가상승률과 금리의 변화 (1960~197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위의 <표3-2>는 국가가 부채의 가격, 즉 금리의 차별화를 통해 수출부문에 특혜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음을 보여준다. 물가상승률은 1965년을 제외하고 

1960-70년대 내내 후반까지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특히 1960년대 중반까지는 정기예금금

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저축욕구가 낮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휴자금은 시장

금리를 반영하는 사채시장으로 유입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의 금리현실화조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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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역금리체계를 수정하고자 시도했고,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까지 예금금리와 일

반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직 수출융자의 금리만큼은 금리현실

화조치 이후에도 오히려 인하하여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저

리의 부채는 수출부문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

력을 개선시켜 수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 수출금융 자

체를 금융지대(financial rent)를 획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만듦으로써 수출금융

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더 많은 기업들을 수출부문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외로부

터의 상업차관에 대해 국가는 부채의 보증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해외부채를 국내기업들

에 전달하는 매개자에 머물렀다면, 국내은행들이 제공하는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부채를 스

스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비록 1965년의 금리현실화조치화 이후 은행예금규모

는 현저히 확대되었지만, 기업들의 대출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했기 때

문에 추가적인 부채의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다. 

    

<그림3-1> 예금은행의 수출금융과 한국은행의 재할인 비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그런데 수출금융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기에 그 수

요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융자를 제공하는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국가가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가장 핵심적 수단인 수출금융을 지속시키

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들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했던 동시에 낮은 금리에 



70 

따른 은행들의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했다. 당연하게도 이는 정부의 재정자금을 통해 충당되

어야 했지만, 당시의 재정상황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신 국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여 부채자금을 스스로 ‘창조’하는 위험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식

을 선택했다. 앞의 <그림3-1>은 전체 예금은행대출에서 수출금융이 차지하는 비중과 예금

은행의 수출금융에서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1967년 총대

출금의 9.4%에 달했던 예금은행의 수출금융비중은 1969년 6.2%까지 하락했다가, 이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974년에는 14.8%에 도달했다. 그리고 예금은행의 수출금융 가운데서 한

국은행의 재할인을 받았던 비중은 1967년에 32.4%에 불과했지만, 1969년부터 급격히 상승

하여 197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 내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수출금융의 

절대다수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창조된 부채였음을 의미한다. 즉 예금은행이 수출기

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한국은행이 재할인을 통해 이 대출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예금은행에 

수출금융의 자금을 대량으로 공급해주었던 것이다.   

(3) 재벌의 전략: ‘금융지대’의 추구와 고도기업부채모델의 출현

차관금리는 국내의 일반대출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따라서 기업들의 입

장에서는 해외차관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활적이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인가된 모든 차관

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며, 또한 차관도입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금융

지원 또한 제공했기 때문에 차관의 확보는 기업들에게 이중의 특혜가 되었다.27) 상업차관

의 금리는 가중평균치로 5~8%로서, 물론 차관의 상환은 외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

부담뿐만 아니라 환율상승에 따른 추가부담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

단 외채도입에 성공만 한다면 기업들은 적지 않은 금리차액을 남길 수 있었다(김낙년, 2002:

135). 이는 국내은행들이 제공하는 수출금융 또한 마찬가지였다. 은행예금금리는 비록 1965

년 금리현실화조치 이후 30%까지 인상되었지만, 수출금융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6%대를 유지했다. 일반대출과 상업차관/수출금융 사이의 금리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창출했다.   

<표3-3>은 환율 및 부채와 관련된 경제적 지대의 규모 추이를 보여준다. 1950년대까지는 

주로 원화의 과대평가와 그에 따른 수입규제가 실행되어 수입권의 획득을 의미하는 외환배

정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김낙년, 2002: 132). 하지만 1960년대 초

27) 그런데 정부는 상업차관을 획득하려는 차입기업들에게 보증원금의 100% 이상을 선취담보로 제출할 것

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담보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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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율현실화조치 이후 환율관련 지대의 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대신 부채에 관련

된 지대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채관련 지대는 196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70년대에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25%를 넘어설 정도였다. 은행대출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규제금리가 적용되었기에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사채금리에 비해 매우 낮았

고, 이러한 격차가 주요한 지대를 구성했다. 그런데 일반은행대출은 대부분 시설투자자금으

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대상은 수출금융과 상업차관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기업부문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판매의 확대를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부채의 확대를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적 전략에 경사되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환율관련 
지대 (A)

부채관련 지대 총계
(A+B)대출 수출금융 상업차관 합계(B)

1955 15.0 2.7 - - 2.7 17.6

1956 11.9 3.9 - - 3.9 15.7

1957 12.0 4.8 - - 4.8 16.7

1958 12.6 6.0 - - 6.0 18.5

1959 10.5 7.3 - - 7.3 17.8

1960 10.8 7.7 0.3 0.1 8.0 18.9

1961 2.2 8.5 0.1 -0.3 8.4 10.6

1962 0.5 9.0 0.2 0.7 9.9 10.4

1963 5.0 6.1 0.2 2.0 8.3 13.3

1964 4.0 5.8 0.2 -0.6 5.4 9.4

1965 2.9 5.8 0.3 2.8 8.9 11.8

1966 2.2 5.6 0.2 7.1 13.0 15.1

1967 2.4 6.2 0.7 11.6 18.4 20.8

1968 2.4 8.2 0.7 15.2 24.1 26.5

1969 3.0 9.3 0.7 16.5 26.5 29.5

1970 2.3 9.5 0.9 15.4 25.9 28.1

<표3-3> 국민총생산(GNP) 대비 경제적 지대의 규모와 추이

단위: % 

자료: 김낙년(2002: 133)에서 재구성 

주1: 환율관련 지대의 규모는 [수입액(달러)×(시장환율–공정환율)]/GNP로 계산함.

주2: 부채관련 지대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계함.

  a) 예금은행대출 지대: [대출액(수출금융제외)×(사채금리–예금은행평균대출금리)]/GNP

  b) 수출금융 지대: [수출금융대출액×(사채금리–수출금융금리)]/GNP

  c) 상업차관 지대: [은행의 차관지급보증액×(사채금리–차입금리-환율변동율)]/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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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부채의 획득이 엄청난 규모의 지대를 보장해주면서, 이제 

기업들은 수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수출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부채의 확보에 몰두하

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실적과 금융지원규모를 연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출하는 

기업일수록 저금리의 부채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지대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적지 않은 기업들은 지대획득의 전제로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생산

비 이하로 설정하여 오히려 수출이 증가할수록 손해를 보는 ‘출혈수출’ 상태에 있었다. 예컨

대 수출실적이 양호했던 면방직산업에서조차 수출 달러당 51.1원의 손실을 볼 정도였다(김

양화, 2001).28) 기업들은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저리의 부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수출기업의 수익성압박은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출을 통해 외화수입이 지속되는 한 해외로부터 추가적인 부채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수출증가를 유지함으로써 만기가 다가

오는 기존의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차환(借換)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제공

하는 저금리부채는 수출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수출의 증대는 다시 더 많은 부채를 공

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었던 셈이다. 수출실적과 부채조달기회를 연결시킴으로서 수

출주의 부채경제를 지속하고자 했던 정부시책은 최고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들이 동시에 최

대채무기업이 되는 모순적 경향을 낳기도 했다. 예컨대 1971년 제8회 ‘수출의 날’ 행사에서 

높은 수출실적으로 상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실기업이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었다(이정은, 2010: 260) 

이처럼 부채와 관련된 지대소득으로 인해 재벌들은 더 많은 부채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

했다. 재벌들은 부채, 즉 시장금리와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가격을 가진 부채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재벌들은 상업차관과 수출금융, 그리고 예금은행의 일반대출로 조

달한 부채로 투자를 확대했는데, 지대추구적 경영전략 하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안정이 생산

성보다는 기업규모 자체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29) 투자의 성격 역시 원가절감을 위한 

합리화투자보다는 생산규모 증대를 위한 설비확장투자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김상조, 1993:

28)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주로 낮은 수출상품가격에 의존했다. 만약 

국가에 의한 직접적 보조금과 금융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이 없었다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엄청난 ‘출혈수출’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1달러에 해당하는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기업들은 

당시 환율로 평균 1.5달러에 해당하는 348원(직접보조금과 이윤 포함)을 지출해야만 했다(Kuznets, 1977:

159; 서울사회과학연구소, 1991: 185). 

29) 기업규모의 확대는 곧 담보능력의 제고를 의미했기 때문에 부채조달능력을 향상시켰다. 재벌들은 부채

를 통해 규모의 확대에 주력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 규모확장

에 투입되는 자기확장적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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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뿐만 아니라 재벌은 저금리로 확보한 부채를 은밀히 사금융시장에서 유통하여 고금리

의 대출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재벌은 사채자금의 

수요자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공급자였던 것이다(콜 ․박영철, 1984: 1981-1982; 최진배, 1989).  

<그림 3-2> 제조업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국가주도 부채경제에서 부채는 수출주의 성장의 수단이었다. 국가는 수출부문에 저금리대

출을 제공함으로써 1950년대까지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재벌들을 수출부문으로 유인

할 수 있었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성장전략은 이

후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지속된 한국 재벌의 고유한 기업형태였던 ‘고도부채기업모

델’(model of high-debt corporation)의 형성에 기여했다(웨이드 ․베네로소, 1998). 부채가 국가

의 관점에서 성장의 수단인 동시에 재벌을 규율하는 수단이었다면, 재벌의 관점에서는 ‘지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원이자 특권이었다. 물론 이러한 특권을 획득하기 위

해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수출실적)에 부합해야 했다. 그리고 기준을 충족하여 저금리

부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면, 이후에 추구해야 할 전략은 부채를 기반으로 

기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높은 부채비율에 기반한 기업규모의 공격

적 확장은 재무구조의 악화를 동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존의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진다

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했다. 대규모 기업일수록 담보력을 바탕으로 추가차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파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더 클 것이기에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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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업회생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Woo, 1991: 12). 이른바 ‘대마불

사’(大馬不死)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이다. <그림3-2>는 1960년대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으

나, 국가의 지급보증제도와 수출금융제도가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부터는 대기업, 즉 재벌

들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국가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재벌들은 

스스로 고도기업부채모델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절. 중화학공업화와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고도화

1960년대 후반까지 차관을 통한 지속적인 부채의 공급과 수출의 증가가 서로 상승작용을 

거치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1970년에 접어들면서 부채경제는 조금씩 균열을 보

이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지대수입을 위한 기업들의 과도한 차관규모의 확

대는 1970년대 초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상환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낳았고 

1970~1년 수출성장률둔화가 나타나자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다.30) 전체 수출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면방직산업이 주요수출시장인 미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타격을 입으면서 

1966~69년 한국의 평균수출증가율 37.4%는 1970~1년 31%로 하락했고, 기업부도와 부실기

업이 속출하여 지급보증은행의 대불(代拂)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평가절하를 단행했지만 이는 오히려 차관상환비용을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

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Collins and Park 1988; Woo, 1991: 126). 이에 따라 

1970년에는 60년대 내내 빠르게 증가해왔던 신규 차관규모(확정액)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물론 도착액 기준으로는 차관의 감소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이는 차관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부채경제에 어떤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임은 분명했다. 1969년 세계

은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주로 단기상업차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상환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무역적자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31) 실제로 차관도

입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률(DSR)32)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67년 5.2%에서 

30) 차관의 원리금 상환액은 1966년의 1,600만 달러에서 1970년에는 2억6,000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그 결

과 수출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같은 기간에 6.2%에서 31.4%로 급상승했다(크루거, 1981: 161).

31) <매일경제> 1969년 4월 2일, “차관형태 전환을 촉구.”

32) 원리금상환부담률 혹은 채무상환비율(Dept Service Ratio)이란 대외채무상환액을 같은 기간중의 총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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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는 18.4%로 급증했다(재무부 ․한국산업은행, 1993: 131).33) 

이처럼 1970년대 들어서 동시에 발생했던 기업들의 금융비용의 상승과 수출실적의 악화

는 수출주의 부채경제가 심각한 역기능에 빠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상업

차관도입시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부실차관기업체를 정리하는 동시에, 수출물량의 무조건적 

확대보다는 ‘외화가득율’ 중심으로 수출육성책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대응했

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이정은, 2010). 이러한 대응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대

응은 1972년의 8월 3일에 전격 발표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 ․ 3 조치)이었다. 

이 조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금융시장이 동결되었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금리

가 월 1.35%(연 16.2%)로 강제적으로 대폭 하향조정되었으며, 사채업자들이 기업들에 제공

한 단기대출금 잔액의 30%가 장기저리대출금으로 전환되었다. 8 ․ 3 조치는 197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악화되었던 재벌들의 부채상환부담을 극단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완화하

고 지원하는 것이었다(이성형, 1985). 또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조

치로 일반은행대출금리가 기존의 연 20%에서 연 16.5%로 인하되었다. 이는 1965년의 금리

현실화조치 이후 여섯 번째의 금리인하 조치이자 가장 큰 폭의 인하였다. 이로써 금리는 금

리현실화조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했다(한국은행, 1973: 44-51).  

가장 결정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닉슨독트린 이후 고조된 안보위협과 보호무역주의의 상황

에서 무모해 보이는 시도를 감행했다. 그것은 바로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에서 전격 발표된 ‘중화학공업화’였다.34)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화가 방위산업의 성

장에 기여함으로써 무기자립화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노동

집약적 저가소비재 중심의 수출시장에서 탈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와 생산재를 국산화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수출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

로 인식했다. 요컨대 중화학공업화는 경공업제품의 중공업제품으로의 수출대체와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대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1973년 국무총리기획조정

실이 발표한 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은 “경공업발달만으로는 수출의 확대와 자립경제의 

으로 나눈 값이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외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오늘날에는 18% 

정도가 외채위기의 위험을 알리는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33) 1969년 83개 외자기업체에 대한 기업진단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체의 49.4%를 차지하는 41개 업

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무부 ․한국산업은행, 1993: 130).

34) 중화학공업화 계획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관료들을 배제하고 성장지향적인 성향을 지녔던 상공부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중화학공업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조

직구성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1970년대 초반까지 경제정책수립의 핵심이었던 경제기획원이 점차 주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Haggard, 1994: 34; Kim, 199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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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 한계점이 있다는 인식” 아래 “우리나라 공업의 해의의존성을 탈피하고 공업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한 시설재 및 중간재의 자급이 시급한 과제”

라고 주장하면서 중화학공업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희, 1999: 101; 류상영,

2011). 1972년의 유신헌법이 1970~1년 부채경제의 균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었다면,35) 

‘100억 달러 수출’을 명시적 목표로 추진된 1973년의 중화학공업화계획은 그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었다. 그런데 이미 차관의 원리금상환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자본이 투입될 중화학공업화는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이 지적했듯이 명백히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다. 국제금융기관들은 한국이 제시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수출주력부문인 

면방직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권고했다(Woo, 1991: 131).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것은 역설적으로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논리의 더욱 공격적인 추구였다. 정부는 1971~72년

에 나타난 수출성장률의 둔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화가 유력한 대안이며,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부채조달과 중화학공업부문으로의 자원집중이 필

수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부채경제의 균열을 보다 공격적인 부채조달을 통해 봉합하려 했던, 일견 ‘비합리

적인’ 이러한 시도는 1970년대 초반의 예상치 못한 세계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합리적 

결과’를 산출했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에서 시작되었다. 석유파동 이후 

유가가 급증하면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산유국들은 대규모의 오일달러를 보유

하게 되었고 이를 유로달러시장에 예치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의 시기가 형성되

었다. 오일달러는 영국과 미국의 민간은행들에 의해 주로 제3세계의 발전도상국들로 환류되

었다. 특히 1971년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붕괴한 이후, 과거 세계금융시

35)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기능 현상은 경제영역에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9년 3선개헌을 거치면

서 야당과 정치적 반대파들이 빠르게 결집하였고, 이들은 부채의 선별적 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와 

재벌 사이의 이른바 ‘정경유착’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1969년 전국섬유노조의 파업, 1970년 전태

일 분신,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농촌에

서도 1960년대 동안 지속되었던 저곡가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복

합적인 사회적 불만은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의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로 표

출되어 박정희 정부를 위협했다(Haggard, 1994: 28).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1969년 양곡수매가를 인

상하고 1971년 새마을운동을 개시하여 농민층을 포섭 ․동원하는 한편, 1970년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

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기존의 억압과 배제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물론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유신헌법’의 제정이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는 다양

한 사회세력과 요구들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국가주도적 경제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관

철시킬 수 있었다(임혁백,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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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발전을 억압해왔던 다양한 규제들이 제거되었고 이에 따라 보다 높은 금융적 수익을 

목표로 국경을 넘나드는 초민족은행들의 활동이 증가했다. 이는 곧 한국과 같은 자본부족 

국가들이 과거에 비해 ‘더 쉽고 싸게’ 해외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완, 2001: 56-64; 아리기, 2008: 538-9).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한국은 

과거보다 더 손쉽게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부채뿐만 아니라, 과거에 도입된 상업차관을 차

환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부터 형성된 ‘보다 자유로운 세계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규칙

은 하나였다. “수출이 증가한다면 낮은 가산금리(spread)와 풍부한 신용을 얻을 것이고, 경

상수지가 악화된다면 높은 가산금리와 충분치 못한 대출만이 가능할 것이다”(Woo, 1991:

151). 금융시장의 논리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해외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부채의 규모 및 가

격과 수출실적 사이의 연관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특히 초민족은행의 입장에서 한국은 매

우 모범적인 채무자였다. 수출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그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 

실적도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초민족은행의 풍부한 부채공급은 1970년

대 중화학공업화 국면에서 한국정부가 막대한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해외로부터 조달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사공일, 1993: 146; Cho and Kim, 1997: 60).

196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국면에서 해외부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1970년대 초 저금리기조로의 전환은 예금은행들의 저축동원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해외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표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화학공업화

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중반 이후 해외로부터의 부채조달규모는 더욱 증가했다. 특

히 1970년대 초반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금융기관차입’의 증가가 1974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36) 실제로 1976년 1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유로달러시장의 초민족은

행들이 비산유국가들에게 제공한 총신용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8.7%인 73억 달러로, 멕시

코(23.7%)와 브라질(20.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Frieden, 1981: 412). 그런데 공공차관이 

과거 무상원조의 성격을 계승한 장기저리의 부채로서 정부간 혹은 국제기관과 정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상업차관은 공급자신용으로서 해외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수입업자에

게 제공하는 할부금융의 일종으로서 시설재와 중간재 등을 현물형태로 구매한 국내기업들이 

할부신용을 제공한 수출국가의 은행에게 분할납입하는 형태였다. 이에 반해 금융기관차입은 

국내은행과 해외은행 사이의 현금성채무의 직접차입(bank loan)의 형태였다. 1970년대 초까

36) 1960년대 후반부터 차관중심의 외자도입방식을 탈피하여 금융신용 및 선진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형

태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이 주도하는 금융기관차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0년

대 초반까지 이들 은행이 도입한 해외차입은 2,500~5,0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고리의 단기차입이 주종을 이루었다(재무부 ․한국산업은행, 199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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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내은행들은 상업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업무에만 치중하였으나, 중화학공업화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초민족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환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컨대 해외부채의 차입자 구성을 보면, 1961~69년에는 

공공부문이 21.6%, 민간부문이 74.9%, 은행부문은 3.5%였지만, 1977~81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26.5%, 41.8%였던 반면 은행부문은 31.8%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Cho

and Kim, 1997: 61). 당시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가의 실질적 소유 하에 있었음을 고려한다

면, 이는 부채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단지 부채보증자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부채조달자

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년도 원조
공공차관

(도착액)

상업차관

(도착액)

금융기관

차입
수출 수입

1969 107 139 410 30 623 1,824

1970 82 115 367 25 835 1,984

1971 51 303 345 90 1,068 2,394

1972 6 324 326 20 1,624 2,522

1973 - 403 461 49 3,230 4,240

1974 - 385 603 218 4,460 6,850

1975 - 477 801 200 5,080 7,270

1976 - 713 839 131 7,720 8,870

1977 - 636 1,241 300 10,050 10,810

1978 - 817 1,913 328 12,710 14,970

1979 - 1,089 1,578 1,522 15,060 20,340

<표 3-4> 차관도입과 금융기관차입 규모 및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달러 

자료: 재무부 ‧한국산업은행(1993)에서 <표 4-4>, <표 5-5> 및 <부록 1. 외자도입실적>

주: 금융기관차입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내은행차입과 외화채권발행의 합임.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이 주도했던 ‘금융기관차입’의 증가는 국가의 입장에서 공공차관이나 

상업차관에 비해 뚜렷한 이점을 제공해주었다.37) 우선 금융기관차입은 초민족은행들 사이의 

대출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조달비용이 저렴했고 만기 또한 길었다. 그리고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의 경우 대부분 그 목적이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에 고정되어 있거나 생

37) 금융기관차입에는 산업은행과 외환은행 외에도 한국은행, 일반시중은행 및 종합금융회사가 참여했지만, 

전체 금융기관차입 가운데 외환은행이 51.0%, 산업은행이 29.1%(1978년 현재)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이 두 기관이 주도했다(재무부 ․한국산업은행, 1993: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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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설비구입과 관련된 공급자신용이었던 데 반해, 금융기관차입을 통해 조달한 부채는 국가

에게 그 지출에 있어서 높은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해주었다. 

1970년대는 한국 부채경제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시기였다. 중화학공업화는 1960년대에 형

성된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논리를 극단화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해외의 금융기관차입

을 통해 조달한 부채를 ‘정책금융’(policy finance)으로 활용하여 중화학공업화의 목표를 달성

하고자 했다.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수출증진 및 중화학공업화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부문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부채를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일련의 선택적 

신용조절체계로서, 우대금리와 같은 ‘가격수단’과 선별융자와 같은 ‘물량수단’으로 실행된다

(김중웅, 1986: 45). 사실 재벌들은 1973년 정부가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한 이후에도 관련부문

의 투자에 나서기를 주저했다. 이미 경공업부문의 국내시장에서 지배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

했고, 정부지원으로 경공업제품의 수출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회

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그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자금을 

투입해야할 중화학공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보다 확실한 보

장을 원했다. 물론 유신 이후의 박정희 정부는 과거보다 더욱 직접적인 정치적 강제력을 행

사함으로써 재벌들을 얼마간 순응시킬 수 있었지만 그것이 단지 정치적 수단에 머무르는 

한 그 한계는 분명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적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1960년대에 수출부문으로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었던 경제적 지대(rent)을 활용하는 것이었

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가격수단을 통해 중화학공업관련 투자에 ‘차별화된 금리’를 제공함으

로써 다시 한번 재벌들을 유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1960년대를 거치면서 덩치를 키운 재벌

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당근’의 크기는 더욱 커져야만 했다. 

<표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선 정부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965년의 금리현실화조치 이후 형성되었던 고금리기조를 완전히 포기하고 1972년부터 저금

리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금리와 일반대출금리 모두 20%대에서 10%대로 하

락했는데, 더욱 중요하게는 기존의 수출금융 이외에도 일반대출금리와 정기예금금리까지도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의 금리변

화를 보여주는 2절의 <표3-2>와 비교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비록 수출부문육성을 위해 

수출융자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던 우대금리체계와, 기업들

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낮게 유지했던 역금리체계는 1960

년대와 1970년대에 모두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를 살펴보면 정기

예금의 경우 1965~1971년 12.7%에서 1972~1979년 –5.4%로, 일반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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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에서 –4.0%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금리정책은 1960년대와 달리 단순히 대

출에 대한 금융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심지어 국내저축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채무자, 

즉 재벌들의 지대 이익을 극대화했던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표3-5>에서 나타나듯, 수출

부문에 대한 우대금리는 지속되었고,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

성된 국민투자기금의 대출금리 역시 일반융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융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정책금융에 종속되어 가계나 중소자본에게는 대출기회가 제한

되었기 때문에 저금리의 이득은 재벌들이 독점할 수 있었다.     

연 도
물가상승률

(GNP deflator)

정기예금

금리

대출금리
사채금리

일반융자 국민투자기금 수출융자

1971 12.9 22.0 23.0 - 6.0 46.4

1972 16.3 15.0 17.5 - 6.0 39.0

1973 12.1 12.6 15.5 - 7.0 33.2

1974 30.4 15.0 15.5 12.0 9.0 40.6

1975 24.6 15.0 15.5 12.0 9.0 47.9

1976 21.2 15.6 16.0 14.0 8.0 40.5

1977 16.6 15.8 16.0 14.0 8.0 38.1

1978 22.8 16.9 17.0 16.0 9.0 41.7

1979 19.6 14.4 18.5 16.0 9.0 42.4

<표3-5> 물가상승률과 금리의 변화 (1971~197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가격수단을 통해 재벌들을 중화학공업부문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

한 국가는 이후 선별융자라는 물량수단을 통해 타부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조달부채의 대부분을 중화학공업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외형적 성장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기구는 산업은행과 국민투자기금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산업은행은 해외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초민족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으

로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동시에 이렇게 조달

한 부채를 중화학공업부문에 집중시키는 데에도 중심적 기능을 담당했다. 산업은행은 중화

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4~1980년에 전체 시설자금대출액의 평균 87.1%(총대출액

으로는 평균 84.9%)를 한국전력, 철도청, 포항제철과 같은 공기업과 30대 재벌에 집중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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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승석, 1996). 이처럼 주로 해외로부터 중화학공업화의 재원을 조달했던 산업은행과 함

께, 국민투자기금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12월에 <국민투자기

금법>을 제정하고, 민감금융기관과 정부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출연하여 중화학공업화의 필요

재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금증가액의 약 10~30%를, 보험회사의 경우 수

입보험료의 약 40~50%를, 그리고 공공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약 90%를 국민투자기금에 

출연했다.38) 국민투자기금의 중화학공업 지원비중은 설립초기인 1974년에는 54.8%였으나 

1979년에는 71.7%까지 상승했다. 특히 국민투자기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

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권이 매우 컸다(최용호, 1999: 100-1). 정부는 국민투자기금과 병행

하여 1974년 초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에 기존의 수출기업의 어음 외에도 중화학공업 적격

업체 수취어음과 원자재 수입금융을 포함시켜 중화학공업화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한국은행

은 일반은행에 대한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을 금융지원의 우선산업으로 지정

함으로써 일반은행의 대출 또한 정책금융의 배분창구로 활용하였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중화학공업화가 물량적 목표달성 위주로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통화증발이 더욱 가속화되었

다(이영세 외, 1987: 53; 금융개혁위원회, 1997: 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정책금융(A) 3,048 4,117 5,994 7,338 10,387 14,556 19,579 25,767 36,116 60,627 84,530

총대출금(B) 6,927 9,372 12,242 15,413 20,370 30,118 38,568 48,672 63,433 93,160 130,642

A / B 0.440 0.439 0.490 0.476 0.510 0.483 0.508 0.529 0.569 0.651 0.647

<표3-6> 총대출금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출처: 이영세 외(1987: 53) 

이처럼 중화학공업화는 성장정책의 수단으로서 부채의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총대출

금에서 정책금융비중의 뚜렷한 확대로 반영된다. <표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9년 

총대출금에서 44.0%를 차지했던 정책금융비중은 중화학공업화가 가장 정점에 달했던 1978

년 65.1%까지 상승했다. 이는 기존의 수출금융에 집중되었던 정책금융의 내용에 중화학공

업에 대한 집중적 선별융자가 추가된 결과였다. 기관별 정책금융 지원실적비중을 보면, 

38) 하지만 이렇게 반민반관(半民半官)의 구성으로 조성된 국민투자기금 가운데 실제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출연된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 절대다수는 민간금융기관들이 출연한 자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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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의 경우 특수은행(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포함) 자금이 37.0%로 가장 높았고, 한국

은행의 재할인이 19.5%, 외화신용이 19.1%로 그 뒤를 이었다(이영세외, 1987: 53-5). 이 중 

특수은행자금과 외환신용의 원천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조달한 부채였으며, 재할인은 한국은

행의 통화증발에 기반한 것이었다. 반면 정부의 순수보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금이 

정책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1978년 5.0%)은 매우 낮았다.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금융은 재벌들의 급속한 외형적 성장에 기여했다. 정책

금융을 통해 조달한 저리의 부채를 바탕으로 재벌들은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부응했던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재벌은 195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1970년대의 재벌과 그 이전 시기의 재벌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중화학공업화 이후의 재벌들은 투자규모와 축적규모에 있어서 이전 시기와

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을 뿐더러, 1960년대까지 재벌들은 대개 삼백산업을 비

롯한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데 반해 1970년대 재벌들은 기간산업부문을 

장악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1973~78년 한국

의 국민소득은 평균 9.9% 성장했던 반면, 같은 시기 동안 한국의 5대 재벌은 30.1%, 10대 

재벌은 28.0%, 20대 재벌은 25.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률보다 재벌

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상위 재벌일수록 더욱 빠른 축적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결과 1973년 5대 재벌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였으나 1978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8.1%와 

18.4%로 상승하였다(조준현, 2000: 202-205; Hundt, 2009: 69). 재벌들의 이와 같은 성장은 대

개 중화학관련 계열사와 투자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예컨대 주요 재벌 가운데 삼성

은 1970년 전체 사업부문 중 중화학공업부문의 자산비중은 8%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28%까지 증가하였고, 대우는 0%에서 38%까지 증가하였다.39) 또한 효성은 1972년에서 

1978년 사이에 19%에서 47.6%, 한화는 86.2%에서 93.6% 증가했다(김승석, 1996; Kim,

1997: 155).40) 그런데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재벌의 규모증대 경향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특

39) 현대의 경우, 오히려 85%에서 51%로 그 비중이 감소하는데, 이는 1970년대 해외건설붐에 따른 현대건

설의 자산증가 때문이었다. 실제로 현대그룹의 총자산 중 현대건설의 자산비중은 1970년에서 1980년 사

이 15%에서 37%로 증가했다(Kim, 1997: 155, 158-9). 

40) 당시 4대 재벌(현대, 대우, 삼성, 럭키금성) 가운데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따른 금융지원의 이득을 극대

화한 기업은 현대와 대우였다. 현대는 1970년대 정책금융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부문으로 진출하기 시작

하여 1980년대 이후 주력산업으로 삼을 수 있었고, 1970년 초까지 의류수출에 주력했던 대우는 불과 몇 

년만에 자동차, 중공업, 조선 부문의 관련계열사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럭키금성은 이미 1970년

에 총자산의 93%가 중공업부문(전기 ․전자포함)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금융의 이득을 거의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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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른바 ‘다각화’(diversification), 즉 계열기업군의 증가라는 

형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재벌은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

존의 사업부문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경공업영역의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새로운 계열기업을 추가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건설, 그리고 

금융과 같이 중화학공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관련산업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72년 계열기업수 79년 계열기업수

현대 6 (5) 31 (15)

럭키금성(엘지) 18 (14) 43 (24)

삼성 16 (15) 33 (26)

대우 2 (3) 34 (20)

효성 4 (4) 24 (15)

국제 3 (5) 22 (16)

한진 8 (10) 15 (15)

쌍용 6 (7) 20 (13)

한국화약 7 (8) 18 (16)

선경 5 (6) 14 (16)

<표3-7> 10대 재벌의 계열기업군 변화추이 

  괄호안은 연관산업수

         자료: 이한구(2010: 192)

중화학공업부문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주된 수혜자이자, 비관련사업부문으로의 다

각화를 위한 부채의 거대한 수요자로서 재벌의 부채규모는 1970년대에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더욱이 1970년대 말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실물자산확보를 위한 재벌

의 부채수요는 더욱 강화되어 평균부채비율은 500%를 상회할 정도까지 폭증했다. 특히 재

벌의 계열기업군의 확대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담보가치의 증가로 인해 재벌들이 국가

의 지원과는 별개로 은행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추가차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켰던 것이

다.41) 하지만 이와 같은 부채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말까지 총

했고, 따라서 주로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나 합작에 의존했다. 삼성의 경우,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관련

투자를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매우 조심스러웠고, 여전히 경공업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1980년에 삼

성의 총자산중 경공업부문 비중은 29%였고 중공업부문은 28%로, 미세한 차이지만 경공업부문의 자산비

중이 다소 높았다(Kim, 1997: 155-157).

41) 계열사들을 각각의 독립기업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개별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의 단순 

합으로 측정하는 재벌그룹의 부채비율은 실제 부채규모를 과소평가하거나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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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총산출의 증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수요와 경상수지의 단

기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추가적인 부채조달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사

회적 ․경제적 비용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박영철, 1985: 80). 이는 1970년대 초 국

가주도 부채경제의 균열에 대한 ‘부채경제적’ 대응으로 추진되었던 중화학공업화가 결국 더

욱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4절. 국가주도 부채경제에서 중소자본과 가계: 비용전가와 배제

(1)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저축자-채권자’에서 ‘투자자-채무자’로의 소득이전

1960년대에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분배의 개선을 경

험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추세는 지속되었지만, 오히려 

소득분배상의 효과는 60년대보다 더욱 악화되었다(Choo, 1980: 288-9).42)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을 매개로 하는 국가와 재벌의 유착관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

시키고 있다는 인식은 잠재적이지만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의 원천이었다. 이는 1970년대 후

반부터 고조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더욱 격화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빠른 속도의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통제정책에 힘입어 1976–77년에는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1978년 이후 물가는 다시 연 20% 이상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들의 부채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에 기인했다. 수출부문과 중화학공업부문으로의 막대한 저리의 부채공급과 더불

어 1977년 일시적으로 조성된 경상수지흑자 및 해외건설수주의 급증으로 인해 통화증발이 

지속되었다.43) 뿐만 아니라 재벌을 중심으로 해외로부터의 현금차관이 증가했고,44) 정부 또

대 대우그룹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한 부채비율은 397%(1980년 현재)로 다른 재벌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계열사들의 집합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간주하는 ‘연결재무제표’로 측

정한 대우그룹의 부채비율은 1979년 현재 1,574%에 달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는 Kim(2009: 130-132)

을 참조할 수 있다. 

42) 이러한 소득분배의 역전현상은 불평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수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1965년 0.3439에서 1970년 0.3322로 하락했다가 1975년 0.3808로 다시 상승했으며, 타일척

도(Theil index) 역시 각각 0.2263, 0.2049, 0.2505로 변화했다. 마찬가지로 10분위분배율은 1965년 

0.4626, 1970년 0.4716, 1975년 0.3716으로 변화했다. 이는 모두 1960년대의 소득분배불평등은 감소했으

나, 1970년대 이후 다시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Choo, 1980: 288-9). 

43) 물론 이 시기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증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동건설붐과 함께 국내의 숙

련노동자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면서, 노동력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임금의 상승을 가져왔다. 

또한 주택공급의 부족과 이와 결합된 부동산투기는 부동산가격의 급증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

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채경제에 내재한 확장적 통화정책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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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중화학공업부문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차입을 통해 

부채공급을 더욱 확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은 이미 과잉설비문제를 노정하고 있

었기에 확대된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2차 석유파동에 따른 유가인상으로 인

해 1979년 도시물가상승률은 18.8%, 1980년에는 38.9%에 이르렀다. 또한 재정확보를 목표

로 1976년 전격 도입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업들은 상품가격인상으로 대응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콜 ․박영철, 1984: 227-231; Woo, 1991; 사공일, 1993: 146). 

이미 2절에서 확인했듯이, 1970년대 국가는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부채를 조달하는 한

편, 국내에서는 저축동원을 통해 신용을 창조하여 대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확보한 자금을 중화학공업부문으로 집중시키기 위

해 부채의 가격과 물량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시장금리와 정책금

리(우대금리)가 병존하는 이중금리체계가 형성되었고, 각각의 금리는 사금융시장과 공금융시

장이라는 각각 별개의 금융시장에 적용되었다. 두 금리 사이의 격차는 주로 규제금리가 적

용되는 은행신용을 독점했던 재벌들에게 지대수입의 원천이 되었다. 특히 1970년대의 인플

레이션은 지대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기 때문에 재벌들은 부채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보함

으로써 지대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국가주도 부채경제에서 부채는 단순히 산업

정책을 위한 자금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저축자–채권자’와 ‘투자자–채무자’ 사이에서 차별적 효과를 낳았다. 우

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대규모로 투자해왔던 ‘투자자–채무자’로서 재벌들은 화폐가치

가 하락함으로써 부채의 실질부담의 감소를 경험했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물가상승에도 불

구하고 정책금융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공금융시장의 금리인상을 계속 규제하였기 때문

에, 1960~70년대 내내 정부의 강력한 저축동원의 영향으로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시켜왔던 

‘저축자’로서 가계는 저축의 실질가치하락을 감내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반영하는 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중산층 이하의 가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적인 근로소득감소와 이자소득감소를 

동시에 경험했다. 따라서 여유자금을 보유한 가계는 은행저축에 대한 아무런 동기를 가질 

수 없었고, 실질금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안정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금융시장에 

자금을 예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특수은행이었던 국민은행은 

44) 국내외의 금리격차로 인해, 해외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재벌들은 국내차입보다 더 저렴한 

해외차입을 선호했다. 당시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여신의 최고한도제, 통화안

정계정운용 등과 같은 긴축수단을 활용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재벌들의 해외차입경향을 강화하여 

유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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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현실화조치가 시행되었던 1963~69년에 조달자금 중 수입부금(受入賦金)은 연평균 48.7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실질금리가 뚜렷하게 하락한 1970~77년에는 28.6%로 큰 폭

으로 하락했고, 예수금(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증가율 역시 1960년대는 65.0%에 달했으

나, 1970년대에는 34.8%로 급락했다(대한금융단, 1978: 629).45) 이러한 이유로 국민은행은 

가계의 저축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대부분은 계(契)나 사채와 같은 사금

융시장에 의존했다. 그러나 사금융시장은 그 속성상 매우 불안전한 시장으로서, 실제로 

1970년대 신문지상에서는 서민들의 대표적 자금조달방법이자 동시에 저축의 형태인 ‘계’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계’는 윤번식 신용조합의 일종으로서, 순번이 빠를 경

우에는 대출의 성격이 강하고 순번이 느린 경우에는 저축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계는 그 

원리상 외부투자를 통해 자금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한 계원들 전체의 정

기적 불입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만약 계원들 중 누구 하나라도 불입하지 않으면 계조

직 전체가 해체되고 결국 이자소득은커녕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

는 그 원리상 매우 불안정했고, 실제로도 초기에 계금을 탄 계원이 남은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도망가 계원 전체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강준만, 2009).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시중은행

제조업

0.39

3.75

0.43

7.88

0.59

5.59

1.04

3.78

1.11

4.39

1.47

4.39

1.16

4.39

1.04

3.24

10.40

-0.57

<표 3-8> 금융업과 제조업의 총자본경상이익률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벌들에게 투자자금을 공급해왔던 ‘채권자’로서의 은행들 또한 시장금리

보다 현저히 낮게 강제된 정책금융의 대출금리로 인해 예대수입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수

익성의 전반적 악화를 겪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도 이자(지준부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낮은 역금리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차관도입기업들에 대한 대불금이 증가하

45) 다만 예수금은 1977년에 이례적으로 70.7%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는 고금리의 일정소득 이하

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형저축이 1976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반정기예금 금리가 연 

16% 수준이었던 데 반해, 재형저축의 금리는 20%가 넘었다(대한금융단, 1978: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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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은행수익성의 악화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최진배, 1996: 210-2). 이 때문

에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재할인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국은행은 통

화증발을 거듭해야 했다. 그러나 통화증발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은행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표3-8>은 이러한 이중금리체계로 인해 발

생한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수익성 격차를 보여준다. 1970년대 금융업은 제조업에 보조금

을 제공하고 비용을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며, 이에 따른 은행수익성의 악화는 오직 한

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지하여 유예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또 정책금융의 대상이 아닌 부문에 대해서는 은행신용의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였기 때문

에, 1970년대 내내 정책금융을 매개로 하는 은행신용의 거대한 채무자였던 재벌은 실질금융

비용 감소의 이익을 누렸던 반면, 은행신용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어 물가상승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사금융시장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했던 중소자본과 가계는 어떠한 실질금리하락의 

이득도 볼 수 없었다. 물가상승의 사회적 비용은 이처럼 중소자본과 가계로 전가되었던 것

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차별적 효과에 따른 사회적 불만은 누적되었고, 결국 1978년 총

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패배로 가시화되었다. 의석수에서는 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으로 

여전히 공화당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에서는 신민당이 32.8%로, 공화당의 

31.7%를 근소하게 앞질렀던 것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이와 같은 선거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2) 재벌로의 여신편중과 사금융시장: 중소자본과 가계의 배제

1960~70년대 국가가 부채경제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규제금리와 시장금리로 이

원화된 이중금리체계였다. 그런데 이중금리체계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그것에 의해 고착된 

이중적 금융시장구조에서 발견된다. 이중금리체계는 궁극적으로 한정된 금융자원을 특정부

문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러한 부채의 집중은 한편으로는 저리의 ‘규제금리’

에 접근할 수 있는 부문을 특권화했던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특권으로부터 배제

된 보다 광범위한 부문을 창출했다. 특히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특권적 부문과 배제된 

부문 사이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실질금리의 하락으로 저비용의 자금조달환경이 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이나 수출부문이 아닌 중소자본들과 가계는 공식적 금융기

관으로부터 부채를 조달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바로 이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켰던 

것이 바로 광범위한 금융 ‘암시장’(curb market)으로서 사금융시장이었다. 사금융시장은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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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8 ․ 3 조치’ 직후에 급속히 냉각되었지만, 1970년대의 부채경제 메커니즘에 의해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었고 이내 본래의 규모를 되찾았다. 결국 부채의 가격과 물량의 차별적 배

분을 통해 특정산업을 육성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전략은 이중적 금융시장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편에서는 주요재벌을 수요자로 하는 특권적 시장인 공식적 금융시장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기업과 가계를 수요자로 하면서 시장금리와 더불어 고도의 위험프리미

엄(risk premium)까지 지불해야 하는 비공식적 사금융시장이 병존했던 것이다. 

사금융시장은 그 성격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친지간에 이루어지는 원시적

인 개인신용시장 및 자조적인 계(契)에서부터 상업어음이 유통되는 비공식적 사채시장까지 

매우 다양한 성격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었다. 사금융시장을 공통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은 공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로서, 요컨대 공식적 금융시장은 정부

가 진입을 제한하거나 가격(금리)을 직접 결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사

금융시장은 이와 반대로 공적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경쟁적인 성격을 

지니는 부문이었다(콜 ․박영철, 1984: 115).46) 사실 사금융시장의 지속과 확장은 당시 부채경

제가 포괄할 수 없었던 요구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60~70년대 수출주

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가용금융자원이 수출부문과 중화학공업부문으로 총

동원되면서, 공식적 금융중개기관은 일반차입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소자본, 농민, 일반

가계 등의 금융수요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수요는 결국 시

장금리가 적용되는 부채의 공급시장을 창출했다. 또한 공식적 금융시장에 접근가능한 특권

을 지닌 재벌조차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는 자금은 대부분은 장기시설자금에 국한되었고 

그 규모 역시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운영자금 및 추가시설자금을 위해서는 

사금융시장을 활용해야 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금융시장금리는 자금의 수급사정, 차용자

의 신용도, 거래조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자유시장금리로서, 연 40~70%

에 이르렀으며 월 3~4%의 범위 내에서 민감하게 변동했다. 다른 한편, 여유자금을 가진 저

축자들도 1970년대 초반 이후 공식적 금융시장에서 지속된 저금리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과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고수익을 위해 사

금융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정부로부터 저리자금을 공급

46)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몇 차례에 걸쳐 추정된 바 있다. 예컨대 1972년의 ‘8 ‧ 3 조치’ 직후 정부는 기업들

의 자진신고 형태로 사채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신고액수는 총 3,456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행의 <금융통계>에 따르면 사금융시장의 전체규모는 1조1980억원이었고, 콜과 박영철이 추계한 1973년

의 사금융시장 규모는 2,464억원이었다. 이처럼 그 추계규모의 격차가 큰 것은 사금융시장의 지하경제적 

성격에서 비롯된다(콜 ‧박영철, 1984: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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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운영해온 시중은행과 대기업 역시 추가적인 금융수입을 위해 공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사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콜 ․박영철, 1984: 137-8; 전국상호신용

금고협의회, 1993: 74).

국가는 이러한 성격의 사금융시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입

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억제하거나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47) 가용한 

모든 금융자원을 정책집행을 위해 부채의 형태로 조달해야만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대규모 

사금융시장은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금융자원의 ‘저수지’(pool)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

니라, 국가의 직접적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광범위한 비공식 영역의 존재는 부채경제를 안

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심지어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

소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사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단속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1961년 쿠데타 직후에 실시된 농어민고리채 지불정지, 1962년의 화폐개혁, 1972년의 ‘8 ․ 3
조치’ 등은 그 단적인 사례로서, 이는 국가의 직접적 규제력이 미치지 않는 사금융시장에서

의 저축과 부채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공식적 금융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였

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시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예

컨대 사금융시장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국가개입의 사례로 평가되는 ‘8 ․ 3 조치’의 경우도, 

실시 직후에는 사금융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었지만, 불과 1년 뒤부터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

다. 사금융시장이 1960~70년대 부채경제의 필연적 귀결인 만큼, 부채경제의 메커니즘이 근

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이상 그 복원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결국 ‘8 ․ 3 조치’는 실패로 끝

나고 말았지만, 사금융시장에는 중대한 신호를 주었다. 다만 국가개입에 의해 언제든지 강

력한 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지면서, 그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사금융시장금리가 더욱 인상되었다.      

다른 한편, 1970년대 중반부터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우

선 주식시장은 ‘기업공개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주식공모를 강제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47) 사금융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 가설은 ‘대체성가설’로서 사금융

과 공금융시장이 대체관계에 있다고 파악하면서, 공금융시장의 금리가 시장금리에 수렴하면 사금융시장

의 자금이 공금융시장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가설은 ‘보완성가설’로서 사금융시장의 기능은 

공금융시장이 포괄하지 못한 기능을 보완적으로 담당한다고 파악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공금융시장이 

장기의 설비자금을 공급한다면, 사금융시장은 단기의 운영자금을 공급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입장은 금

리의 현실화가 사금융을 공금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콜 ‧박영철, 1984:

27-31). 다른 한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사금융시장을 ‘고리대자본’을 보는 입장과 ‘이자낳는 자본’

을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금융시장은 생산된 이윤에 대한 약탈적 성격을 지닌 시

장으로서 생산력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억압하는 효과를 낳는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자본증식에 기여함

으로써 차본축적에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최진배,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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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50개에 불과했던 상장기업은 1978년에는 356개사로 증가했고, 기업공개에 따른 공

모주 투자열풍과 우량주 공급 등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도 늘어났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주식시장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이었다. 특히 공모주 청약이 저금리상황에서 

대안적인 ‘고수익 ․저위험’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청약경쟁률이 평균 27배에 달할 정도

였다.48) 또한 1975년부터 산유국으로부터의 해외건설수주가 급증하면서 건설사가 주도하는 

주가상승이 진행되었다. 건설업종 주가지수의 연도별 상승률은 1975년에 256%, 1976년에 

130%, 1977년 135%, 1978년(6월까지) 97%를 기록했다(장진모, 2004: 52-9).49) 또한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1978년 8월 주요도시의 토지가격지수는 792(1970=100)로 나타났으며, 주

택가격은 전년대비 80%이상 상승했다. 이처럼 자금의 주요투자처인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려는 자금수요 또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1970년대 내내 한정된 금융자원을 오직 ‘선택된’ 소수의 부문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수요, 즉 부채조달에의 요구는 충족될 수 없었다. 더군다

나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1970년대 말부터 가속되었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통제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의 자금대출은 더욱 어려웠다.   

특히 중소자본은 1970년대 후반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들은 대기업에게 

편중된 은행여신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중소자본의 상급이익단체인 ‘중

소기협중앙회’ 회장은 1978년의 한 인터뷰에서 ‘대기업편중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50) 

대기업은 은행여신 외에도, 회사채발행, 기업공개, 국제금융 등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많으

나, 중소기업은 은행여신 외에는 오직 사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여신

마저 대기업에 편중된 나머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사금융시장으로부터 높은 사채금

리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51) 실제로 중소기협중앙회가 주관한 한 조사에 

48) 1976년 3월 한국비료의 공모에는 무려 6만2,000명의 청약자가 쇄도했다. 특히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해

준다는 조건 때문에 시골초등학교 교사, 일선 군인, 면사무소 직원까지 증권사로 몰려들었다. 또 거액투

자자들은 신속한 자금회전을 위해 조금만 이익이 나도 처분하려 했기 때문에 주권이 나오기도 전에 청

약영수증이 장외시장에서 대규모로 거래되기도 했다(장진모, 2004: 53).

49) 해외건설수주는 1977~80년까지 4년간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1979년에는 사상 처

음으로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건설의 국내총생산 기여도 9%가 넘었으며 해외건설취업자

가 2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주가 또한 폭등했다. 예컨대 삼환기업의 주가는 1974년 말 

380원에서 1978년 6월 8,295원으로 치솟았고, 동아건설의 주가는 1975년 초 740원에서 1978년 6월 

7,480원까지 수직상승했다. 당시 건설주의 10배 상승은 기본이었다(대한금융단, 1978: 131; 장진모, 2004:

58).

50) <매일경제> 1978년 7월 5일, “중소기협중앙회 김봉재 회장 인터뷰.”

51) 1970년대 금융기관의 대기업대출규모는 전체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 더욱 

강화되어 1983년에는 82.5%에 달했다(최진배, 1985: 332,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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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소기업의 48%가 공식적 금융기관여신을 받지 못해 단기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2)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중화학공업

경공업

10.53

13.31

7.91

9.04

10.38

10.59

10.19

12.16

10.14

13.70

9.81

14.29

10.09

15.85

12.51

16.62

수출부문

내수부문

11.06

12.46

7.95

8.86

9.82

10.88

9.82

12.56

11.34

12.25

12.43

11.88

12.68

12.25

15.70

13.80

대기업(제조업)

중소기업(제조업)

11.98

14.16

8.48

11.59

10.49

11.41

11.19

13.92

11.80

14.37

11.91

13.80

11.91

15.55

14.42

14.16

<표3-9> 부문별 차입비용의 차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표3-9>은 1970년대 중소자본이 직면했던 부채조달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중화학공

업과 수출부문은 주로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데 반해, 경공업부문과 내수소비재부문은 

중소자본들의 주력업종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은행을 매개로 재벌부문으로 저

금리의 부채를 집중시켰기 때문에, 중소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사

채자금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는 중화학공업부문으로의 정

책금융대출이 더욱 집중되었는데, 1975~77년간 총은행대출의 거의 60%, 그리고 1978년에는 

정책금융의 95%를 중화학공업부문이 차지함으로써 경공업부문은 보다 낮은 비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World Bank, 1987)

이러한 사정은 가계 또한 마찬가지였다. 국민은행은 1961년의 군사쿠데타 직후 이전의 무

진(無盡)53)이나 계(契)를 대체하기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1963년 설립되었다. 국민은행은 

‘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 모든 업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소액의 가계여유자금을 흡수하여 ‘서

민가계’에게 생활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서민들의 저축과 대

출관련 금융수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면서 1963~71년간 연평균 94,270명의 저축자를 확보

52) <매일경제> 1978년 5월 19일, “기협중앙회조사 금융기관 혜택 적어.”

53) ‘무진’이란 ‘계’와 마찬가지로 ‘윤번식 신용조합’(rotating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s)의 일종으로서 일

본에서 도입되어 회사조직으로 발전한 조직이다. 하지만 ‘계’가 공동체내의 상호부조 성격이 강한 자생적 

조직이라면, ‘무진’은 보다 경제적 성격이 강한 금융회사의 형태이다. ‘무진’은 19세기 말부터 일본인들의 

조선거주가 늘어나면서 국내로 진출했고, 식민지 시기를 거쳐 급속하게 성장했다(이명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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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그림3-3>가 보여주는 것처럼,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은행의 성격은 1970

년대를 거치면서 반전되었다. 설립초기에는 가계대출과 같은 순수서민자금비중이 90% 이상

에 달했지만,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74년 이후에는 40% 미만으로 축소되었

고 절반 이상을 기업대출로 운용하였다.

<그림 3-3> 국민은행의 가계 및 기업대출금 비중 

      자료: 대한금융단(1978: 635), <표 6>에서 재구성

이러한 상황은 서민금융기관으로 출발한 국민은행의 자금이 점차 기업에 대한 부채조달로 

그 중심이 전환되면서, 본래의 목표와는 달리 서민가계의 요구가 주변화되었음을 의미했다. 

일반가계대출수요자는 일반은행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기회가 축소되었다. 부채배분의 이와 같은 편향성은 사회적 불만을 누적시켰고, 1970년대 

말부터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5절.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내재적 한계: 부채조달의 위기

(1) 내재적 한계: 부채조달의 대외의존성과 부채배분의 편향성

현대 국가의 기능은 자본주의의 기본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능은 

다시 두 가지의 하위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축적의 관리’와 ‘정당성의 유지’가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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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페, 1988; 오코너, 1990a; 1990b; 벨, 1990). 축적의 관리란, 자본축적에는 필수적이지만 

개별 자본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전담해야만 하는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노동력재생산, 화폐관리, 사회경제적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시에 자본주의적 축적은 언제나 계급들 사이의 투쟁과 각축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해체와 공멸을 막기 위해 국가는 정당성의 유지라

는 추가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이 기능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배

제와 차등적 분배를 재조정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국가의 정치적 능력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의 두 기능은 서로 모순적인 경향을 지닌다. 왜냐하면 축적관리의 기능은 보

통 특정부문으로의 효율적 자원집중과 자본의 수익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의 축소 등을 

포함하지만, 정당성유지의 기능은 주로 정부개입의 확대를 통한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목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것 하

나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느 한쪽의 위기는 곧 다른 한쪽의 위기로 손쉽게 전이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해 오코너(James O’Connor)는, 축적관리와 정당성유지 기능 사이의 모

순과 균열을 봉합하려는 국가의 끊임없는 시도는 곧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경향을 강화

하며 결국 재정위기로 귀결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오코너, 1990a).

오코너의 틀에서 보자면, 1960–70년대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전적

으로 ‘축적관리’ 기능에 경사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고질적이었던 자본부

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는 개별자본가가 담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본공급자의 역할

을 수행하면서 해외와 국내에서의 부채조달에 주력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리의 부채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재벌의 성장과 확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국가기능은 점차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채경제의 메커니즘은 사실 여러 면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첫 번째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의해 부채조달이 불가능해지거나 비용

이 상승할 수 있는 부채조달의 불안정성이며,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대외적 환경변화에 의

해 수출실적이 악화되거나 국내경제상의 문제로 수출능력이 약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채

상환능력의 문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채의 형평성 문제였다. 부채는 그것의 공급자

인 저축자와 수요자인 채무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격인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강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저축자를 희생시켰다. 특히 

1970년대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러한 희생은 더욱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채배분에 있어

서도 재벌과 비재벌 부문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여 가계와 중소자본 등의 비재벌부문은 공

금융시장에서 부채조달기회 역시 제약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국가의 ‘축적관리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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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된다면, 마지막 문제는 ‘정당성유지기능’의 문제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

반까지는 이러한 취약성이 수면 아래로 잠복한 채 부채경제의 메커니즘이 선순환을 형성하

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1970년대 후반은 부채경제에 내재한 이 세 가지 취약성이 동

시에 현실화되어 부채와 성장의 선순환이 붕괴되는 ‘부채경제의 위기’로 치닫기 시작한 시기

였다.  

부채경제의 위기는 외부적 충격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후반 세계경제는 급속히 냉각

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기업이윤율이 악화되었고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물가상승과 경

기침체가 결합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1979년의 2차 석유

위기에 따라 세계교역량은 폭락하였고, 이는 수출에 주력해왔던 한국경제에 충격을 가했다. 

1979년 수출은 2.5%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은 6.4%로 둔화되었고, 1980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6.2%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979년 6월부터 부도율이 

급증하여 1980년 6월에는 연쇄부도가 일어나고 착공중인 공장의 중단상태가 속출했다. 수출

실적이 감소하면서 해외부채에 의존한 산업화전략은 외채 자체의 누적뿐만 아니라 1970년

대 후반부터는 원리금상환부담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외자의 신규도입액 

가운데 원리금상환목적의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33.7%에서 1979년에는 74.4%까

지 급증하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채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1980년의 외채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40%나 증가했다(양우성, 1991: 92). 더군다나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 연방준비이사

회가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전격 단행하면서 ‘강한 달러’ 정

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고금리기조가 형성되었다. 3개월 만기 런던은행간금

리(LIBOR)는 1978년 평균 8.8%에서 1981년 16.8%로 치솟았다.54) 특히 한국은 외채규모가 

급증하고 있었던 데다가 변동금리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금융시장

에서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55억 달러의 추가이자부담을 안게 되었다(Collins and Park, 1988; 

사공일, 1993: 148).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 한국의 외채규모는 급증하여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4번째에 달했고, 외채위기의 상황까지 내몰렸다.55) 해외로부터의 

54) 많은 연구들은 1979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인상을 ‘신자유주의 전환’의 시발점으로 간주한다. 금리인상

은 곧 전후 세계질서를 규정했던 성장중심적이고 금융억압적인 케인스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했으며, 

금리인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된 금융자유화는 기존의 제도들과 정책들을 금융적 수익과 논리를 중

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출현했기 때문이다(뒤메닐 ․레비, 2006; 2009; 하비, 2007; 아리기,

2008; 윤종희외, 2008). 

55) 1982년 말 브라질의 총외채잔액은 863억 달러, 멕시코는 846억 달러, 아르헨티나는 388억 달러, 그리고 

한국은 373억 달러였다(김인철, 198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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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채조달에 의존하여 수출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던 국가의 축적관리기능은 외

채조달비용의 급증과 수출실적의 하락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단순히 외부의 충격이 가져온 축적의 위기인 것만은 아니었다. 동시에 

1960–70년대 부채경제가 낳았던 정당성의 위기이기도 했다(Weiss, 2004). 국가의 적극적인 

축적관리는 곧 수출부문과 중화학공업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던 재벌로의 자원집중으로 귀결

되었기 때문에, 재벌을 제외한 여타의 부문은 심각한 자본부족 현상을 겪었다. 중소기업은 

자금부족으로 경영상의 곤란 및 파산의 위험에 시달렸고,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

을 수 없었던 일반가계 또한 높은 비용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금융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는 금융을 통제함으로써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부채를 재벌부문에 집

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벌을 육성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중

소기업과 가계를 배제하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가의 금융통제가 재

벌의 금융독점을 강화하고 재벌과 비재벌부문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정부의 선별적 금융정책

이 가장 대표적인 재벌특혜정책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러한 특혜를 배제하는 ‘금융민주화’를 

‘대중경제’(大衆經濟)의 핵심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대중경제연구소, 1971). 뿐만 아니라 정

부의 특혜금융과 재벌의 금융독점 문제는 1970년대 내내 주요언론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

되었고, 정부와 재벌에 대한 비판여론의 핵심을 형성했다.56) 또한 학계에서도 정부의 편중

여신으로 인해 재벌이 과대성장했고, 지나친 금융통제는 금융수익을 하락시켜 금융부문의 

후진성과 경쟁력 약화로 귀결되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경제기획원과 한

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정부기관 내의 자유주의적 관료들에게도 수용되었다. 부채배분에 

대한 국가개입은 점차 다양한 사회세력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적어도 그 정당성이 

의심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2) 1979-80년 외채위기: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해체

1960~70년대는 ‘자본결핍증에 걸린 국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의 특

징은 국가가 강력한 경제개입을 통해 중화학공업화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부의 재정수지는 1950년대 이래

56) “外面된 自律性” <매일경제> 1975년 5월 21일자, “獨寡占폐단 深化우려” <경향신문> 1977년 4월 6일자, 

“資金難 그 深淵을 더듬어 본다” <매일경제> 1979년 6월 4일자, “倒産직전 中小企業” <동아일보> 1979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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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60년대와 70년대로 갈수록 그 적자폭은 더 커졌다. 하지만 국내총생

산의 성장속도가 재정수지 적자의 성장속도보다 더 빨랐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물가상승 

또한 정부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57)를 낳았기 때문에 정부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399). 하

지만 정부부채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정책금융의 활용이었다. 

재정비용을 통해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재원을 활

용하거나 해외채권자에 대한 보증기능만을 담당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했던 것이

다.58) 하지만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는 직접 차

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정부는 낮은 국민소득과 이에 따른 낮은 담세능력으로 인해 재정수단보다는 국가소유 금

융기관을 매개로 한 정책금융, 즉 국가주도의 부채조달과 배분을 통해 경제에 개입했다. 특

히 저금리정책과 선별적 자금배분은 부채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

러나 금리인상을 통한 저축의 증대는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주의 정책과 잠재적 갈등을 내

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금리인상은 유휴화폐자본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투자재원을 

증대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수출기업들의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상

품가격에 반영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정희 정

부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예금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대기업들의 수출융자에 대해

서는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역금리체계를 유지했지만, 이는 오직 일시적 회피방안일 

따름이었다. 역금리체계로 인해 시중은행이 감수해야 할 비용은 한국은행의 재할인, 즉 한

국으로부터 시중은행의 차입으로 보충되었고, 한국은행은 통화증발을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했다. 하지만 통화증발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금리인상의 효과를 반

감시켰다. 뿐만 아니라, 금리현실화로의 정책전환의 비용은 수출융자를 획득할 수 없는 기

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들은 대기업과는 달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금리인상분만큼 차입비용의 증가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역금리체계의 내적 불안정성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1차 석유파동 및 세계적 경기침체

에 따른 수출감소와 결합되어 고금리정책의 포기로 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3년부터 새

로운 수출주의 전략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는 대규모의 투자자금을 필요로 했는데, 저금

57) 물가상승의 이러한 효과를 ‘물가조세’(inflation tax)라고 부르기도 한다.

58) 그러나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행 및 산

업은행과 같은 공적금융기관, 그리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강

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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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자발적인 저축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부는 결국 해외저축, 즉 

외채에 대한 의존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외채규모는 1973년 42억6천만 달러

에서 1980년 273억7천만 달러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표 3-10>은 중동건설붐으로 해외로부

터의 외화송금이 증가했던 1977~78년을 제외하고 1970년대 내내 총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보여준다.

총외채
(백만달러)

총외채/총인구
(달러)

총외채/GNP
(%)

1972 3,589 107.1 35.0

1973 4,260 124.9 32.5

1974 5,937 171.1 32.8

1975 8,456 239.5 41.8

1976 10,533 294.2 38.4

1977 12,648 347.5 35.9

1978 14,871 401.9 30.3

1979 20,500 546.7 35.3

1980 27,365 718.2 48.5

1981 32,490 839.5 52.2

1982 37,295 949.0 56.4

<표3-10> 외채비율추이 

             출처: 김인철(1984: 55)

박정희 정부는 1979년 4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이 시책은 기존의 부채경제

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부채를 조달하고 이를 낮은 가격에 특

정부문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거시경제적 성장을 관리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성장

이 아닌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경제기조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금융

을 최대한 억제하고 은행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금리인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방침으로 확정했다.59) 국가주도의 경제정책과 지속적인 부채조달을 통

59) 전반적인 안정화기조로의 방향전환 필요성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합의를 보였지만, 국가기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현실화

(자유화)와 은행민영화, 정책금융의 축소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안정화조치를 요구했던 반면, 정책당

국인 재무부는 훨씬 소극적인 입장에서 ‘점진적 개선’을 지지했다. 금융정책의 급진적 변화는 기업의 자

금조달비용의 증가 및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1979년 4월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

은 재무부의 완강한 입장에 따라 지난한 수정논의를 거치는 등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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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동성 확장정책을 포기하고, 긴축정책으로의 전환과 경쟁촉진, 수입자유화, 가격규제의 

철폐가 새로운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1981: 17). 경제안정화를 통해 인플

레이션을 야기했던, 부채경제에서의 국가 역할을 축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안정

화종합시책은 같은 해 봄부터 전개된 2차 석유파동과 10 ․ 26 사태로 인해 이내 중단되고 말

았다. 

특히 박정희 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던 10 ․ 26은 1970년대의 부채경제의 모순을 극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사건이었다. 중화학공업화를 계기로 국가주도 부채경제에 내재했던 형평성의 

문제는 산업간 불균형, 계층간 빈부격차의 확대, 부동산 폭등과 현상으로 수면 위로 표출되

기 시작했다. 실제로 중화학부문에 대한 집중지원의 결과,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은행대

출의 비중은 1973~4년 30%에서 1975~7년 65%로 급증했던 반면, 섬유산업과 같은 경공업부

문에 대한 대출은 40%에서 25%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섬유산업의 몰락을 앞당기는 효과

를 낳았고, 섬유산업을 포함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던 부산과 마산지역에서는 

경기침체의 효과가 집중되면서 반정부시위, 즉 부마사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세계은행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부마항쟁과 10 ‧ 26은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위기이기도 

했다(주태산, 1998: 154; 박훈탁, 2005). 

1979년의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에 의해 정권 초기에 집중되었던 다양한 자유화조

치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물론 자유화 조치의 동기는 복합적이었다. 기존의 많

은 연구들이 지적해왔던 대로, 이미 1970년대 말부터 한국의 수입개방을 요구해왔던 미국 

정부의 대외적 압력이나 전두환 정부 내에서 자유주의적 정책관료의 득세(지주형, 2011)와 

같은 정책이념의 변화가 다방면의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강

조되어야 할 것은, 자유화정책의 도입이 단순히 대외적 압력이나 자유주의적 정책관료에 의

한 ‘시장의 확대’와 ‘국가개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다(Martin-Landsberg, 1993: 233). 새 

정부 하에서 1981년 발표된 5차 5개년계획은 기존 명칭에 ‘사회’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개발’

을 ‘발전’으로 변경하여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명명하고, 중심목표를 ‘경제자유화’로 설

정했다. 전두환 정부는 자유화 정책과 함께 박정희 정부 말기에 시도되었다가 중도반단된 

안정화 정책을 재추진했다. 자유화 정책과 안정화 정책은 특히 금융부문에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재벌주도 부채경제’로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부채경제로 전환되는 계

기를 제공했다.

로 실현되지는 못했다(서울대학교행정조사연구소, 1989; 지주형, 2011: 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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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과 ‘재벌주도 부채경제’ 

박정희 정부시기에 형성된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내적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하나는 부채조달의 측면으로서, 국내의 자금수

요(부채)가 자금공급(저축)을 항상 초과했기 때문에 주로 해외로부터 부채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상존한다

는 사실이었다. 다른 하나는 부채배분의 측면으로서, 당시 정부는 수출부문을 육성하기 위

해 외채의 대부분을 저금리로 재벌들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일반가계와 같은 

대중부문은 공식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가 극히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부채조달과정에서 외채도입과 통화증발을 병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발

생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은 채무자인 수출대기업의 채

무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지만, 이와 반대로 가계의 입장에서는 주로 저축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의 가치감소와 물가상승을 감내해야 했다. 박정희 정부는 부채경제의 편익은 재벌

에게 집중시켰던 반면 그 비용은 사회화했던 것이다.

이는 1970년대의 국가주도 부채경제에서 대중부문의 이해는 사실상 억압되거나 배제되었

음을 의미한다. 급속한 성장국면에서 부채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확보는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에게 자본축적과 자산증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

한 조건이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와 같은 대중부문은 공식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조달 

기회를 사실상 제한받았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의 특

권이었고, 이러한 특권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비공식적 금융시장(사금융시장)으로부터 고

금리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차별적인 

금융정책과 재벌의 금융독점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이와 같은 내적 한계는 결국 1970년대 말 외채위기라는 경제위기와 

부마사태 및 10 ․ 26이라는 정치위기로 폭발했다. 외채위기는 부채경제의 공급측면에서 외채

의 조달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외채에 의존한 기존의 성장전략이 지속불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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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각인시켰고, 정치위기는 부채경제의 수요측면에서 부채배분의 편중성을 재검토할 필

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부채의 조달과 분배에 대한 재량적 개입을 통해 수출주의적 성장에 

성공했던 국가는 1980년대 초 경제위기와 정치위기가 결합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4장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이러한 이중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선택했던 ‘금융

자유화’라는 정책수단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금융자유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자유화가 기존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위기에 어떠한 우회로를 제공해주었으며, 

그 결과 부채경제는 어떤 변형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부채경제는 동시

에 어떠한 한계를 내포하는 것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1절. 외채위기와 국내부채조달시장의 육성: 제2금융권의 자유화

(1)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 경제안정화와 금융자유화

외채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부채경제로부터의 탈피에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선택 가능

한 대안이 아니었다. 부채경제는 사실상 수출주의와 동전의 양면이었기 때문에, 부채경제로

부터 탈피한다는 것은 곧 수출에 기반한 성장정책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부채의 조달과 수출대기업으로 집중은 수출주의 성장을 지속시키

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가로 하여금 부채경제를 포기할 수 없도

록 만들었던 보다 중요한 이유는 국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었다. 부채경제에서 부채

는 성장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치의 수단이기도 했다.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을 매개

로 하는 부채의 조달과 분배는 재벌과 같은 민간 행위자들을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따라서 부채경제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통치수단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은 통치수단으로서 부채의 기능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기존의 부채

경제를 다음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데 있었다. 첫째, 외채위기의 위험을 감축하기 위해 부채

의 조달원을 외채, 즉 ‘해외저축’에서 ‘국내저축’으로 전환하는 것, 둘째, 부채의 배분과 관련

된 정치적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배제되어왔던 부문을 부채경제 내부로 포섭

하는 동시에 비용의 사회화 메커니즘인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경제안정화’와 ‘금융자유화’ 정책이라는 새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했다. 두 정책은 기존 부채경제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서로 보완적 기능을 담당했다. 경

제안정화정책은 “1960‒70년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국가주도적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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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투기와 물가폭등으로 인해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진단 아래, “수출부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축소와 중화학공업투자의 재조정, 금융긴축을 통해 안정중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명시적 목표로 설정했다(한국개발연구원, 1981a: 5-6). 그리고 금융자유화정책

은 경제안정화정책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1) 정책금융과 금리규제와 같은 국가개

입을 완화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박영철 외, 1986: 163-4). 따라서 경제안정화가 기업들의 

과잉투자부문을 재조정함으로써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발했던 요인들을 제거하려 했다

면, 금융자유화는 해외로부터의 높은 외채의존성에서 야기되는 불안정성의 위험으로부터 탈

피하기 위해 국내금융시장을 통한 새로운 부채조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책은 기존의 부채배분과 조달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1979-80년의 위기

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전두환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경제안정화정책은 부채규모의 증가추세

를 냉각시키는 한편,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던 수출과 외채 사이의 불비례관계

를 재조정하고자 했다. 중화학공업화는 외채도입규모를 확대시켰지만 중화학공업부문의 순

수출능력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이는 급속한 외채의 누적과 물가상승으로 귀결되고 

말았다.2)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를 합리화하고 이 

부문에 제공되었던 각종 금융상의 특혜를 축소함으로써 부채유발요인과 인플레이션유발요인

을 동시에 제거하는 데 있었다. 전두환은 박정희 정부 말기에 시책의 초안을 입안했던 강경

식과 김재익 등을 요직에 중용하고, 1980년 1월 환율 및 금리의 대폭인상을 시작으로 본격

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한국개발연구원, 1981: 17-104). 구체적인 방안

으로서 직접금융시장, 즉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촉진책을 마련하여 1983년에는 은행대출

금 500억원 이상의 업체에 대하여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기존 대출금의 

10% 이상을 연말까지 상환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출동결, 예대상계(預貸相

計), 무역금융단가인하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중화학투자조정을 추진하였고, 각종 정부발주사

업에 대한 연기와 중복투자의 정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공장에 대해서

는 통폐합이 시도되었다. 1979-81년간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26개 재

1) 실제로 1980년대 초반 시행되었던 금융자유화의 구체적 내용은 이미 1979년 경제안정화조치의 세부실행

계획과정에서 확립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79년 재무부의 내부검토자료인 ‘금융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 및 대책’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 1981: 661-678).

2) 1979년에는 상품수출증가율이 196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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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그룹의 631개 계열기업 중 166개가 처분되었다(이명휘, 2009: 107).3) 

경제안정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재정긴축이었다. 국민총생산(GN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1979년 1.4%에서 1980년 3.2%, 1981년 4.4%로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전두환 정부

는 1982년부터 예산편성방식을 기존의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탈피하여 모든 예산항

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영점기준예산방식(zero-based budgeting)으로 전환하

였고,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지출 및 정부

순융자의 연평균증가율은 1975~1981년의 34.6%에서 1982~86년의 7.0%로 급락하였고, 국내

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적자규모도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현저히 개선되었다

(Cooper, 1994;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37). 그러나 재정긴축기조와는 반대로 신용

정책에 있어서는 확장기조가 발견된다. 정부재정의 긴축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는 신용정

책의 역할을 확대하고 ‘금융의 재정화’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부채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예컨대 1980년 1월 금리를 대폭 인상했던 전두환 정부는 같은 해 6

월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부채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켰다. 결정적으로 1982년의 소위 ‘장영자 ․이철희사건’ 이후 

금융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자, 정부는 경제안정화의 핵심요소였던 고금리정책을 완전히 포기

하고 금리를 무려 4% 포인트 인하하는 저금리정책으로 복귀했다(Haggard and Collins, 1994:

82-5).4) 

또한 과잉투자를 제거하기 위한 중화학공업합리화 과정에서도 부채경제의 논리를 수정하

기보다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철저히 따랐다. 정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합리화자금의 명목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부채가 공급되었다. 

다만 1970년대까지 국가의 부채조달과 배분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수단이었다면, 1980년대 

초에는 산업합리화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인수하거

나 합병한 기업의 인수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의 지불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자금을 추

가로 지원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성장정책의 수단이었던 ‘부채의 차등적 분배’가 산업합

3) 재벌들과 전경련은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통해 경제안정화 조치들의 수정 및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

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강제상환이라는 조처는 지표상의 재무구조개선을 가져올

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극심한 유동성 부족은 기업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이었다(전국경제인연

합, 1991: 170- 171).

4) 경제안정화 정책을 주도했던 김재익 청와대수석은 박정희 정부에서의 무분별한 부채공급정책이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했다고 보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고금리정책의 지속을 고집하

지는 않았다. 고금리는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김기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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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이 인수기업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기존의 채권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단순히 채무기업만이 변화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채권은행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들에게 총 1조7,200억 원 규모의 

한국은행 ‘특별금융’이 제공되었다(최병선, 1991: 334). 결국 부채규모의 축소라는 경제안정화

정책의 ‘목표’는 오히려 부실채권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 부채의 대규모 조달이라는 부채경제

적 ‘수단’에 의해 압도되었다. 이는 1960-70년대에 확립된 부채경제의 구조에서 탈피하는 것

은 그 구조가 내장하고 있는 고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말 시작된 부채경제의 위기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부채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Cho, 2002).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은 부채규모를 축소시키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고, 오히려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합리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채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하지

만 문제는 기존의 지배적 부채조달방식이었던 외채와 통화증발이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으

로 인해 더 이상 선택가능한 자금조달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5) 이제 남은 수단은 

국내자금의 동원으로서, 이는 경제안정화와 함께 추진된 금융자유화정책의 목표였다. 즉 정

부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되어왔던 금융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금융기관의 자금

동원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금융자유화에 따라 1961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

던 시중은행들은 정부소유 은행주식이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차례로 민영화되었다. 1981년 

한일은행 민영화를 시작으로 1982년 제일은행과 신탁은행 그리고 1983년 조흥은행이 민영

화됨으로써 1972년에 이미 민영화되었던 상업은행을 포함하여 5개 시중은행이 모두 민영화

되었다. 또한 은행경영을 규제해왔던 감독당국의 각종 규정 및 통첩을 축소 ․정비하는 한편, 

규제방식도 기존의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의 개정을 통

해 은행감독원장의 포괄적인 지시명령권을 삭제하고, 1961년 이래 지속되어온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일반은행 임원 선임권 및 파면권 역시 축소했

다. 이와 함께 금융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1982-3년 신한은행과 한미은행이 설립되

었고, 1984년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시책의 하달창구 역할을 담당해왔던 금융단협정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단기금융 및 기업어음(CP) 시장을 허용하는 한편, 은행의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불준비율을 1979년의 23% 수준에서 1981년 3~5% 

5) 물론 공공차관의 경우, 한국정부는 1979년에서 1985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으로부터 각각 

16억 달러와 8억 달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1982년 일본정부로부터 4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박영대, 2013: 91-94). 하지만 1970년대까지 외채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던 민간기업들의 

상업차관은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1980년대에는 그 절대규모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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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한국은행, 1990; 최병선, 2001).6) 

이와 함께 주목해야하는 변화는 같은 시기에 진행된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하락이다. 물가

하락은 실질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마이너스 금리라는 재벌들의 지대(rent)를 소멸시켰던 반

면, 은행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저축동원 없이도 저축이 증대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가하락을 안정화정책의 

직접적 결과로 이해하는 일반적 평가(Aghevli and Márquez-Raurte, 1985)와는 달리, 그것의 

실질적 원인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던 대외요인의 소멸이라는 외부환경의 변

화에 따른 것이었다(Corbo and Nam, 1986; 변형윤, 1989: 677-9). 

1965~73 1974~75 1976~77 1978~79 1980~81 1982 1983 1984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11.5 24.77 12.70 16.41 25.01 7.19 3.42 2.27

  도매물가지수 8.78 34.30 10.60 15.21 29.64 4.65 0.24 0.71

결정요인

  제조업임금 20.45 31.16 34.25 31.48 21.39 14.86 12.00 8.32

  농산물가격 12.56 34.86 22.22 22.57 26.07 0.31 3.36 -0.08

  수입석유가격 18.84 135.18 6.05 21.91 72.16 2.51 -6.56 0.40

  통화량(M2) 46.44 26.55 33.07 33.04 26.61 28.15 19.52 10.74

  은행신용 42.99 42.54 23.34 40.54 35.82 25.11 15.99 13.08

<표4-1> 물가상승률의 결정요인 

 자료: Corbo and Nam(1986: 4)의 table. 1에서 재구성.

위의 <표 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67년 이후의 물가상승을 추동했던 요인은 원자

재(원유 포함)의 가격상승이었다. 도매물가상승률과 소매물가상승률이 각각 1967 ~1971년에 

7.7%와 11.1%, 1972~1976년에 20.3%와 17.4%, 1977~1981년 19.8%와 18.1%였던 데 반해, 

원자재가격상승률은 같은 시기에 6.9%, 22.3%, 22.4%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자재는 수입

에 의존했기 때문에,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수입물품(원자재 ․중간재 ․부품) 가격의 상승

을 가져왔고, 이것이 다시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6) 하지만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지속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은행장선임 및 임원에 대한 정부의 추

천권이었다. 명시적으로 은행의 선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었으나, 은행장의 경우는 감독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지속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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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부터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면서, 1980년에 각각 42.3%와 38.2% 상승했던 도

매물가와 소비자물가는 1982년에는 2.4%와 4.7% 수준까지 하락했다(사공일, 1993: 96). 이와 

더불어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지속된 점진적인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수입품의 

원화가격이 안정되었던 사정 역시 물가안정에 기여했다.7) 결국 금융자유화는 대외환경변화

에 따른 물가하락과 ‘조우’하면서 국내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능력을 강

화시켰고, 동시에 국가가 외채와 통화증발을 대체하는 새로운 부채조달전략을 채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대안적 부채조달원으로서의 제2금융권의 육성

하지만 금융자유화가 금융부문으로부터 국가개입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다. 전두환 정부는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었던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위기에 직

면하여 대안적인 부채조달창구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자유화를 선택했지만, 동시에 금

융자유화로 인해 기존의 부채경제에서 국가가 행사해왔던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권과 주도권

이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와 같은 국가의 양가적 태도는 1980년대 초반 추진된 금

융자유화의 구체적 내용에 반영되었다. 그것은 은행권과 비은행권, 즉 제2금융권 각각에 대

한 차등적 자유화였다. 전두환 정부는 은행민영화를 통해 은행권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완

화하고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임원인사와 대

출심사권, 그리고 금리결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했다. 반면 제2금융권에 대

해서는 보다 확대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정부는 제2금융권으로의 신규진입법인설립을 허

용하였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취급과 업무영역의 확대를 허용하였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은

행권과는 달리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리결정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설정된 이러한 차등적 자유화는 전반적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내자금의 동원능력을 제고하려는 시도였던 동시에, 과거와 마찬

가지로 은행권의 자금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유지하여 정책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의 의도

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경제상황이 최악이었던 1980년에 물가상승압력을 더욱 가중시켰던 원인은 2차 석유파동 외에도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원자재가격의 급등이었다. 평가절하 직후 통화당국이 점진적으로 원화가치의 상승

을 유도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외채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1984년부터 후반기부터 수출성장률의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통화당국은 다시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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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은행금융기관)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

주요기관
한국은행, 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지점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주요업무

요구불/저축성예금의 수입 및 대출

유가증권의 취득, 인수 및 매매

외국환업무

저축성예금의 수입 및 대출

단기금융/증권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보험업무

자금조달방식 예금 및 금융기관차입
예금, 기금, 보험료, 신탁, 채권발행, 

부금(賦金), 계금(契金)

감독기관 은행감독원 재무부

<표4-2>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비교 

       자료: 김병주 ․박영철(1984: 465-471) 및 배영목(1996)에서 재구성.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 즉 은행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했다. 첫째, 은

행과는 달리 대규모의 정책자금이나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창조기능이 없

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위험이 낮았다. 둘째, 정부소유가 아닌 민간금융기관으로서 정부

의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던 은행과는 달리, 주로 수익성에 입각한 경영을 수

행했다. 물론 업무영역 등에서 정책당국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와 

간섭의 정도는 낮았기 때문이다. 셋째, 애초에 설립취지가 사금융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금리상한규제 역시 은행에 비해 자유로웠다. 실제로 높은 금리수준은 제2

금융권의 급속한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재웅, 1985).

물론 제2금융권, 특히 비은행저축기관들은 이미 1972년 이른바 ‘8 ․ 3 조치’와 함께 사금융

시장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8) 하지만 1982년의 금융자유화 이전까지는 그 한계

가 명확했다. 1970년대까지 정부는 이들의 사업범위를 소액금융, 환원금융 및 지역금융으로 

8)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분류 외에도 ‘통화성금융기관과 비통화성금융기관’의 분류가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가 국내법제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국제통

화기금은 통화창출기능의 유무에 따라 통화성금융기관과 비통화성금융기관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통화성

예금기관이란 통화창출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1금융권/제2금융권의 분류

와 통화성예금기관/비통화성예금기관의 분류에서 각각 포함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은 동일하나, 유일하

게 다른 점은 특수은행의 분류이다. 특수은행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금융기관이 동시에 포함되는데, 예

를 들어 국내법제상으로는 제1금융권에 포함될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통화창출기

능이 없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상의 분류로는 비통화성금융기관에 포함된다. 반면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축협과 같은 특수은행은 제1금융권이자 통화성금융기관에 해당한다(김병주 ․박영철, 1984: 465-471; 

이재웅, 198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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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였고 신규설립과 자기자본비율 또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비은

행저축기관들의 과도한 성장이 시중은행의 영업영역과 중복되어 이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됨

으로써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은행권의 취약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따

라서 제2금융권의 기능은 다만 은행의 자금조달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되었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였던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업무지역이 행정구

역에 따라 제한되었고 대출자금의 재원도 가급적 동일한 지역내에서 조달하도록 규정되었는

데, 이러한 업무제한과 그로 인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1972년 설립된 350개 금고수는 

1981년에 191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1982년의 금융자유화를 계기로 제2금융권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된 형태로 추진했다.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의 신규설립을 허용하여 

단기금융회사 12개사, 상호신용금고 58개사 및 투자신탁회사 1개사가 설립되었고, 제2금융

권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신종금융상품판매를 허용하여 팩토링(1981년), 양도성예금증서(CD)

의 중개 및 매매(1984년), 신종기업어음(CP)(1981년), 어음관리구좌(CMA)(1984년) 등과 같

은 높은 수익성을 가진 금융상품들이 대거 도입되었다(장세진, 1992: 389).9) 제2금융권에 대

한 진입규제의 완화, 재벌의 소유상한에 대한 규제완화 및 여수신금리체계에 대한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육성정책은 경제안정화에 따른 실질금리의 상승과 은

행들에 대해 지속되었던 상대적 규제와 맞물려 제2금융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1970년대까지 제2금융권에 할당되었던 정책금융의 비중이 감소했던 것 역시 이러한 성장에 

기여했다. 예컨대 예금은행의 전체대출금 가운데 정책금융으로 확정된 대출 비중은 1973~

81년에 63.0%에서 1982~86년 59.4%로 미소하게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제2금융권의 경우

에는 같은 기간 48.0%에서 32.3%로 크게 하락했다(김준경, 1993). 이는 제2금융권의 금융기

관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의미

했고, 이는 제2금융권의 수익증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런데 정부가 제2금융권 중심의 금융자유화를 추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성화된’ 저

9) 팩토링(factoring)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등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기법이며,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란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무기명 정기예금으로서 은행

이 발행하고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의 중개를 통해 매매되는 상품이다. 신종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란 상거래과정에서 발행되어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

행하는 약속어음으로서, 1970년대까지의 기업어음은 재무부의 금리규제에 일률적으로 종속되었던 데 반

해, 금융자유화 이후부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금리를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신종’기업어음

이라고 불렸다. 어음관리구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는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부

터 예탁금을 받아 기업어음이나 단기성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 발

생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고수익상품이다. 오늘날에는 보통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는 이름으

로 불리지만, 1980년대까지는 주로 기업어음에 투자운용했기 때문에 ‘어음관리구좌’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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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자금의 거대한 저수지였던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함으로써,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대안적

인 자금조달원으로 확보하는 데 있었다. 물론 1965년의 ‘금리현실화조치’와 1972년의 ‘8 ․ 3
조치’는 모두 사금융시장의 양성화를 위한 시도들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수출부문과 중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저금리정책과 신용통제정책의 지속을 수반했고, 이는 

사금융시장으로의 자금이동과 동시에 높은 자금수요를 야기했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시장이 축소되지 않았던 것은 사금융자금에 대한 이와 같은 안정적인 공급

과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가계저축의 다수는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예컨

대 1981년의 경우, 가계저축의 36%만이 은행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보유되었던 반면 나

머지 64%는 사금융시장에 예치되고 있었을 정도였다(국민은행, 1981).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부채조달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적인 자금조달원으로 사금융시장을 다시 한

번 주목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결정적으로 1982년의 ‘이철희 ․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사금융시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제2금융권의 자유화를 통한 사금융시장양성화는 더

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Kong, 2000: 80). 

<그림 4-1>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까지 제2금융권의 예수금과 대출금의 증가추이를 보

여준다. 1970년대 초의 사금융양성화에 따라 제2금융권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지

만, 전두환 정부의 금융자유화 추진 이후 그 확대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1980년대 중반에

는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에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농 ․수 ․축협과 같은 

특수은행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은행의 규모 또한 상회하게 되었

다.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웠고, 정책금융에 대한 의무대출 비중 역

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사업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자유를 부여받았다(김준경, 1993; 남상

우, 1993: 106).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금리수준이었다. 금융자유화 이후에도 시중은행의 금

리는 여전히 정부의 지도를 받았던 데 반해 제2금융권은 보다 자유롭게 금리수준을 결정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신종금융상품들 덕택에 그 동안 사금융시장에 축적

되었던 자금을 급속하게 흡수했다. 물론 금리수준만큼은 여전히 사금융시장이 높았지만, 제

2금융권은 사금융시장이 제공하지 못한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에서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의 자기어음 및 기업어음 할인 및 재매출이 매력적인 화폐시장

상품으로 등장했고, 특히 신종기업어음(CP)과 어음관리구좌(CMA)가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다. 또한 증권투자신탁회사와 생명보험회사도 그 영업범위를 상당히 확장하였고, 

상호신용금고의 부금상품은 가계저축을 흡수함으로써 빠르게 사금융시장을 대체했다.10) 

10) 이와 같은 제2금융권의 신종금융상품에 대거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들 역시 고수익상품을 거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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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은행과 제2금융권의 예수금과 대출금 추이 

단위: 10억 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에서 재구성

       주: 한국은행의 자료는 체계적으로 은행신탁계정을 제2금융권 자금으로 분류한다. 물론 은행신탁

계정은 주로 제2금융권에서 위탁운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류는 일면 타당성을 가지지만, 저

축자/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신탁계정과 은행예금계정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실제로 1997

년 이전까지 은행신탁계정은 확정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리가 다소 높은’ 일반예

금저축/대출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한 모호한 성격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은행신탁계

정의 자금을 모두 제외했다. 만약 한국은행의 분류를 적용할 경우, 제2금융권의 예수금과 대출

금 추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다른 한편 제2금융권은 은행을 대체하여 주도적인 부채공급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안

정화정책에 따른 재벌들에 대한 신용제한과 우대금리의 폐지는 재벌들로 하여금 새로운 부

채공급원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1970년대에 대규모 은행대출의 수혜자였던 재벌들은 동시

에 운전자금용도로 사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왔다. 따라서 재벌들에게 1980년대 이후 

제2금융권의 확대는 사금융시장을 대신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

적 창구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했다. 더 나아가 금융자유화와 함께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지

분의 상한규제가 완화되면서, 재벌들은 아예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을 인수하거나 신설하

있도록 정책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1980년), 상업어음일반대출(1982

년), 환매조건부채권(1982년), 팩토링(1983년), 상호부금(1983년),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1984년)이 

허용되었다.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이러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사이의 업무영역구분이 사라지

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데, 이에 따라 두 기관 사이의 경쟁이 과열되었다. 이는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

들이 보다 고수익-고위험 사업영역에 진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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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정부의 직접적 통제로부터 벗

어나 재벌의 부채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Park, 1994: 164). 마찬가지로 제2금융

권은 가계부문의 부채공급의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제까지 은행과 같은 제도금융으로부터 

배제되어왔던 가계는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가계대출에 특화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보다 손쉽게 대출할 수 있는 더 많

은 기회를 획득했던 것이다. 

2절. 다각화의 수단으로서 부채: ‘재벌주도 부채경제’로의 전환

(1) 수출주의의 내포적 고도화: 중소기업 육성과 계열화

경제안정화의 맥락에서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산업구조조정은 한편으로 중화학공업화로 

인해 야기된 과잉투자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단순조립가공중심의 수출

주의적 자본축적과정에 대한 재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특히 1979-80년의 위기는 외

채를 확대시키는 고질적인 무역구조를 탈피하는 동시에, 위험수위에 다다른 외채를 상환하

기 위해 수출능력을 더욱 제고할 필요성을 고조시켰다. 기존의 단순조립가공형 수출구조로 

인해 국내 각 산업간 유기적 관련성이 결여되어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수록 중간재와 투자재의 수입증가 또한 유발되어 무역적자구조가 지속되

는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했다. 1970년대의 수출주의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 

자원배분을 통한 수출능력의 외연적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새로운 수출주의는 구조조정을 통한 수출능력의 내포적 고도화를 목표로 했

다. 실제로 전두환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기계류와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부품과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를 그 중심적 내용으로 했다. 그 단적인 예가 1982년 <중소기업진

흥장기계획>의 수립과 <중소기업진흥법>의 개정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1970년대의 중소기

업정책이 중화학공업화의 대기업중심정책에서 배제된 부문에 대한 일종의 사회보조 차원에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포섭이 수출주의 정책과 결합

되면서 경제관리의 중심영역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상공부, 1988; 김견, 1991; 홍장표,

1993; 박순양, 1994).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수출주의의 내포적 고도화는 결국 국가의 금융적 지원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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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의 수출주의가 우대금리와 수출실적과 연동된 신용공급을 통해 수

출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직접적 금융지원의 형태를 띠었다면, 1979- 80년 위

기 이후 가속화된 외채위기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수단이 더 이상 활용가능하지 않았다. 물

가상승률보다 낮은 우대금리는 재벌들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투자규모와 부채규모를 확대하

는 경향을 강화시켰고, 이는 다시 외채의 증가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두환 정부

는 경제안정화와 부실기업정리를 통해 높은 부채수요를 낳는 부문을 제거하고 특혜금리를 

폐지하여 재벌로의 부채집중을 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전환이 국가의 경제관

리가 부채경제적 원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을 통

해 수출주의 정책의 초점이 외연적 확대전략에서 내포적 고도화전략으로 이행함으로써 부채

경제의 작동방식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을 뿐이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정책금

융과 은행대출의 구성변화였다.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잔

액

총대출 (a) 184,386 210,705 257,914 298,955 320,071 356,218 462,015 540,245

중소기업 (b) 81,451 94,098 111,038 122,688 137,578 171,309 231,350 300,046

b/a 44.2 44.7 43.1 41.0 43.0 48.1 50.1 55.5

순

증

총대출 (a) 29,267 26,319 47,209 41,041 21,116 36,148 105,797 78,230

중소기업 (b) 14,313 12,647 16,940 11,650 14,891 33,731 60,041 68,696

b/a 48.9 48.1 35.9 28.4 70.5 93.3 56.8 87.8

<표 4-3> 은행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의 비중

      (단위: 억원, %) 

 자료: 박순양(1994: 116)

<표4-3>이 보여주듯이, 1970년대까지 중화학공업과 대기업에 편향되었던 정책금융의 구

성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수출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양적 비중

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수출지원보다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제공된 ‘산업합리화자금’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1984년에

는 ‘여신한도관리제도’가 시행되어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11) 이는 5대 및 30대기업의 여신점유율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은행의 총

여신에서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의 48.0%,에서 1986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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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로, 그리고 1990년에는 19.4%로 하락하게 되었다(손상호, 1993: 94). 이에 대해 전국경

제인연합(전경련)은 여신한도관리제가 경영을 압박하고 투자기회를 상실케 하며, 합작투자 

등의 계약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다(전경련,

1984: 115-119).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비중은 뚜렷하게 확대되어,12) 1987년 이

후 중소기업 정책자금비율은 대기업을 앞지르기 시작했다(Cho and Kim, 1997: 75). 또한 정

부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하여 1980년대 초반 지방은행 여신증가분의 55%와 시중

은행 여신의 35%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은 1983년 말의 44.2%에서 1990년 말에는 55.5%로 증가하였고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전

체 은행대출의 증가를 주도했다. 

이러한 재벌의 여신독점현상의 완화는 곧 부채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중소

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설정에서 기인했다.13)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을 통한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육성과 대기업–중소기업간 계열화의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내포적 합리화

를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김견, 1991; Clifford, 1995: 232),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재벌의 금융독점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정당성 문제

를 우회하려는 계산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상조, 2011: 173).14) 

(2) 금융지대의 소멸과 제2금융권을 통한 재벌의 부채조달 자립화

1979-80년의 위기와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는 과거의 부채경제에서 재벌들이 누려왔

던 특권과 지대(rent)를 상당부분 소멸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과 지대는 사실상 국가에 

11) 여신한도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부채경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박정희 정부시기

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1974년 7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이 금융단협정 형식으로 제정된 것

이 이 제도의 출발로서, 대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간접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실태를 시정한다

는 명분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여신관리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뿐 직접적 통제

의 성격이 약했다(김상조, 2011: 172). 

12)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기업의 장기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각

각 자본시장과 제2금융권에서 조달토록 하고, 은행권의 자금은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었다(경제기획원, 1994: 75).

13) 물론 1980년대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의 설정 정책이 사

실상 대기업의 자금회전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Clifford,

1995: 232). 많은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의 

할인(상업어음대출) 비중이 매우 높았다. 

14)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로 인한 대기업과 소규모기업간의 통합화가 진전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의 설정은 결국 대기업의 자금회전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다름 아

니게 되었다(Clifford, 199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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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벌의 종속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그것의 소멸은 역설적으로 재벌들이 스스로 부

채조달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부채경제를 재구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제 부채경제의 주도권은 국가에서 재벌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연 도
물가상승률

(GNP deflator)

정기예금

금리

대출금리
사채금리

일반융자 국민투자기금 수출융자

1980 24.3 19.5 24.5 22.0 15.0 44.9

1981 17.6 16.2 18.0 17.5 15.0 35.3

1982 6.7 8.0 10.0 10.0 10.0 33.1

1983 5.2 8.0 10.0 10.0 10.0 25.8

1984 5.4 10.0 11.5 11.5 10.0 24.8

1985 4.7 10.0 11.5 11.5 10.0 24.0

1986 4.6 10.0 11.5 11.5 10.0 23.1

1987 5.1 10.0 11.5 11.5 10.0 22.2

1988 6.7 10.0 13.0 11.5 10.0 21.2

1989 5.3 10.0 12.5 11.5 10.0 18.9

1990 9.9 10.0 12.5 11.5 10.0 20.4

1991 10.1 10.0 12.5 11.5 10.5 21.2

<표4-4> 물가상승률과 금리의 변화 (1980~199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금융자유화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책금융에 대한 우대금리의 폐지였다. 금융

자유화의 목표가 금융부문의 수익성과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자금동원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할 때, 국가가 은행에게 강제했던 수출대기업에 대한 저금리의 특혜금융 제공이

야말로 금융부문의 수익성과 자율성을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었다. 대기업에게 집

중되었던 우대금리가 폐지되어 일반대출과 수출융자/중화학공업대출 사이의 대출금리격차가 

현저히 축소되었고, 우대금리의 폐지는 여신한도관리정책과 함께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부채의 특권적 성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정부는 1985년 3월에 계열기업군 가운

데 비주력업종을 신고하게 하고 비주력업종에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 주력

업종으로 전문화하도록 강제했으며, 신규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액 또는 부동산 

취득액에 상당하는 규모의 비주력 업체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림 4-2>는 기업부문의 자금조달구조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1975-79년에는 실

질적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해외차입과 은행대출이 기업자금원의 40.7%를 차지했지만, 

1980-84년에는 이 비중이 24.8%, 그리고 1985-89년에는 24.0%로 하락했다. 반면 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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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차입과 회사채 및 주식발행을 포함하는 직접금융의 비중은 1975-79년에 39.8%

에서, 1980-84년에는 56.7%로, 그리고 1985-89년에는 66.0%로 증가했다. 여신한도관리제도

로 인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정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었던 데 반해, 재벌들은 제

2금융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차입이 훨씬 용이했던 것이다. 예컨

대 1989년 30대 재벌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 가운데 21개의 금융투자회사, 10개의 보험회사, 

그리고 16개의 증권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이규억 ․이재형, 1990: 57). 1984년의 한 조

사에 따르면, 단자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총여신의 67.8%를, 생명보험회사는 53%를 30대 

기업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림4-2> 기업의 부채조달기관별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재벌의 입장에서 제2금융권은 국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새로운 

부채조달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은행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차입 역시 중요했

다.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부채는 해외차입과 사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을 일부 대체할 수는 

있지만, 주로 시설투자자금으로 활용되었던 은행차입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런

데 수출실적에 따라 은행대출을 거의 자동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1970년대와는 달리, 

정부가 여신한도관리제도를 통해 여신의 독점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재벌은 국가의 정책지원

을 기대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은행차입선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것은 바

로 ‘다각화’를 통한 자산확대와 그에 따른 담보가치의 증대라는 방식이었다. 우선 재벌은 시

15) <한국일보> 1984년 11월 23일자 및 <부산일보> 1984년 8월 4일자(최진배, 1985: 3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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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행과는 달리 동일인에 대한 소유지분의 상한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제2금융권의 금융기

관들을 대거 인수하거나 신설함으로써 기본적인 자금창구로 활용하는 동시에(Park, 1994:

164),16) 이를 바탕으로 계열사를 대거 확대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이윤’보다는 외형

적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했다(Stockhammer, 2004). 

이러한 외형적 규모확대는 담보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추가적 차입을 가능

하게 했으며, 이는 다시 ‘대마불사’(大馬不死)의 논리를 강화시켜 위기시에도 재벌들의 생존

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기능했다. 따라서 1970년대까지의 부채경제가 국가의 직접

적 신용보증과 통화증발에 의존했던 ‘국가주도 부채경제’였다면, 1980년대 이후의 부채경제

는 재벌의 독자적인 차입선 확보를 바탕으로 다각화 전략에 따른 공격적인 부채조달이 진

행되었던 ‘재벌주도 부채경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종합금융회사 6 6 6 6 6 6 8 8 10 12

증권회사 7 7 7 7 8 10 10 10 10 10

투자신탁회사 9 10 10 10 10 10 10 10 10 13

생명보험회사 2 1 1 2 2 2 2 2 2 5

손해보험회사 7 7 7 7 7 7 7 7 7 7

기   타 7 6 6 10 10 10 15 18 24 28

합   계 38 37 37 42 43 45 52 55 63 75

<표4-5> 30대 재벌의 제2금융기관 소유현황 

     단위: 개수  

     출처: 박유영 ․김영석(2004: 1144)

은행의 경우 동일인 소유한도 규제로 인해 재벌의 대규모 은행주식보유가 허용되지 않았

던 반면,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투자신탁회사를 제외하고는 동일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

기 때문에 재벌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2금융권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실제로 <표4-5>에

서 볼 수 있듯이, 30대 재벌이 소유한 제2금융권 업체수는 1987년 38개에서 1996년 75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종합금융회사와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할부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창업투자사 등이 이러한 증가추세를 주도했다. 제2금융권을 통해 30대 재벌들은 정부의 여

신한도관리정책에 따른 은행대출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확보했다. 1988년 30

16) 1989년 30대 재벌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 가운데 21개의 금융투자회사, 10개의 보험회사, 그리고 16개

의 증권회사를 직접 소유하게 되었다(이규억 ․이재형, 199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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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재벌의 전체대출금 중 24.2%가 은행차입이었던 데 반해 그보다 높은 32.4%가 제2금융

권을 통한 차입이었고, 1992년에는 각각 17.9%와 40.5%로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

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재벌소유의 제2금융기관들이 비재벌소유 혹은 독립적 제2금융기관들

에 비해 수익성이 낮았다는 데 있다.17) 이는 재벌소유 금융기관들이 금융수익보다는 체계

적으로 관련계열사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계열사 발행증권의 우선적 인수, 계열사 주식 

및 주가관리 중심의 경영에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7년의 경우, 제2금융권의 금융

기관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재벌의 차입금의존도가 비소유기업에 비해 10.6% 포인트 

높게 나타났던 반면, 이자지급비용은 계열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자금

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김준경, 1999).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업

비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대 우 0.3% 37.5% 23.6% 38.7%

삼 성 33.6% 33.6% 11.8% 44.9%

현 대 0.9% 43.0% 31.2% 24.8%

럭키금성 0.2% 52.1% 11.6% 36.1%

<표4-6> 4대 재벌의 자산구성 (1988년) 

          출처: Kim(1997: 187)

특히 이러한 경향은 4대 재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대우의 경우, 총자산

에서 금융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7%에서 1988년에는 38.7%로 급증했고, 삼성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1%에서 44.9%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제2금융권 계열사들의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Kim, 1997: 189). 제2금융권의 계열사들은 재벌들에게 은행차입을 보

완하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원이었던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차입을 가능케 하는 다각

화의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재벌들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1980년대의 금융업이 재벌들에게는 단순히 자금의 조달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집중된 30대 재벌들의 금융업 진출 러쉬

17) 매출액영업이익률(ROA)의 경우, 1995년 비재벌계열 제2금융권은 1.0% 수준이었던 데 반해 재벌계열은 

0.27%에 불과했다. 1996년 이 수치는 –0.68%까지 하락했다. 또한 재벌계열 종금사와 증권사는 비재벌계

열에 비해 자기자본 건전성이 매우 취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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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의 재벌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었다. 특히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자본시장

개방과 주식시장의 호황은 재벌들의 금융업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였다. 예컨대 건설업에 

주력하던 극동그룹은 1988년 동서투자자문, 1994년 동서팩토링을 설립하여 금융중심의 기업

집단으로 전환하였고, 동양그룹 역시 1988년 동양투자자문, 1989년 동양창업투자와 동양베

네피트생명보험, 1990년 동양선물을 설립하여 그룹의 주력업종을 종래의 식품업 및 시멘트

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증권시장 진출에 소극적이던 삼성그룹은 1992년의 국제증

권 인수를 시작으로, 1993년 삼성할부금융과 삼성JP모건투자신탁을 설립하였다(이한구, 2010:

422-3). 그러나 금융수익을 목표로 한 재벌들의 금융업진출 러쉬는 결국 1997년의 외환위기

를 계기로 중도반단되었고, 국내금융업의 주도권은 재벌에서 외국자본으로 이전되었다. 

3절.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가계부문의 ‘형식적 포섭’

(1) 공금융시장으로의 가계저축 이동: 저축자로서 중산층의 성장 

2절에서 확인했듯이, 1980년대 초반의 금융자유화와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공금융시장의 

규제금리와 사금융시장의 시장금리 사이의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공금융시장, 특히 제2금

융권의 성장을 가능케 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거액의 유휴자금의 이동뿐만 아니라, 과

거의 부채경제에서 사실상 배제되어왔던 중산층 가계와 대부분의 가계저축을 구성하는 소액

자금을 재벌이 주도하는 새로운 부채경제 내부로 포섭되는 과정을 동반했다. 

과거의 국가주도 부채경제에서 고착화된 저금리정책과 인플레이션은 공금융시장에 대한 

가계의 저축의욕을 감퇴시켰고, 따라서 자산증식을 위해 시장금리를 확보하려는 가계는 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대신, 제도적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마찬가

지로 부채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가계 역시 국가주도 부채경제에서 정부가 유지했던 엄격

한 가계신용통제정책으로 인해 은행에서 부채를 획득할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었고, 따라서 

은행금리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공금융시장에서 가계의 ‘배제’는 결국 가계저축의 사금융시장으로의 ‘이탈’로 귀결되

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공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외채조달과 통화증발에 의존해

야 했다.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킴으로써 가계저축의 사금융시장으로의 이탈을 더

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국가주도 부채경제 시기 박정희 정부는 ‘금리현실화조

치’(1965년)와 ‘8 ․ 3 조치’ (1972년) 등을 통해 이러한 이탈을 억제하고자 했지만, 수출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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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금융지원과 특혜, 그리고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억제가 지속되는 한 그 효과는 일시적

일 수밖에 없었고 사금융시장은 빠르게 복원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가계저축동원을 위해 취했던 조치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였다.18) 재형저축제도는 은행권의 낮은 실질예금금리를 보전하

기 위해 소정의 기본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정부 및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 및 

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으로서 197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초기의 재형저축

제도는 가입대상자가 월소득 25만원 이하의 국내취업자, 50만원 이하의 해외취업자 및 일급

여액 1만6,000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저소득의 

노동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조기능을 주로 수행했다. 국민은행, 주택은행, 한국투

자신탁의 3개 기관에서 처음 시행된 재형저축은 세제 및 금융상 지원과 높은 수익률 등 파

격적인 우대조치로 1970년대 내내 예금은행의 다른 저축상품을 압도하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1980년대 초에는 그 규모가 전체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의 10%를 상회하게 되었

다. 특히 재형저축을 취급했던 국민은행의 경우, 1977년 이후 수신규모에서 기타 시중은행

을 앞지르면서 국내 최대은행으로 성장했다(국민은행, 1993: 117-9; 김도균, 2013: 102). 

하지만 재형저축과 같은 저축유인상품은 가입자격의 제한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사금융시장으로 이탈한 중산층의 저축자금을 공금융시장으

로 충분히 재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켰던 결정적인 계기

는 금융자유화를 통한 제2금융권의 확대였다. 아래의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1981년 가

계저축의 64.2%를 확보하고 있었던 사금융시장은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는데, 사금융시

장에서 이탈한 가계저축이 주로 향했던 것은 금융자유화 이후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익성과 고금리의 상품을 대거 출시하기 시작한 제2금융권이었다. 제2금융권은 중산층 

가계에 대해 은행기관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고금리를 보장해주었던 동시에, 사금융시장이 

제공해주지 못했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주었다.19) 요컨대 제2금융권은 수익성과 안정성

18) 재형저축제도는 원래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에서 노동자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와 재산형성을 위해 창

안된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막대

한 내자조달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변형하여 1976년 4월 1일 <저축증대와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초기 시행기관은 국민은행, 주택은행, 한국투자신탁의 3개 기관으로서 국민은행과 주

택은행은 ‘목돈마련저축’으로, 한국투자신탁은 ‘증권투자저축’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했다(국민은행, 1993:

117).

19) 한국은행의 <저축시장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가계의 저축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기준은 예금의 ‘안정성’이었다. 예컨대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1986년의 조사결과는 안정성(59.2%), 

수익성(20.0%), 유동성(12.6%), 기타(8.2%)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대

부분의 가계저축이 사금융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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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중산층가계의 요구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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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융저축 35.8 47.2 55.8 60.6 67.2 73.4 79.3 83.7 87.0 88.4 88.7 86.9 

은행 27.0 34.6 38.7 39.4 40.9 42.9 45.0 45.5 43.2 45.6 51.0 50.2 

제2금융권 8.1 11.6 16.1 20.1 25.0 29.0 32.7 31.6 30.1 33.6 33.0 33.4 

유가증권 0.7 0.9 1.0 1.2 1.3 1.5 1.6 6.6 13.7 9.3 4.7 3.2 

사금융저축 64.2 52.8 44.2 39.4 32.8 26.6 20.7 16.3 13.0 11.6 11.3 13.1 

계(契) 35.5 28.1 21.9 18.5 15.9 11.2 10.0 8.5 7.3 7.0 7.6 8.6 

사채 28.7 24.7 22.3 20.9 16.9 15.4 10.8 7.8 5.7 4.6 3.7 4.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4-7> 가계저축의 기관별 구성변화

단위: % 

 자료: 국민은행,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각년도

그런데 제2금융권이 주도했던 고금리상품을 통한 가계저축의 유인은 단순히 사금융시장의 

가계자금을 흡수하는 데 그쳤던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저축의 

절대규모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저축율을 제고하는 데 가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1960~70년대 한국의 국민저축률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

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정

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질적으로 낮은 가계저

축률이었다. 실제로 1980년대 초에 이르면 기업저축률과 정부저축률의 경우, 일본과 대만의 

그것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가계저축률은 여전히 이들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이계식, 1985).20)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 가계, 정부의 저축을 합산

한 국민저축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198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9%에 도달했다

(<그림4-3> 참조). 이러한 증가를 주도했던 것은 가계저축이었다. 가계저축규모는 1980년에 

에서 공금융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완료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저축상품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수

익성’으로 전환되었다. 예컨대 1994년의 동일 조사의 결과는 수익성(42.0%), 안정성(38.2%), 유동성

(13.4%), 기타(6.4%) 순으로 나타났다.

20) 일본과 대만에서 가계저축률이 높았던 것은 일찍이 ‘우편저축제도’와 같은 소액가계저축제도가 안정적으

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우편저축제도는 1875년에 실시되기 시작했고, 대만에서는 1930년

에 도입되어 영세저축자들의 자금을 용이하게 흡수하여 개인저축증대에 기여했다. 한국에서도 19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고, 1977년에 신규취급이 중단되었다가 1983년에 다시 부

활되었다(김계식, 198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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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대비 7.9%에 불과했지만 1983년 이후부터 10%대를 넘어섰고, 1980년부터 1990

년 사이에 무려 8배 이상 급증했다. 결국 금융자유화 이후 실질금리의 상승은 가계저축규모 

자체의 급증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는 국민저축률이 국내투자율

을 상회하게 되어 이제 국내저축은 외채를 대체하는 유의미한 부채조달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림 4-3> 국내총생산대비 국민저축의 주체별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0.9.2. 총저축과 총투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가계저축의 증가는 특히 중산층가계의 입장에서 저축의 의미를 변화

시켰다. 요컨대 금융소득이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유의미한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

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계저축의 목적 가운데 이자소득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다만 자녀교육이나 결혼자금 및 영업자금을 위한 목돈형성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뿐이었

다.21) 하지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수익의 금융상품들이 판매되면서, 제2금융권

을 매개로 하는 중산층들의 저축과 이자소득이 증가했다. 실제로 1988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에 저축한 이유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50.8%로 가장 높았다(한국개발연구원, 1991: 119). 

21) 1979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계저축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5.6%

는 ‘자녀교육비’, 24.4%는 ‘긴급한 필요자금에 대한 대비’, 13.1%는 ‘노후생활비’, 그리고 11.1%는 ‘부동산

구입비’라고 대답했다. 반면 ‘이자소득’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0.8%에 불과했다(이현재외,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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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가계의 임금-영업소득 대비 이자-배당수입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경제시스템, <국민계정> ‘10.3.2.제도부문별 소득계정’

<그림 4-4>는 임금 및 영업소득(자영업) 대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드러나듯이 제2금융권육성정책이 시작된 1983년 이후 가계의 이자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임금-영업소득대비 10%에 근접했다. 이는 금리인상효과와 더

불어 저축의 증가에서 기인했다. 당연하게도 이와 같은 금융소득의 증가는, 하위소득계층보

다는 저축여력이 있는 중산층에게서 뚜렷이 나타났다. 중산층에 집중된 금융소득의 증가는 

저축의 ‘가격’인 금리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에 대한 중산층의 민감성을 강화했다. 즉 

금리수준의 등락은 이자수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였던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가계저축

이 사금융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1970년대의 상황에서 공금융시장에서의 금리변동은 가계의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계저축이 사금융시장에서 공금융시장으로 이동했

던 198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 특히 금리정책은 곧 첨예한 정치적 의제

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금리인하는 곧 차입자인 재벌들에게 비용하락의 이득을 안겨

주는 반면, 저축자인 중산층의 경제적 이해에는 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결국 1980년대 

초의 금융자유화는 국내저축을 확대함으로써 외채에 의존해왔던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위기

를 우회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금리소득과 같은 금융수입에 대한 중산층의 이해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금리

자유화’에 대한 주요한 지지세력이 주로 중산층이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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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금융권과 부채접근성의 확대: 대출연계저축상품의 급성장

제2금융권의 성장은 중산층의 저축뿐만 아니라 대출수요가 높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부채접근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중산층가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부채경제에서 배

제되어왔던 이른바 ‘서민’의 금융수요를 공식적 금융시장 내부로 포섭할 수 있었다. 저축뿐

만 아니라 대출의 경우에도 제2금융권의 매력은 분명했다. 1970년대까지 가계는 은행대출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극도로 높은 대출금리를 지불해가며 사금융시장에 의

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은 은행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고 부채접

근성에 있어서도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표적

인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상호신용금고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

장했다. 1982년 6월 은행민영화에 뒤이어 7월에 발표된 ‘제2금융권 활성화시책’에 따라 단자

회사 및 상호신용금고의 설립 확대, 금리실세화, 업무영역 확대가 허용되었다. 그 결과 

1982년 14개사, 1983년 44개사 등 총 58개 상호신용금고가 신설되었고,22) 1983년 4월에는 

‘제2차 상호신용금고 활성화 시책’이 발표되어 자본규모에 따른 차입금 한도 확대 및 지점설

치가 허용되었다.23) 또한 경영실적에 따라 금고의 차입금한도, 즉 수신한도가 최대 자기자

본의 10배까지로 확대되었던 한편, ‘신용부금가입자예수금’24)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

입이 이루어졌다(정찬우 외, 2012: 37-46). 그런데 신용부금은 특히 대출연계저축의 특성을 

강화한 신종상품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전통적 저축과는 달랐다. 

신용부금의 도입은 상호신용금고의 예수금과 대출금의 동시적 증가에 가장 결정적이었다. 

1970년대까지 상호신용금고의 주력상품은 ‘상호신용계’였다. 상호신용계란 과거의 무진(無盡) 

업무를 계승하는 것으로서 계의 가입자가 여신을 제공받는 자가 되는 환원금융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전통적 상품이었다. 이 상품은 일정한 구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설정하

고 계원을 모집하여 매회 계금 납입일에 추첨,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급부자(대출자)를 

22) 하지만 이후 금고의 부실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1983년 11월에 신규 금고인가를 전면 중지했다.

23)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기준자본금의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입규모를 자기자본의 5배까지 허용하

고, 25%에 도달하는 경우 7배, 50%는 8배, 75%는 9배, 그리고 100%의 경우에는 10배까지 허용했다. 이

러한 조치로 인해 상호신용금고들 사이에는 자기자본확충경쟁이 진행되었고, 전반적으로 금고당 차입금 

한도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효과를 낳았다.

24) 신용부금가입자예수금이란 일반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의 성격에다 고

율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저축성예금의 성격을 가미한 상품이었다. 기존에 금고의 수신업무로는 상호신용

계와 상호부금 등이 있었으나 이들 업무는 여신을 조건으로 하는 수신으로서 환원금융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금고의 입장에서 자금의 운용이 자유로운 순수한 의미의 수신은 사실상 없었다. 하지

만 신용부금가입자예수금 상품이 허용되면서 금고업계는 순수 수신적 성격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고, 

업무영역의 확대 또한 이룰 수 있었다(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199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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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 급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상호신용계의 결정적인 한계는, 조를 편성

해야 하기 때문에 성조(成組)까지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추첨방식으로 급부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급부일을 확정할 수 없어 정작 필요한 때에 자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 상품은 자조적인 계(契)를 공식화했던 것일 뿐,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25) 하지만 1976년 이후 단계적으로 ‘신용부금’이라는 

신종상품이 허용되어 상호신용계 상품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고, 1982년 금융자유화 이

후 신용부금의 한도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리고 1984년에는 약정한도가 

아예 폐지됨으로써 가계저축과 가계대출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 신용부금은 환원금융의 형

태를 띤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호신용계와 유사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편성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으며, 결정적으로는 만기 이전에도 중도에 급부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 즉시 대출자격이 부여되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는 약정한 

만기총액한도 내에서 부금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는 만기까지 분할납

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신용계와는 달랐다. 또한 대출 후 납입하는 월부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되고, 중도에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이자부담

을 낮출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 역시 존재했다(상호신용금고연합회, 1993: 88-89, 238). 

<그림 4-5> 상호신용금고의 예수금과 대출금 구성 

                    자료: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월간 상호신용금고>, 각월호

25) 1970년대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상호신용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예컨대 

1975년 말 금고의 자금조달에서 수입계금의 비중은 69.6%였고, 자금운용에서 계급부금의 비중은 68.1%

(계대출금 제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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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상품은 이제까지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회를 제약

받았던 가계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해주었고, 그러한 가계대출

수요를 유인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림 4-5>는 상호신용금고의 예수금과 대

출금에서 신용부금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1976년 처음 시판된 후 

신용부금의 비중은 전체 예수금에서 10% 이내에 머물렀지만, 1980년 초 이후 빠르게 증가

하여 1983년 31.9%까지 도달한 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20%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부금의 

중요성은 대출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상호신용금고의 전체대출금에서 부금대출이 차

지하는 비중은 마찬가지로 1980년 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1982년에는 4개월

만에 33.8%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총대출증가율 24.88%보다 9%포인트나 높았다.26) 

이러한 높은 신장률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그 결과 1992년에는 57.7%로 상호신용금고의 

주력대출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수신

국민은행
33,420
(49.2)

37,815
(45.0)

44,543
(41.0)

54,357
(39.8)

63,925
(38.7)

75,187
(36.1)

89,404
(32.2)

105,280
(28.8)

상호신용금고
21,261
(31.3)

29,496
(35.1)

40,876
(37.6)

48,900
(35.8)

55,962
(33.9)

72,334
(34.7)

99,355
(35.8)

130,328
(35.6)

신용협동조합
6,356
(9.4)

7,591
(9.0)

9,559
(8.8)

12,945
(9.5)

17,178
(10.4)

22,753
(10.9)

32,508
(11.7)

45,690
(12.5)

새마을금고
6,925
(10.2)

9,211
(11.0)

13,646
(12.6)

20,438
(15.0)

28,205
(17.1)

38,026
(18.3)

56,517
(20.3)

84,490
(23.1)

계 67,962
(100.0)

84,113
(100.0)

108,624
(100.0)

136,640(
100.0)

165,270
(100.0)

208,300
(100.0)

277,784
(100.0)

365,788
(100.0)

여신

국민은행 25,282
(42.3)

28,017
(38.2)

30,650
(33.9)

34,911
(31.6)

40,252
(30.4)

47,374
(28.1)

54,912
(24.4)

66,180
(22.1)

상호신용금고 21,053
(35.2)

28,945
(39.5)

39,217
(43.3)

46,895
(42.5)

53,155
(40.1)

68,985
(40.8)

95,810
(42.5)

131,140
(43.8)

신용협동조합 5,594
(9.4)

6,568
(9.0)

7,868
(8.7)

10,511
(9.5)

14,125
(10.7)

19,085
(11.3)

26,865
(11.9)

38,030
(12.7)

새마을금고 7,818
(13.1)

9,841
(13.4)

12,784
(14.1)

18,058
(16.4)

24,977
(18.8)

33,445
(19.8)

47,598
(21.1)

64,220
(21.4)

계
59,747
(100.0)

73,371
(100.0)

90,519
(100.0)

110,375
(100.0)

132,509
(100.0)

168,889
(100.0)

225,185
(100.0)

299,570
(100.0)

<표4-8> 주요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 규모 비교

단위: 억원, % 

 자료: 민경환(1989: 49) 및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1993: 248) 

26) <매일경제> 1982년 6월 2일자 “부금대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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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금상품의 대중적 인기는 상호신용금고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표 4-8>은 주로 

가계금융을 담당하는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규모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나타

나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여수신규모는 전통적으로 서민금융을 전담해왔

던 특수은행인 국민은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림 4-5>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특히 대

출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성장이 뚜렷하게 발견되는데, 상호신용금고의 가계대출규모는 이미 

1985년부터 국민은행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주요 가계금융기관의 총대출규모 가

운데 43.8%를 차지하여 전체 대출을 주도하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 국민은행과 같은 가계

금융에 전문화된 특수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

었음을 감안하면,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

은 가계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시에 가계의 높은 대출수요

를 배경으로 신용부금으로 대표되는 대출연계저축상품을 시판함으로써 가계저축을 대거 유

인하는 데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27)   

그런데 <표4-8>에서 확인했듯이 신용부금을 통한 예금(수입부금)보다 대출(부금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고, 그 결과 신용부금계정의 예금과 대출 사이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

대되었다. 따라서 상호신용금고는 추가적으로 고금리의 신종수신상품을 시판하여 부금대출

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1981년 도입된 ‘신용부금가입자예수

금’(보통부금예수금)이었다. 신용부금가입자에 한해서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던 이 상품은 은

행의 요구불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동시에 요구불예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

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으로서, 출시 직후 9개월 동안 378.5%라는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인

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상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금대출에 대한 가계수요

가 워낙 컸기 때문에 대출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정부는 보통부금예수금의 

가입대상제한(신용부금가입자)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법적 제

한이 완화되면서 이후 금고들은 대출재원확대를 목표로 1987년 ‘정기부금예수금’ 및 1988년 

‘자유적립식신용부금’과 같은 신종상품을 추가로 도입하였고, 그 결과 상호신용금고의 수신

고와 여신고의 동반성장세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28)

27)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상품의 높은 인기에 따라 예금은행의 가계예금이 제2금융권으로 대거 유출되

기 시작하자, 정부는 1984년 예금은행에도 부금상품의 취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는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저축상품 가운데 부금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서게 되었다. 대출연계저

축상품으로서 부금상품의 이러한 확대는 결국 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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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저축이 제2금융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주로 서민금융을 담당해왔던 국민은행 및 주

택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과 상호신용금고로 대표되는 제2금융권의 비은행금융기

관 사이의 수신경쟁이 진행되었다.29) 특히 1980년대는 1970년대까지 억압되어왔던 가계대

출이 금융자유화에 따라 일부 완화되는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자산가격상승 현상이 동반되면서 가계의 자금수요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

금수요에 부응하여 예대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신고를 증대시키는 것이 결정

적이었다. 국민은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1984년 ‘국민다목적부

금’을 개발하여 시판하기 시작했고, 1990년에는 ‘국민주택종합부금’, ‘중소기업창업부금’, ‘국

민자유적립부금’ 등 신종금융상품을 잇달아 내놓았다. 정부 또한 서민전담 특수은행인 국민

은행과 주택은행의 경쟁력 개선을 지원했다. 1985년 정부는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을 월급여

액 6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전환했고, 국

민은행에 대해서는 1985년에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1989년에는 신탁업무를 각각 허

용했다(국민은행, 1993: 121, 128).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 저축기관의 성장은 금융자유화를 수단으로 수출부문을 위

한 대안적인 국내의 부채조달창구를 확보하려 했던 전두환 정부의 의도에 부합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제2금융권의 성장이 그 동안 억압되어왔던 가계부문의 대출욕

구를 개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제2금융권의 성장, 특히 상호신용

금고 예수금의 지속적 증가는 결국 신용부금과 같은 대출연계저축상품의 도입에 따른 결과

였고, 대출연계저축상품은 제2금융권 예수금의 증가와 동시에 가계대출의 증가를 가능케 했

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의 국가주도 부채경제에서 사금융시장에 유폐되어 있었던 가계

부문이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제2금융권을 매개로 공금융시장 내부로 포섭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가주도 부채경제를 대체하는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가계는 국

내저축의 유의미한 공급자이자, 부채의 수요자로서 또다른 수요자인 기업부문과 경쟁하는 

제도적 행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28) 보통부금예수금은 초기에는 정부규제로 신용부금가입자로 그 대상이 제한되었으나, 수신고를 확대하려

는 상호신용금고들이 보통부금예수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신용부금을 대납해주는 등 변칙적인 관행이 

확산되자 1989년 결국 정부는 이 상품의 가입대상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였다(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1993: 152).  

29) 1988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제외한 6개 시중은행의 총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

은 고작 8.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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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재벌주도 부채경제의 내재적 한계: 부채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

(1) ‘금융민주화’의 ‘금리자유화’로의 전치(轉置): 경실련의 금리자유화 캠페인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고양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노태우 정부 초기부터 급속하게 고양된 경제민주화 요구는 금융정책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재벌의 금융독점과 관치금융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과거의 부채경제에서 

대부분의 금융자원을 장악해왔던 재벌과,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했던 정부 양자에 대한 비판

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이미 1960년대 후반 이래 야당에서 

줄곧 제기되어왔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민주화라는 

정치적 조건과 3저호황이라는 경제적 조건 하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에게 집중되어왔던 금융적 특혜의 해체와 함께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중

소기업, 농어민,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라는 요구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3저호황과 함께 진

행된 주가상승 및 90년대 초반의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같은 자산시장의 성장은 부채라는 

금융자원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1988년 6월 현재 30대 재벌기업(총 676개 기업)이 총매출액, 수출, 고

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0.2%, 41.3%, 17.6%인데 비하여 이들의 전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점유율은 26.9%(총19조7천억원)에 달했고, 특히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제2금융권 기관

의 경우에는 그 자금의 태반이 재벌에게 집중적으로 대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표는 ‘금융

의 민주화’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설득력있는 정당성을 제공해주

었다. 재벌의 경제적 독점과 정경유착을 지속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은 결국 ‘부채’라는 금융

자원의 편향된 배분이라는 것이었다.30)

노태우 정부는 비록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군부세력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1987년의 민주화 이행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1960년대 이래 형성되

어온 재벌체제의 개혁이라는 문제로 집약되었다. 실제로 노태우는 취임 이후 2년 동안 다양

한 방식의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집권 직후 ‘5공청산론’을 내세우며 신군부 

인사들을 대거 해임하는 대신 민간인 출신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출신 인사들을 주로 기용

했고,31) 민주화 이후 분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충족, 균형성장, 공정한 시장경쟁 및 

30) <동아일보> 1988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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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명시적 정책목표로 제시했다(Rhee, 1994: 234-5). 이러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핵심

은 바로 금융자유화의 확대였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 중 가장 폭발적인 방식으로 제기되

었던 ‘노동문제’에는 과거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배제와 억압으로 일관했지만, 적어

도 금융과 관련된 요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금융문제’는 노동보

다 훨씬 더 포괄적인 계층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3저호황을 

거쳐 재벌의 수익성이 현저히 향상되면서, 재벌의 금융적 특권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배영목, 1992; 장지상, 1992; 김석준, 1994). 

1988년의 금리자유화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추진된 정책전환이었다. 정부는 일부 정책금

융을 제외한 여신금리와 2년 만기 이상의 정기예금금리 등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발표했

다.32) 이는 한편으로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미국의 요구를 고려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실

제로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금리자유화를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 평가하면서, 관치

금융의 해체와 재벌개혁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간주했다.33) 특히 금리자유화는 주요 ‘저축자’

인 중산층의 이해와 결합되었다. 과거의 부채경제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강제함으로써 저축자보다는 차입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지만, 금리

자유화로 인한 금리상승은 이러한 금융소득흐름의 왜곡을 시정하리라 기대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1980년대 말부터 다시 나타난 물가상승추세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금리의 실세화

(금리인상) 요구를 더욱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금리자유화와 관련된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 것은 민주화 이후 조직화된 시민단체들이었

다. 대표적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가의 금융개입을 ‘관치금융’이라 비판하면

서, 정부의 강력한 反인플레이션 정책(긴축정책)과 금리자유화를 위시한 전반적인 금융자유

화, 그리고 한국은행독립을 요구했다.34) 오늘날 긴축정책과 금융자유화, 그리고 중앙은행독

31) 이에 따라 노신영, 정호용, 장세동 등 신군부 출신 관료들이 물러나고 김종인과 이회창 등이 발탁되었

다.

32) 당시의 금리자유화는 재무부가 주도했다. 반면 상공부는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리인상은 기업의 투자분

위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고, 한국은행 역시 단계적 시행이라는 유보적 입

장을 보였다(전국경제인연합, 2001: 511).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자유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재무부가 가져간 데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

부가 금리자유화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을 막기 위해 통화공급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장규, 2011: 397-407).

33) “경제민주화 첫걸음 금리자유화 공방” <동아일보> 1988년 7월 25일자, “금리자유화와 탈관치” <매일경

제> 1988년 12월 2일자, “재벌금융지배 제도적으로 막아야 <매일경제> 1988년 8월 30일자. 

34) 경실련은 다른 사회운동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중산층(신중간계급)을 중요한 운동주체로 설정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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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같은 정책이 신자유주의 전환의 주요수단이자 계기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요구가 1990년대 초반 중산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시민단체에서 먼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당시 경실련은, 국가의 금융규제로 인해 재벌에게 시장금리보다 현저

히 낮은 금리(규제금리)의 여신이 집중됨으로써 인플레이션 경향을 낳았고, 재벌은 이러한 

특혜금융을 생산적 영역보다는 부동산이나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중소기업과 가계는 규제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시장금

리를 지불해야만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고, 그 마저도 은행문턱이 높아 대출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부담만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위적인 저금리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저축으로 보유하는 중산층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35) 저금리와 인

플레이션은 저축자로부터 차입자로 부의 이전을 낳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와 같

은 금융자유화 조치는 재벌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금융구조와 자금편중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금리규제란 재벌들에 제공되는 여신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여신에서 높은 시장금

리를 책정함으로써 대기업여신의 낮은 수익성을 벌충하는 경향을 낳는다는 것이었다. 따라

서 금리자유화는 재벌과 대중부문(중소기업과 가계) 사이의 차별과 불공정성을 해체하는 동

시에,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은 중산층을 압박했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

었다. 물론 금리인상은 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가계에도 얼마간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

러한 대중부문은 저리의 정책금융에서 배제된 채 이미 제2금융권에서 시장금리에 근접하는 

금리를 부담해왔기 때문에, 금리자유화의 충격은 주로 재벌기업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

었다(경실련정책연구위원회 편, 1993: 114-6).  

또한 민주화로 개방된 정치적 공간은 기존의 부채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채조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금융권에게도 자신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한국은행은 1988년 정부에 건의한 <전환기의 경제정책운용방안>에서 경제민주화의 요

체는 금융의 민주화에 있음을 강조했다.36) 그리고 금융민주화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

성보장과 시중은행 인사권의 자율화를 보장하고, 재벌에게 집중된 정책금융지원을 최소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과거의 부채경제에서 오랫동안 억압되어왔던 금융의 이해를 

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운동, 혁명이 아닌 분배정의,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을 주창했다(박해광, 2011: 137). 경실련의 이러한 성격은 보다 급진화된 사회운동에 불편함과 거부

감을 느꼈던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에 보다 부합했다

35) “금리자유화는 저축자 본위로” <한겨레> 1988년 7월 30일자. 

36) “금융자율기능 확대건의” <매일경제> 1988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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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정책목표에 종속되었던 금융부문이 각종규제로부터 해방되어 자

유로운 수익추구전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정책금융과 같은 국가의 과도

한 개입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고 은행권의 부실채권과 같은 문제를 양산했기 때문에, 정부

의 인사권간섭배제, 정책금융에 따른 부실채권의 정부인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관치금

융’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독립과 같은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37) 

그리고 대출심사와 금리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 은행의 독자적

인 수익성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의 이와 같은 금융민주화 요구는 사

실상 ‘민주화’와 ‘자유화’를 편의적으로 등치시킨 것이었지만,38) 언론과 학계, 시민운동단체뿐

만 아니라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 또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

국의 높은 물가상승이 재벌들에게 대규모 부채를 공급하기 위한 무리한 통화증발에서 기인

하며 통화증발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기능이 정부에 예속되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진

단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독립은 안정적인 통화공급과 인플레이션억제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을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경실련정책연구위원회편, 1993: 108-114). 

반면 부채경제의 주요 수혜자이자 거대 차입자였던 재벌은 금리자유화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1988년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는 정부에 제출한 <금리자유화에 관한 건의>에서, 

임금상승, 원화절상,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는 3중고에 금리까지 인상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불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금리자유화 시도를 비판했다. 또한 

자금의 초과수요상태가 지속되고 통화관리가 경직적이며, 금융거래상의 각종 규제가 상존하

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는 금리상승의 장기적 지속만을 가져올 것이므로 시기상조라 주장했

다(전국경제인연합, 2001: 511). 오히려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면서, 

금리자유화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체제 확립 및 부실채권 정

리, 통화관리체제의 신축성 제고, 여신한도제의 완화 등을 제시했다(Zhang, 2003: 85-6). 

1988년에 추진된 금리자유화는 이와 같은 사회적 논쟁과 3저호황의 종결에 따른 경제상

황의 악화로 인해 결국 1년 만에 후퇴하고 말았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을 계기로 ‘4 ․ 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의 완화와 

금리인하, 금융실명제의 연기 및 수출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라는 전통적 부채경제적 처

37) “금융민주화 요구, 5개 市銀 노조협의회” <경향신문> 1987년 9월 8일자. 

38) 이러한 관점은 민주화 국면에서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발표했던 ‘경제민주화’ 요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

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규제의 완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자유기업주의’를 경제

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했다(<매일경제> 1987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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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복귀하였고 사실상 금리자유화 계획을 철회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화 계획의 역전

과 함께 자유주의적 경제관료들이 경질되고 보다 친기업적이고 성장중심적인 인물들이 등용

되어 투자촉진정책이 추진되었다(Zhang, 2003: 91).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저축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한 금융민주화의 요구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물가상승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등 저축욕구를 감퇴시키는 요인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다수

의 중산층은 예금 및 적금과 같은 저축을 ‘재산증식의 최적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유종

권, 1991: 19).39) 이러한 배경에서 경실련은 1992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다시 한번 금리자

유화 이슈를 주도적으로 부각시켰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대통령후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약비교평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금리자유화와 한국은행독립, 금융실명제실시를 압박했다.40) 경실련은 금리자유화를 경제적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인 및 재벌

과 같은 ‘기득권층’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서민 및 중소기업과 같은 ‘대중부문’ 사이의 대립

구도를 설정했다(경실련, 1993b: 110-3).

금리자유화를 가장 반대하는 측은 바로 현재 대규모의 자금을 독점하다시피 빌려다 

쓰고 있는 대재벌기업들이다. (...) 따라서 대기업들은 기를 쓰고 금리자유화를 반

대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다. 여기서 바로 부패한 정치가들과 결탁하여 정치자금 조달창구로서 대기업이 전

면에 나서게 된다. 부정한 돈이 많이 필요한 정치가들이 말로는 금리자유화를 떠들

어 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서 찾아진다. (...) 한편 저금리체제 아래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한 

푼 두 푼의 푼돈을 예금하는 다수의 일반서민들과 금리가 높은 사채까지 끌어다 양

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가고 있는 대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다.41)

39) 1,500명의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1990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경제문제

로 물가(45.5%)를,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투기(20.2%)를 꼽았다. 그리고 재산증식의 최적수단으로서 부동

산투자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5.6%인 반면, 저축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4%였다(유종권, 1991). 

40) 1990년대 초반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금과는 달리 훨씬 더 직접적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1994년 4월 18일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 그리고 6월 3일에는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초청하여 단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금리자유화, 한국은행독립 및 금융실명제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쟁

점에 대해 질의했다. 두 후보는 경실련이 제기하는 정책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김영삼 후보는 경실련의 정책토론회 참여를 거부했다. 경실련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예컨대 1993년 5월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을 공개한 

이후, 경실련은 계획입안기관인 경제기획원 관료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금융실명제와 재벌

에 대한 금융특혜의 폐지 등을 요구했다. 

41) “현 대통령 임기중에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실시하라” 경실련성명서, 1991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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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실련이 가계와 중소기업 또한 부채

의 잠재적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저금리기조에서는 금리상승으로 귀결될 것이 명백

한 금리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견 이해되기 힘든 이러한 요구는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 고착화된 ‘비용전가 메커니즘’에 대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

다. 즉 저금리와 재벌위주의 신용할당정책은 그 편익을 재벌에게 집중시켰던 반면, 그로부

터 야기되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비용은 가계와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회화했

다. 과거 수차례 반복되었던 인위적인 공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제외한 여타부문

은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은행차입이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는 재벌

의 자금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와 중소기업에게 제공될 부채자금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들은 금리인하의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채, 제2금융권이나 사

금융시장에서 높은 실세금리를 지불하며 필요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관점에서 공금리와 실세금리의 이중구조를 해체하는 ‘금리자유화’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 입장이었다. 재벌에게 편향적으로 제공되는 저리의 부채라는 특혜를 폐지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금흐름의 왜곡이 개선

되어 금리하락 효과를 낳는 것은 물론, 부채에 대한 접근성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경실련, 1993b: 119-120).

이러한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노태우 정부는 1991년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발표

하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금리자유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거액의 양도성예금증

서(CD)와 기업어음(CP)과 같은 단기금융상품의 금리자유화를 주요내용으로 했던 1단계 자

유화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지만, 금리자유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2단계의 은

행대출금리와 장기회사채금리의 자유화계획은 또다시 연기되었다. 1992년 경제성장률과 수

출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금리자유화 계획에 대한 전경련의 저항이 다시금 강화되

었던 것이다. 전경련은 금리자유화가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상승으로 귀결되어 결국 수출경

쟁력이 악화될 것이라 경고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부 역시 금리인하로 선회했다.42) 하

지만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 이후 금리자유화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

었다. 비록 여당출신이었지만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출신 정부와 확고

하게 차별화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의도는 경제정책에서도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구체화되

42) 금리인하에 따른 금리자유화 계획의 후퇴에 대해 당시 한국은행총재였던 조순은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1993년 3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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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김영삼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 및 ‘재벌의 특혜축소’와 같은 대중적 요구를 수용할 것

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경제정책의 표상과도 같았던 경제기획원을 해체했고, 1980

년대 초 이래 답보상태에 있었던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였으며, 한국은행법개정을 통해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한국은행의 독립을 진전시켰다.43) 금리자유화 역시 김영삼 정부의 경

제개혁조치 중 가장 중요한 일부로서 추진되었다. 특히 은행의 저금리대출을 둘러싼 각종 

부패사건은 금리자유화에 대한 여론의 압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결국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까지 완료되는 새로운 단계적 금리자유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조윤제, 1999; Zhang, 2003:

96-99).44) 

(2) 금융적 이해관계의 성장: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경쟁 

1980년대 후반 부채의 둘러싼 갈등은 국가의 금융정책에 대한 재벌과 가계라는 ‘부채수요

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부채공급

자’ 사이의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시기의 금융자유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금융부문

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의 금융시장을 육성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은행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이중적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

문에, 실제 정책내용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 구획된 ‘차등적’ 자유화로 나타났다. 

요컨대 별도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았던 제2금융권은 사업영역과 자율성에 있어서 은행보다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던 반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았던 일반은행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

금융과 신용통제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다.45)

차등적 자유화는 제2금융권의 급속한 성장으로 귀결되었고, 제2금융권을 매개로 재벌들은 

43) 김영삼 정부는 1997년 한국은행법 6차 개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한국은

행총재로 바꾸고, 재경원장관을 위원회에서 배제했다. 또한 정부인사나 정부추천 위원을 6명에서 2명으

로 축소했다. 이는 정부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일부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기능을 제거하고 새롭게 설립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양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Lim, 2012).

44) 단적인 사례가 1993년 4월 동화은행의 불법대출사건이었다. 당시 안영모 동화은행장은 특정업체에 수

백억의 불법대출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커미션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이 스캔들에 유력 정치

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대출을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정부의 금리규제에 대한 비판

이 더욱 확대되었고, 김영삼 정부는 불과 한달 뒤 금리자유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45) 제2금융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자유화의 이유로서, 이른바 ‘회전문인사’(天降, 아마쿠다리)가 지목되기

도 한다. 은행들이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통제를 받았던 반면 제2금융권은 재무부의 통제를 받았고, 

재무부 관료들은 퇴직 후 제2금융권의 경영진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많았는데, 이것이 제2금융권에 보

다 유리한 규제정책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Zhang, 200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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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금융상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통로

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재벌의 충분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

은 ‘기업어음’(CP) 시장의 성장이었다.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의 비은행예금취급기

관들이 가계에 대해 은행권보다 높은 저축금리와 보다 확대된 대출기회를 제공해주었다면,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의 비은행투자기관들은 기업

어음시장을 매개로 재벌들에 대해 은행대출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이재웅, 1985: 222).46) 일반 상업어음(CB; commercial bill)이 상품거래시 구매자가 판

매자에게 상품대전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진성어음으로서 상품판매자가 거래은행이나 

중개인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수단이라면,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단기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기관투자가 및 타기업에게 할인발행한 후 만기시 액면

금액을 지급하는 융통어음을 말한다. 즉 기업어음은 상업어음과는 달리 실질거래관계를 기

초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수시로 발행되는데, 회사채(Corporate

Bond)처럼 발행을 위해서 이사회 의결,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등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

문에 기업들의 손쉬운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었다. 기업어음시장은 은행차입의 보완수단이

자,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각광받았다(정운찬, 1986: 67). 이러한 이유로 기업어음은 1981

년 처음 도입되어 1980년대 내내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데, 예컨대 1980년에서 1984년 4월

까지 은행예금이 2.4배로 늘어나는 동안 기업어음매출잔액은 3.6배로 증가했을 정도였다. 

기업어음시장이 급신장하게 된 것은 1979년 7월부터 단기금융회사 매출하는 기업어음에 대

해서 보다 높은 금리가 허용되었고 1981년 6월에는 신종기업어음(CP)제도가 도입된 데다가 

1982년 하반기 이후 다수의 단기금융회사가 새로이 설립됨으로써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여

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었다(이재웅, 1985: 227). 또한 제2금융권의 비은행투자기관들은 

신종어음에 기반한 어음관리구좌(CMA)를 판매함으로써 가계의 예금을 빠르게 흡수했다.47) 

46)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은 은행과는 달리 정책자금을 취급하거나 통화를 발행하지 않는 금융중개기관

으로서 신용창조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확대할 위험이 적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 금융기

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정부소유가 아닌 민간금융기관으로서 주

로 수익성에 입각한 상대적으로 자율적 경영을 보장받았다. 물론 업무영역이나 최고이자율 등에 있어서

는 정책당국의 지시와 규제를 받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약했고 따라서 수익성 위

주의 전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기업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은 

시장금리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예대마진에서도 은행보다 훨씬 유리했다. 또한 정부는 제2금융권을 경쟁

으로부터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80년대 초까지 업무영역에 대한 은행 및 신규 금융기관의 참입(參入)을 

제한했다. 

47)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미국의 메릴린치社(Merril Lynch)가 1979년에 최초로 출시한 신종금

융상품이었는데, 국내의 투자기관들이 이를 도입하였고 국내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어음관리구좌’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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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리구좌는 그 최저예치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2백만원(서울지역은 4백만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민가계보다는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중산층가계의 저축

이 대거 유입되었다. 특히 이 상품은 잔액이 유지되는 한 은행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

로우면서도 중도해지의 불이익이 없는 데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

에 보장하였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았다. 정부는 시중자금이 제2금융권의 투자기관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어음관리구좌의 예탁한도를 각 금융회사당 자기자본의 4

배 범위로 제한하였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될 정도였다(최성식, 1987; 박

재윤, 1989).

이처럼 신종금융상품의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국내수탁고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에는 위기

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유석진, 2005). 전국은행연합회는 제2금융권이 독점하고 있는 고수

익금융사업영역과는 달리 은행권에 대해서만 유지되고 있는 금리규제가 ‘역차별’이라고 주장

하면서 업무영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차등적 

규제가 은행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업무영역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2년 투자신탁회사의 고

유업무였던 회사채취급 및 상업어음 관련업무를 시중은행에 허용했고, 1983년에는 팩터링과 

상호부금을 은행권까지 확대했으며, 1984년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그리고 1985년에는 투

자금융회사의 어음관리구좌와 유사한 ‘가계금전신탁’을 허용했다(최성식, 1987). 가장 결정적

으로 정부는 계속적인 은행자금의 제2금융권으로의 유출을 제어하기 위해, 1985년 제2금융

권에는 금리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은행권에는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두 영역사이의 금리

격차를 축소했다. 

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영업기반이 취약하고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제2금융권에 

위협이 되었고, 투신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

적으로 은행권의 업무를 확대하고 제2금융권과의 업무영역분할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정책기조를 삼았다. 왜냐하면 정부의 수출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저금리의 은행신용이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은행수익성의 압박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전반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투자재원으로서 저렴한 부채를 충분히 공급받는 전제 하에 은행의 자유화가 진행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름으로 1984년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어음관리구좌에 관한 추가적 설명으로는 4장의 각주 9번을 참조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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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 대한 새로운 추가적인 사업영역허용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처럼 재벌들은 금융자유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중적 입장을 보였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

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은행차입에 대한 우선권 및 특혜를 최대한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금원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제2금융권의 자율성과 수익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중소자본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은행과 비은행권의 구별이 지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업무영역분할이 폐지된다면 재벌의 여

신독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중소자본들은 재벌로부터 보호되는 독자

적인 부채조달원이 확보되기를 원했다(Choi, 1993: 46; Rhee, 1994; Haggard and Maxfield,

1999: 274). 

특히 1990년대 이후 은행들은 제2금융권의 독자적 영역이었던 수익증권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물론 은행들은 이미 1985년 이후 은행신탁업의 형태로 수익증권에 투자해왔지만, 

1980년대 은행신탁은 투자포트폴리오에 따라 사후적으로 수익률을 반영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은행예금처럼 사전에 수익률이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정부는 은행신탁의 

포트폴리오에 시장수익률보다 낮은 공공채권(예컨대 통화안정증권)을 일정한도 이상 포함시

킬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은행고객의 입장에서 은행의 신탁상품은 다른 정기예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991년 금리자유화 이후 기업어음(CP)과 같은 단기상품의 금리가 상

승하는 동시에 1993년 이후 은행신탁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한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은 

수익률이 낮은 장기채권이나 공공채권 대신 기업어음과 회사채와 같은 고수익의 단기증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것은 은행의 신탁계정이었다. 

예금으로 구성된 은행의 일반계정은 금리상한이나 자산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정부의 규제하

에 있었던 반면, 이러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탁계정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자금유입이 증가했던 것이다(Cho, 2002; 한국금융연구원, 2014: 114).48) 

1991년에서 1997년 사이에 은행신탁의 수탁규모는 27.0조원에서 163.2조원으로 5.6배 확대

되어 연평균 34.9%라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49) 이렇게 성장한 은행신탁계정은 주로 증

48) 은행신탁계정의 성장에 따른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대한 수요증가는 1990년대 초중반 기업들의 자금조

달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었던 동시에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계기로 작용했다. 예컨대 한보철강과 기아

자동차는 이 기간 동안 주로 대규모 기업어음발행을 통해 생산설비확장에 주력했는데, 만기도래한 어음

을 결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1997년에 파산하고 말았다.

49) 은행신탁은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성되는데, 금전신탁은 신탁 인수시 금전으로 수탁받은 뒤 이를 

운용하여 금전으로 교부하는 반면, 재산신탁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처분 등의 기능을 수

행한 후 만기시에 신탁재산 현물을 교부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금전신탁이 절대다수(95~99%)를 차

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산신탁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금전신탁의 비중이 48%, 재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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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유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표4-9>가 보여주는 것처럼, 1991년에서 1997년 사이

에 일반은행계정의 증권보유비중은 약 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던 반면, 신탁계정은 무

려 20%포인트가 증가했다. 

신탁계정은 높은 정책금융비중으로 인해 수익추구의 제약을 받아왔던 은행들에게 새로운 

수익창구의 역할을 수행했다. 우선 신탁계정을 매개로 은행들은 이제까지 제2금융권이 장악

하고 있었던 기업어음 매입 및 매출업무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

요하게는 ‘재량적’ 대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계정자금의 대출은 여

전히 정책금융의 형태로 정부에 의해 강력히 규제되고 있었기에, 은행들은 신탁계정자금을 

활용하여 다각화에 주력하는 재벌들뿐만 아니라 ‘신탁대출’의 형태로 가계대출을 확대했다. 

그 결과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비중은 1992년의 7%에서 1996년에는 19.5%로 빠르게 증가했

다(Cho, 2002: 45). 이는 1960년대 이래 한국의 은행대출에서 배제되어왔던 가계부문이 신탁

계정의 성장을 매개로 부채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였다. 이러한 ‘재량적’ 대

출의 확대는 은행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예컨대 1992년에는 일반은행의 영업이익에

서 차지하는 신탁관련순수익의 비중은 79.6%에 달하였고, 1995년에는 120.3%까지 상승하

여, 일반은행업무의 적자를 벌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한국금융연구원, 2014: 118).5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일반계정
16.75
(12.2)

18.69
(12.3)

23.12
(13.9)

30.53
(15.2)

41.38
(15.9)

51.07
(16.4)

71.93
(17.1)

신탁계정
14.98
(46.9)

21.69
(46.8)

40.55
(59.8)

58.67
(61.2)

87.92
(64.0)

105.98
(65.2)

124.52
(66.2)

<표4-9> 은행자산에서 증권보유의 비중 

                                                                 단위: 조원, %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년도

이처럼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경쟁은 1990년대 들어서 더욱 격화되었다. 재무부는 은

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업무분할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업영역 확장을 허가했다. 은행과 제

2금융권 사이의 경쟁은 다시 제2금융권 내부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예

탁의 비중이 52%로 역전되었다(한국금융연구원, 2014: 109-111).

50) 하지만 은행의 신탁계정순수익은 1998~2000년 사이에 적자로 반전되기도 했고, 다시 흑자로 복귀한 이

후에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후부터 한 자리 수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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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상호신용금고와 은행 간 수신금리차가 축소되어 금고의 금리경쟁력이 약화되어 예대마

진이 축소되자 금고업계 사이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단기

금융시장에의 은행들의 진출은 투자금융회사로 하여금 새로운 영업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상

황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투금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타금융업종으로

의 전환이었다. 특히 1991년 ‘금융회사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투금사들

은 타금융회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5개 투금사는 증권회사로 전환하였고, 3

개의 투금사는 단독 또는 합병의 형태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1994

년과 1996년에는 각각 9개, 15개의 투금사들이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1996년 말에는 30개의 종금사가 시장에 난립하게 되었고, 신규 종금사들이 주도한 해외차입

과 대출경쟁은 결국 1997년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하연섭, 1996; 김대호,

2014).51) 

 

5절. 갈등에 대한 부채경제적 해법과 그 귀결: 금융시장개방과 97년 외환위기

(1) 재벌의 금융비용증가와 금융시장개방

1970년대까지의 국가주도 부채경제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억압했지만, 국가가 직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저금리의 정책금융을 통해 수출대기업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했다. 그러

나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러한 메커니즘은 중단되었고, 금융자유화와 함께 개

시된 1980년대 이후의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는 제2금융권의 성장을 바탕으로 그 동안 억

51) 따라서 1990년대는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업무중복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두 영역 사이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수익성악화에 직면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사업영역

으로 진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의 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중복업무 영역을 보여준다(배영

목, 1996a: 9). 

구   분 금융기관 중복업무 내용

비은행기관 

(제2금융권)

의 은행업무

투자금융 할인어음 자체보유, 어음보증, 팩토링

종합금융 할인어음 자체보유, 기업자금융자, 지금보증, 팩토링

상호신용금고 부금예수금, 차입금수입

투자신탁 기업어음 할인매입, 신탁형증권저축

보험회사 대출, 단기저축성보험

은행의

비은행업무

일반은행

특수은행
상업어음 일반매출, 환매채매도, 상호부금,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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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되어왔던 다양한 부문의 금융적 이해가 일부 충족되기 시작했다. 이제 재벌들은 국가의 

신용통제로부터 벗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자립적인 부채조달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가

능해졌고, 가계는 저축자로서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보장받았던 동시에 부채접근성의 기회 

또한 확대되었으며, 금융기관 역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

으로 진출할 기회를 획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부문의 금융적 이해의 진전은 곧 

재벌주도 부채경제에 중대한 효과를 미쳤다. 그것은 바로 재벌들이 지불해야 할 금융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우선 공금융시장으로의 가계부문의 인입은 두 가지 상이한 경로를 통해 재벌들의 금융비

용 증가에 기여했다. 첫 번째 경로는 가계저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금융시장에서 공금

융시장으로 가계저축이 대거 이전됨으로써, 공금리, 즉 여전히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규제

금리의 수준이 가계의 금융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저축자로서 

가계는 금리인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금융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

기에, 정부에 의한 금리상승의 인위적 억제는 저축자를 희생하여 주요차입자인 재벌들의 특

권을 비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산층가계가 금리자유화의 강력

한 지지자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두 번째는 가계대

출, 즉 가계의 부채수요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제까지 국내여신의 절대다수를 장악해왔던 

기업부문에 대해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가계부문이 경쟁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

다. 제2금융권의 성장과 함께 대출기회가 확대되면서, 가계는 꾸준히 대출규모를 증가시켜

왔고 동시에 대출한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는 곧 부채의 접근성과 배분에 대

한 ‘형평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의 국가가 수용해야 할 당연과제였지만, 이와 동

시에 국내부채라는 ‘한정된 자원’ 가운데 재벌들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축소될 뿐만 아니

라 은행신용을 수단으로 수출주의 정책을 주도해왔던 국가의 개입능력 역시 그만큼 약화된

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국가는 최대한 가계대출의 확대를 억제하고자 했다. 예컨대 

1992년 5월 한국은행은 은행자금이 과도하게 소비성자금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

로 가계자금대출한도를 3천만원으로 축소하고, 부금상품과 같은 예금조건부 대출상품의 자

동대출한도액 역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52) 그리고 시중은행은 총대출액의 9%, 지방

은행은 11% 이내에서만 가계자금을 대출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주요 대출재원

인 저축성예금의 70% 이상을 개인예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에는 매우 인색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여론의 압력에 의해 1993년 4월 정부는 가계대출한도의 폐

52) “가계대출 큰 폭 줄인다.” <매일경제> 1992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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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53) 

아래의 <표4-10>은 예금은행의 대출구성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후반

을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9년에서 1996년 사이에 기업부문에 대한 

산업대출은 약 50조원에서 125조원에서 2.5배 증가했던 반면, 가계대출은 약 11조원에서 50

조원으로 4.5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89년 전체 예금은행대출금 중 19.0%를 차지했던 

가계대출비중은 1996년에는 28.3%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가계금융에 특화된 

국민은행의 대출이 포함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일반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자료에 제시된 수치보다 더 낮았을 것이다.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산업대출
50,687.2 

(81.0%) 

59,438.0 

(80.3%) 

71,242.0 

(79.7%) 

79,948.7 

(77.8%) 

87,022.6 

(75.6%) 

99,029.4 

(72.9%) 

111,027.2 

(72.8%) 

126,991.1 

(71.7%) 

가계대출
11,880.6 

(19.0%) 

14,590.6 

(19.7%) 

18,173.6 

(20.3%) 

22,848.3 

(22.2%) 

28,114.8 

(24.4%) 

36,820.9 

(27.1%) 

41,450.5 

(27.2%) 

50,193.1 

(28.3%) 

합계
62,567.8 

(100.0%)

74,028.6 

(100.0%)

89,415.6 

(100.0%)

102,797.0 

(100.0%)

115,137.4 

(100.0%)

135,850.3 

(100.0%)

152,477.7 

(100.0%)

177,184.2 

(100.0%)

<표 4-10> 예금은행의 대출구성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주: 한국은행은 1989년 이전자료까지는 예금은행의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항목을 별도로 집계

하지 않았다. 이는 1980년대까지 예금은행의 대출 중 가계대출의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

음을 반영한다.

다른 한편 제2금융권의 성장에 따른 금융부문 내부에서 격화된 경쟁 또한 재벌의 금융비

용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 재벌들은 제2금융권의 계열사를 수단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 기업어음(CP)과 같은 신종단기금융상품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했다.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공격적인 외형성장에 주력했던 재벌들은 유

휴자금의 거대한 ‘블랙홀’로서 시중자금을 빠르게 흡수했기 때문에, 새로운 단기금융상품은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은행들에게도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이었다. 단기

금융시장을 둘러싼 금융기관들 사이의 경쟁은 대출재원마련을 위한 수신경쟁으로 이어져, 

53) 하지만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반복적으로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회

귀하곤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제한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던 것은 1997년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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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과 제2금융권의 투자기관들은 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관리구좌(CMA)

와 같은 고금리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자금조달비용의 상

승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재벌들의 자금수요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조달자금을 다시 고금

리로 기업들에게 대출해줌으로써 그 비용을 대출기업에게 이전시키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재벌들에게 단기금융자금은 이제까지 운전자금용도로 활용해왔

던 사금융시장의 부채를 대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

다.54)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은행대출을 대신해 단기금융자금을 시설투자용도로 활용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이병천, 1999b; 1999c). 

<표4-11>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부문과 대기업의 매출액대비 금

융비용이 빠르게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반복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금리자유화의 

점진적 확대와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산업대출의 상대적 위축, 그리고 고금리 단기금융상

품시장의 발전은 기업부문, 특히 대규모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재벌들의 금융비용을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요컨대 1980년대 초의 금융자유화는 외채위기에 대한 대

응으로서 부채의 조달원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려는 시도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

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고양된 금융민주화의 압력과 금융부문의 경쟁적 압력이 금리상승

을 매개로 금융비용의 상향적 압력으로 귀결됨으로써 한국의 부채경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55)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제조업전체 4.6 4.6 5.08 5.12 5.69 6.31 5.93 5.64 5.57 5.84 6.39

대기업 5.00 4.91 5.33 5.41 6.11 6.79 6.51 5.17 6.10 6.34 7.00

<표 4-11>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54) 사금융시장의 금리는 시장금리에 덧붙여 ‘위험프리미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금리보다 항

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55)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나타난 일시적인 금융비용상승률의 둔화는 1993년

에 단행된 금융시장개방 정책의 효과였다. 즉 저금리의 해외부채도입이 허용되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이다. 하지만 저리의 해외부채에 의존하여 재벌들의 공격적 투자가 재개되면서 

1995년 이후 금융비용은 다시 빠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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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의 상승은 1990년대 초 인건비 상승과 함께 경상이익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요인

으로 지목되었고, 그에 따른 경상이익률의 감소 및 투자부진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

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특히 금융비용이 정점에 달했던 1992년에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금용비용부담의 경감에 대한 요구가 집중되었다. 전경련은 한국 기업들의 금융비용은 경쟁

국가인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투자

를 촉진시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56) 이에 대해 정

부는 금리자유화 계획을 유보하거나 소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재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지만 금융비용상승경향을 반전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이미 ‘민주

화’의 문턱을 넘어선 상황에서 과거처럼 수출대기업을 제외한 부문의 부채접근권을 차단함

으로써 자금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제2

금융권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산층과 금융권의 이해와 요구가 고양된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인하는 즉각적인 정치적 반발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

에 국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성장의 수단으로 수출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의 상승에 따른 수출실적의 악화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부채경제에서 금융을 둘러

싼 재벌과 금융, 그리고 중산층의 상충하는 이해에 직면하여 국가는 또다시 ‘금융자유화’라

는 수단을 선택했다. 결국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재벌과 금융기관에게 해외의 ‘저

렴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것, 즉 추가적인 금융자유화로서 금융개방이

었다.

1993년 3월 18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된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구조적 위기’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

우선과제로 재정개혁과 행정개혁과 함께 금융부문개혁을 제시했다.57) 금융개혁의 내용은 금

리자유화 ․자금운용 ․내부경영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금융자율성의 제고, 통화관리의 간

접규제방식으로 전환,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과 소유구조의 선진환, 금융거래질서의 확립(금융

실명제), 금융산업의 단계적 개방과 국제화추진이었다(유철규, 1993). 이와 같은 금융개혁조

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이었다. 특히 금융시장개방

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부채경제 내에서 첨예화된 갈등과 경쟁을 추가적인 대규모 부채공

급으로 우회하고,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해주었다.

56) ‘상장사 금융비용 부담 수지구조악화 큰 요인.’ <매일경제> 1992년 3월 3일자; ‘금융비용 29.4% 증가.’ 

<경향신문> 1992년 8월 16일자; ‘금융비용 줄여 투자부축 의지.’ <매일경제> 1992년 10월 30일자; ‘금융

비용이 그토록 높다니.’ <매일경제> 1992년 11월 16일자.

57) “‘신경제’ 담화문 요지” <매일경제> 1993년 3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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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시기에 유보되었던 금리자유화를 재추진함으로써 중산층과 금

융부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한편, 금융비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부채조달원

으로서 국제금융시장에 주목했다. 1970년대까지의 높은 외채의존도가 외채위기 상황으로 귀

결되었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1980년대 내내 국내은행과 기업의 직접적 해외차입은 국가

에 의해 규제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금융비용의 상승은 해외로부터의 

차입규제를 재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4-12>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해외금리는 국내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특히 

90년대에는 이러한 금리격차가 더 벌어졌다. 실질금리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서, 1990~95년

의 평균실질금리의 경우 한국은 8.07%인 반면 미국은 2.33%, 일본은 3.09%에 불과했다(배

영목, 1998: 179). 

연도
국내금리 해외금리

대출금리 회사채수익률 미국 일본

1984 10.0-11.5 14.1 8.00 5.00

1985 10.0-11.5 14.2 7.50 5.00

1986 10.0-11.5 12.8 5.50 3.00

1987 10.0-11.5 12.8 6.00 2.50

1988 10.0-13.0 14.5 6.50 2.50

1989 10.0-12.5 15.2 7.00 4.25

1990 10.0-12.5 16.5 6.50 6.00

1991 10.0-12.5 18.9 3.50 4.50

1992 10.0-12.5 16.2 3.00 3.25

1993 8.5-12.5 12.6 3.00 1.75

1994 8.5-12.5 12.9 4.75 1.75

1995 9.0-12.5 13.8 5.25 0.50

<표4-12> 국내외 금리차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국가는 금융시장개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던 재벌의 금융비용상승과, 부채를 둘

러싼 갈등과 경쟁의 심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우선 은행들은 해

외로부터 저금리자금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함으로써 예대수익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

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압박을 받고 있던 투자금융회사들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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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융회사로의 업종전환이 허용됨으로써 직접적인 해외차입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대출과 해외투자를 병행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가계대

출을 억제하거나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동시

에 재벌들에게 저비용의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해외로부터의 풍

부한 저금리부채의 도입은 국가주도 부채경제에 잠재되어있던 위험을 ‘부채경제적 방식’으로 

완화했던 것이다. 

금융개방이 결정된 이후, 해외은행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에 대한 대출규모를 경

쟁적으로 확대했다. 세계적으로 저금리기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던 이들에게 특히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장소였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한국의 대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대출은 주요선진국기업들에 대한 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적

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채무는 정부에 의해 보증되고 있기에 사실상 한국정부에 

대한 대출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안전했기 때문이다(Cumings, 1998: 55). 

금융시장개방은 한국의 부채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했다. 변화는 재벌에서 시작되었

다. 이제까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보다 고금리로 차입해왔던 재벌들은 금융시장개방

을 통해 해외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5대재벌은 해외로부터 

직접적인 차입선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훨씬 유리했다. 이들은 해

외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대출하여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시장에서의 주식 및 회사채발행을 통해 직접금융규모를 크게 

확대할 정도로 자본자유화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았다(신장섭 ․장하준, 2004: 45). 이보다 더 

극적인 것은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해외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었다(OECD, 1996; Pirie, 2008: 98). 해외의 저금리시장으로의 접근이 확대됨으로써 국

내금리의 인하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상위재벌들을 제외하고는 해외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신인도를 가진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국내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수익의 기회로 삼았다. 은행들은 해외로부터 저

금리로 부채로 조달하여 해외신인도가 낮은 국내의 기업들에게 국내금리, 즉 고금리로 대출

하면서 예대금리차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58)  

58) 하지만 이는 다음의 효과를 낳았다. 상위재벌들이 해외에서 부채를 직접 조달하게 되면서 국내의 은행

들은 보다 낮은 신용도의 중하층재벌들에게 부채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 자산구성

위험도의 증가를 의미했다. 실제로 외환위기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은 5대 미만 재벌들에 집

중되었고, 이들에게 대출해준 은행들은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었다(조윤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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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경제와 1997년 외환위기: 재벌주도 부채경제의 위기

이처럼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가 단행한 금융개방 중심의 금융자유화는 주로 국내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조달비용의 증가를 그 배경으로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의 금융자유화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금융자유화 역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국가의 ‘철수’가 아니라, 기존 

부채경제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의 일환이었다. 국가는 금융시장개방의 

속도와 내용을 조정하면서 수출주의 부채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했다. 예컨대 금융시장개방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소유한도는 20% 

이하로 제한하였고,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환율제도도 복

수통화바스켓 방식에서 변동환율제로 변화되기는 했지만,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가 아닌 관

리변동환율제로서 1일 변동폭은 2.25% 이하로 역시 제한하였다(이병천, 1999b: 111; Zhang,

2003).59) 이처럼 김영삼 정부가 금융시장개방의 규모와 속도를 제한했던 것은 두 가지 이

유에서였다. 하나는 주식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유권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인수합

병 시도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더욱 결정적인 것으로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대규모 외국

인투자가 유입될 경우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정부는 금융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외국자금조달의 주도권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넘기기

보다는, 은행을 매개로 최대한 스스로 보유하기를 원했다. 요컨대 채권시장은 국내외 금리

차에 따라 높은 수익성을 좇아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자본유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

방의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주로 국내금융기관 주도로 해외로부터 부채를 도입하고 이를 

다시 국내기업에 공급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시장개방이 실질적으로 가장 

진전된 부분은 국내금융기관들의 해외금융시장 접근성이었다(박대근, 1999: 18-9; Kim and

Shin, 2003; Kalinowski and Cho, 2009). 이 시기의 금융시장개방은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과 같은 자본시장보다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을 확대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60)

59) 이러한 제한은 한국에서 1997년 위기의 성격을 규정지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태국에서는 외국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위기가 발생했다면, 한국에서는 제한적 금융개방으로 인해 태국과 

같은 금융투기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외채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의 성격이 보다 강했다. 

60) 이러한 이유로 Kim and Shin(2003)은 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정책을 ‘은행중심의 자유화’(bank-centered

liberalization)로 규정한다. 즉 국내은행에 의한 자본거래 및 무역신용성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큰 폭의 

자유화를 허용하되, 여타 자본유출입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연기하거나 상당한 제약하에서 자유화를 추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불충분한데, 왜냐하면 이 시기의 해외자본유입을 주도한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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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는 선진국의 금리하락을 배경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라틴아메리카와 아

시아 지역의 발전도상국으로의 거대한 자본유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1990년

부터 1996년까지 이들 발전도상국으로의 순민간자본유입은 7배가 증가했다.61) 이 가운데 3

분의 2는 아시아로, 나머지 3분의 1은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되었다. 발전도상국의 금리는 높

은 자본수요로 인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관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쫓아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유입의 구체적 형태는 국가별로 상

이했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 포트폴리오투자의 형태를 띠었고, 아시아의 경

우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직접투자가 많았으며, 태국은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직접투자보

다 더 높았다(Ito, 1999). 반면 한국에서는 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해외 금융기관으

로부터의 직접 차입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의 경우,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가운데 직접투자는 13.5%, 주식투자는 7.6%, 채권투자는 23.3%였던 

데 비해, 금융기관 차입은 50.7%에 달했다(<표4-13> 참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영

삼 정부의 금융시장개방 정책이 자본시장보다는 금융기관차입능력의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직접투자 148.5
(13.0) 

182.2
(12.2) 

257.3
(13.5) 

141.7
(8.0) 

221.9
(11.3) 

418.5
(16.8) 

주식투자 153.9
(13.5) 

181.5
(12.2) 

145.3
(7.6) 

61.9
(3.5) 

187.3
(9.5) 

629.0
(25.3) 

채권투자 195.6
(17.2) 

297.7
(19.9) 

445.1
(23.3) 

540.5
(30.6) 

469.8
(23.8) 

442.5
(17.8) 

차   입 589.5
(51.8) 

757.7
(50.7) 

970.0
(50.7) 

1,048.3
(55.9) 

1,003.1
(51.2) 

889.8
(35.7) 

정부 71.4
(6.3) 

66.0
(4.4) 

59.6
(3.1) 

215.4
(12.2) 

322.7
(16.4) 

253.1
(10.2) 

은행 370.2
(32.5) 

517.9
(34.7) 

679.5
(35.5) 

546.8
(31.0) 

438.9
(22.3) 

430.0
(17.3) 

기타 147.9
(13.0) 

173.8
(11.6) 

230.9
(12.1) 

286.1
(16.2) 

241.5
(12.3) 

206.7
(8.3) 

기   타 51.2
(4.5) 

74.6
(5.0) 

93.7
(4.9) 

83.7
(4.7) 

78.9
(4.0) 

110.8
(4.4) 

합   계 1,138.7
(100.0) 

1,493.7
(100.0) 

1,911.4
(100.0) 

1,876.1
(100.0) 

1,961.0
(100.0) 

2,490.6
(100.0) 

<표 4-13> 외국인 국내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주: 기타투자에는 ‘현금 및 예금’과 ‘무역신용’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서 국내은행 외에도 비은행금융기관인 종금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61) 이 가운데 태국은 1988~1996년까지 세계 최대의 자본유입국이었다(It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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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융기관차입 중심의 금융시장개방은 해외차입의 구성에서 단기성 부채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편향을 낳았다. 사실 김영삼 정부가 금융시장개방을 추진했던 실질적 동기

가 1980년대의 재벌주도 부채경제가 야기한 부채조달비용의 지속적 상승에 대한 대응에 있

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조치였다.62) 왜냐하면 해외금리는 국내금리보다 약 1/2 수

준이었고, 외채 중에서도 단기부채 금리는 약 3% 수준으로 장기부채 금리(약 6%)의 절반이

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장기대출보다는 차입조건을 

재조정하기 용이한 단기대출이 선호되었다. 또한 단기차입금은 만기시에 별 문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만기연장(roll over)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서, 사실상 장기차입과 다를 바 없

다고 판단되었다(유철규, 1998: 212; 박대근, 1999: 16; 이병천, 1999b: 111).63) 정부 역시 거시

적 경제관리를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장기부채에 대한 규제는 지속시킴으로써 단기부채의 

도입을 유도했다.64) 이러한 단기부채 중심의 금융개방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입 이전에 시행되었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정부의 결정과는 달리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도입을 먼저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외부적 압력의 수동적 결과라기보다는 

금융비용의 하락을 위한 거시적 경제관리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지주형,

2011: 145).

단기차입 중심의 금융개방이 진행된 결과, 1994년의 총외채증가율은 29.6%였으나 장기외

62) 많은 연구들은 1997년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김영삼 정부의 ‘부문별한 금융자유화’ 정책을 지

목하면서, 위기를 낳은 정책실패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후적 평가에 치우쳐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한다. 중요한 것은 당시 금융자유

화의 ‘비합리성’에 과도하게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의 ‘상황적 합리성’에 주목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응

을 야기한 구조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63) 이러한 판단은 과거 부채경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해외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한국정부가 

금융기관의 지급을 보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외채조달에 있어서 차환(refinance)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시기 금융자유화의 핵심목적이 금융비용의 축소에 

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부채보다는 저금리의 단기부채가 더욱 선호되었던 것은 당연

했다. 

64) 장기상업차관의 도입은 1986년 이래 금지되었다가 1995년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의 제정에 따라 재개

되었으나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고 사전에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해외증권의 

경우에도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업별로 한도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물량규제가 시행되고 

있었다(신인석, 1998: 50). 이는 재벌들의 저금리자금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국내은행들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던 당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즉 정부는 해외장기부채에 대한 도입은 계속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였고, 또한 재벌들에게는 저금리의 해외단기

부채를 허용함으로써 금융비용의 지속적 상승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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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증가율은 7.3%에 불과했던 반면 단기외채는 58.3%로 폭증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장기외채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단기외채의 증가율이 장기외채의 증가속도를 

초과하는 경향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외채구성은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의 43.2%에서 1996년에는 58.3%로 급상승하여 단기외채 위주의 구조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경제의 규모에서 볼 때, 전체외채의 절대규모는 결코 위험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1991년에서 1996년 사이 외채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2%에서 21.6%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 평균외채규모는 15.7%로서 1979~1985년의 44.3%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65) 또한 경상

수지도 1993년과 94년에는 대략 균형상태(93년 4억 달러 흑자와 94년 국내총생산의 약 1%

에 달하는 46억 달러 적자)였고, 1997년에는 경상수지적자가 증가했지만 이 역시도 비교적 

관리가능한 수준(국내총생산의 약 3%)이었다(배영목, 1998; 신장섭 ․장하준, 2004: 71). 따라

서 외채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던 1980년대 초에는 경제규모 대비 외채의 절대규모가 문제였

다면, 1990년대 중반에는 외채의 절대규모보다는 단기외채가 높은 외채의 구성이 문제였다

고 할 수 있다.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외채 62.9 67.0 97.4 127.5 163.5 159.2
(장기) (26.0) (26.7) (43.5) (55.6) (70.2) (95.7)

(단기) (37.0) (40.3) (53.9) (71.9) (93.3) (63.6)

공공부문 5.6 3.8 7.2 6.7 6.1 22.3
(장기) (5.6) (3.8) (7.2) (6.7) (6.1) (22.3)

(단기) (0.0) (0.0) (0.0) (0.0) (0.0) (0.0)

민간부문 13.7 15.6 25.2 31.2 40.9 47.1
(장기) (6.5) (7.8) (15.9) (18.0) (20.6) (25.9)

(단기) (7.2) (7.8) (9.3) (13.2) (20.3) (21.2)

금융부문 43.7 47.5 65.1 89.6 116.5 89.9
(장기) (13.9) (15.0) (20.4) (31.0) (43.5) (47.5)

(단기) (29.8) (32.5) (44.6) (58.6) (73.0) (42.4)

<표4-14> 외채 조달기관의 구성

                                                                    단위: 10억 달러

주: 국제통화기금 기준 외채. 즉 거주자 채무와 금융기관의 역외계정 및 국외점포의 해외차입금의 합.

자료: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이규성(2006: 60)에서 재인용.

65) 1995년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외채규모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70%, 인도네시아는 

57%, 태국은 35%, 아르헨티나는 33% 수준이었다(World Bank, 199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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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업들에 대한 저금리부채의 공급이라는 금융개방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 시기

에 외채도입을 주도했던 것은 민간기업이 아닌 금융부문이었다. 위의 <표4-14>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개방이 단행된 1993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의 1996년 사이에 민간부문의 외채는 

253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 금융부문의 외채는 690억 달러가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문이 조

달한 부채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민간기업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기업부문의 경우, 금

융개방의 효과는 5대 재벌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비교적 대외지명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외

은행이나 해외채권시장에서 저금리의 부채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반면, 이

들을 제외한 30대 재벌들은 해외채권자들의 확고한 신뢰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금융기관에 의존해야 했던 것이다(그림4-6).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

용했다. 1970~80년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금융기관 부채가 

사실상 정부에 의해 보증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5대 재벌 이하의 기업들보다는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을 더 선호했다. 따라서 국내금융기관들은 1993년 이후 해외의 저금리부채

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이를 해외부채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에게 국내금리수준으로 대출함으로써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수익기회는 금융기관주도의 해외단기부채도입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림 4-6> 그룹군별 국내외 부채비율 (부채/자산)  

     출처: 조윤제(1999: 74) 

이처럼 1990년대 초중반은 주요 재벌들이 해외로부터 저리의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서 재

벌주도 부채경제가 가장 정점에 다다랐던 시기였던 동시에, 국내의 금융기관에게도 추가적



150 

인 수익의 기회가 개방된 시기였다. <그림 4-6>가 보여주듯이 금융개방에 따라 5대 재벌은 

독자적인 해외자금조달능력을 갖추면서 국내부채를 축소할 수 있었지만, 국내은행들은 대신 

6~30대 재벌들 및 비재벌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었을 뿐더

러 저리의 해외자금 덕택에 조달금리가 하락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조윤제,

1999). 또한 제2금융권, 특히 종합금융회사는 은행보다 더욱 대담하고 공격적인 사업을 추

진했다. 1993년 이후 기존의 6개사에서 30개사로 증가한 종금사들은 해외부채조달경쟁에 뛰

어들었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한 공격적으로 무담보 단

기대출을 확대했다. 더 나아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이른바 ‘수익률곡선타기 전략’(playing the yield curve), 즉 저리의 단기로 조달한 부채를 고

금리의 장기로 대출하여 비록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또한 높은 자금운용전략을 과감

하게 택했던 것이다(김동원, 1998; 최두열 ․이연호, 2002; Noland, 2007).   

저리의 외채를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된 5대 재벌과, 풍부한 외채자금의 유입으로 금융기

관을 통해 과거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공급받게 된 6~30대 재벌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

적인 투자에 주력함으로써 부채경제를 주도했다. 그 결과 1997년 초 30대 재벌의 평균 부

채비율은 500%에 도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저금리 해외자금에 의존했던 이와 같은 1990

년대 중반의 재벌주도 부채경제는 결국 미국에서 단행된 금리인상과 함께 균열을 나타냈다. 

1997년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0.25%의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예측되자, 국제금융기관들은 미국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수익률곡선타기’의 일환으로 일본 엔화를 단기로 차입하여 동남아시아에 장기로 투자

해왔던 국내 종금사들의 사정도 악화되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해외채무자들에 대한 단

기차입의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자금을 회수하면서, 종금사를 비롯한 국내금융기관들의 부채

조달통로가 폐쇄되었고 채무상환을 위한 외화수요가 급등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축

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원화가치하락을 예상한 해외투자기관들의 원화투매가 동반되면서 원

화의 가치는 10월부터 폭락했다. 정부는 원화가치의 방어를 위해 긴급외화자금을 투입했으

나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외환보유고를 더 빠르게 고갈시켰을 따름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긴급자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1997년 11월 21일 국제

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지주형, 2011: 155-158).

해외금융기관의 자금회수와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이제 국내금융기관들 

역시 기업들에게 제공했던 부채의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회수해야 했다. 이러한 자금경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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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콜금리는 위기직전의 12.5%에서 1997년 12월 5일에는 21%로, 그리고 같은 달 26

일에는 32%까지 수직상승했다. 이러한 금리상승은 국내의 자금경색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

지만, 동시에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에 따라 자본유출을 제어하여 원화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을 막기 위한 긴축적 화폐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자

본유출을 되돌리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과 은행들의 채무부담을 악화시켜 위기

는 더욱 증폭되었다. 실제로 비록 부채비율은 높지만 여전히 수익성 있는 기업들이 금융비

용상승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흑자도산’에 직면하는 사태가 잇달았고, 기업들의 연이은 도산

은 다시 부실채권규모를 확대시켜 은행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는 외환위기가 부채위기로 파

급되는 과정으로서 한국 부채경제의 두 번째 위기였다.66)

66) 이러한 이유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처방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비판의 요지는 각국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이 금리인상이라는 긴축정

책을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남미의 금융위기는 지속불가

능한 대규모 재정적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긴축정책이 얼마간 타당성을 지닐 수 있지만, 아시아 금융

위기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처방 또한 달라야 했다는 것이다

(Radelet and Sach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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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주도 부채경제’

1997년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와 최초의 정권교체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

는 곧 1960년대 이래 약 30년간 지속된 하나의 시대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제위

기로 인해 한편으로는 기존 부채경제의 근간이었던 국가와 재벌 사이의 뿌리 깊은 공모관

계가 해체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경제에서 특권을 보유했던 세력

과 이들을 비호했던 정치엘리트가 주변화되는 대신 이제까지 그러한 특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정치세력이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하는 정치적 세력교체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이처

럼 1997년은 수출주의 부채경제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한 해였다.  

위기 직후 정권을 이양받은 김대중 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박정희 시대로부터 기원하는 

뿌리깊은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지목하면서 이른바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전환

을 예고했다. 이때의 민주적 시장경제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불공정경쟁이 제거된 시

장경제를 의미했으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청산이 개혁목표로 설정되었다.1) 그러나 하

지만 이 보다 중요한 근본적 목표는 부채경제로부터의 탈피였다. 1979-80년의 위기 및 1997

년의 위기와 같은 부채위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을 끊어

야 했고, 부채가 아닌 새로운 자본조달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

부는 일본식의 은행중심적 금융제도에서 영미식의 자본시장중심적 금융제도로의 전환을 개

혁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영미식의 자본시장중심적 금융제도에서는 은행대출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기자본(equity)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일 또다시 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채권자(은행)와 채무자(기업)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에게도 분담되는 방식으로 위기의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Woo-Cumings, 1999; Moon and Mo, 2000). 또한 주식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일상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재벌들을 시장의 

규율 하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로 고려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1) “총체적 국정개혁 단행” <경향신문> 1998년 6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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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당연하게도 1960년대 이래 확립되어온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요하는 것

이었다. 물론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제위기 국면에서 기업집단이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바 있지만, 1990년대 후반의 구조조정은 기업과 금융 관계의 

광범위한 수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명확히 구분되었다(Park, 2003: 181).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한 ‘부채경제로부터의 탈피’라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없었고, 역설적으로 부채경제의 메커니즘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환했다. 성장

국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과정에서도 국가가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

한 개입수단은 바로 부채의 공급과 분배에 대한 통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

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자본주의의 기본구조였던 ‘수출주의 부채경제’ 그 자체였다. 구조조정

은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지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까

지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를 다시 국내로 유인해야 했는데, 이는 자본시장자유화와 같은 제도적 기반구축은 물론

이거니와, 추가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확신을 얻기 위해 정부는 더욱 강력한 수출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에게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공해야 했다. 결국 자본시장자유

화와 수출주의의 강화라는 국가의 대응은 ‘금융주도 부채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부채경제

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5장에서는 

1997년의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시도했던 구조조정의 이러한 ‘역설’에 주목하면서, 자본

시장자유화로 요약되는 위기 이후의 금융자유화가 기존의 부채경제를 어떻게 재생산했으며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시켰는지 살펴본다. 

1절. 외환위기와 부채경제의 구조조정: 자본시장자유화

(1) 구조조정정책: 고도부채기업모델의 해체와 부실은행 정리 

위기가 발생한 직후, 해외금융기관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한국의 부채경제를 지목했다. 예

컨대 국제통화기금의 수석부총재였던 피셔(Stanley Fischer)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

정은 기존의 한국경제모델인 부채경제가 지속되는 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여전히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1960년대 독재정권 시기의 경제적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2)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또한 위기의 주범이 대규모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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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하면서 끊임없는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30대 재벌이라고 지적했다.3) 이에 대해 김

대중 대통령 또한 <슈피겔>(Der 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재벌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면서 재벌 총수들이 사재를 출연해 실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민주의적(populist) 

수사로 화답했다(Hundt, 2004: 253; 지주형, 2011: 284-5). 이처럼 1997년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부채경제가 1979-80년에 이어 다시 한번 축적의 위기와 더불어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은 이중의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간주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동시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先)금융

구조조정과 후(後)기업구조조정’ 방식을 택했다(Kirk, 2000: 130; 전창환, 2004a: 30). 우선 금융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별로 분리되어 존재했던 감독기관들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립했는데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인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부여받

았다.4) 이들 기관이 주도하는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적 목표는 부실금융기관 가운데 생존이 

가능한 기관과 불가능한 기관을 선별하고 생존불가능한 것으로 판별된 금융기관을 퇴출시키

는 데 있었다. 

부실금융기관을 선별하는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즉 ‘BIS 기

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자기자본비율 8%를 모든 은행에 일괄적용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홍순영 ․장재철 외, 2006: 207-8; 윤

제철, 2007: 139-145).5)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선별된 기관들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2) The Wall Street Journal, 8 December 1997.

3) The Wall Street Journal, 24 November 1997.

4) 두 기관의 설립은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을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축

소시켰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1997년 12월에 공표된 6번째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독립

성강화를 목표로 한국은행장이 기존의 재무부장관을 대신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직을 겸임하고, 정

부인사나 정부추천 위원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앙은행이 은행

감독권한을 보유하는 것과는 달리, 이 개정안은 결정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제거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부추천위원수는 감소했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증권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정부의 영향력에 강하게 종속된 민간단체의 추천인 대거 포함된 것도 한국은행이 여전히 정부의 압

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했다(Lim, 2012).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중앙은행의 기능 및 독립성 강화 경향과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Polillo and Guillén,

2005), 한국은행이 여전히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사실은 발전주의의 ‘유제’와 신자유주의의 ‘지체’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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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였고, 회생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쇄나 합병

을 추진했다.6) 1998년 6월에는 금융기관의 자산 중 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공식적으로 

대손상각처리되었는데, 이는 모든 은행들의 전체 자본금의 2.6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

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은행의 숫자는 1996년 33%에서 2000년에는 54%로 증가했으며

(IMF, 2002: 102),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거나 합병되었다. 예컨대 부실금융기관으로 판

명된 12개 은행 중 5개 은행(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이 퇴출되었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한빛은행으로 합병되었으며, 보람은행은 하나은행에,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

에, 그리고 강원은행은 조흥은행에 합병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은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에서도 진행되었다. 771개 비은행금융기관이 폐쇄되었고, 152개 기관들의 면허가 취소되었

으며, 150개 기관들은 합병, 그리고 469개 기관들은 분할매각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구조조

정에서 정부는 16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출해야 했다. 그 중 50%는 예금보험공사를 통

해 부실금융기관에 직접 투입되었고, 25%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에 사용되었다.7)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김대중 정부는 부실기업의 시장퇴출과 생존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는 이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은행들을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1998년 6월 주

5) BIS기준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가 하는 점에서는 반론이 존재한다. 금융에 

대한 재벌의 관점을 반영하는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홍순영 ․장재철외, 2006)는 BIS기준은 국제은행업

무를 하는 은행이 적용의 대상일 뿐, 국제업무비중이 낮은 국내은행, 특히 지방은행까지 이 비율을 강제

적용한 것은 오히려 위기의 파급력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은행위기에 직

면했던 일본정부는 BIS기준의 적용을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에 한정하였고,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

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고려한 바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 시기의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은행들은 BIS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무차

별적으로 회수하거나 수출금융과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기피했으며, 4조 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시장에 매

각함으로써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가하락사태가 벌어지는 등,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6) 이 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KAMCO)와 예금보험공사(KDIC)가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충당되었다. 

7)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

행과 한국 ․중앙 ․한스 ․영남 등 4개 부실 종금사를 묶어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켰다. 2002년에는 국

민은행과 주택은행이 KB국민은행으로 합병했고,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으로 인수되었다. 2003년에는 외환

은행이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인수되었고, 외환위기 직후 경기은행을 인수했던 한미은행은 2004년

에 다시 시티은행에 의해 인수되었다. 뉴브리지캐피탈에 의해 매각되었던 제일은행은 2005년 스탠다드차

타드가 인수하여 SC제일은행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SC은행이 되었다. 당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

행이었던 조흥은행은 2006년 신한은행에 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대표적 시중

은행이던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은 모두 사라지면서 15개였던 시중은행이 7개로 줄어들었고, 

1997년 말 11만4,619명이던 일반은행 임직원 수는 구조조정을 거쳐 7만5,604명으로 30% 이상 감소했

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국민일보, “은행 구조조정 잔혹사” 

2013년 1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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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기업부문은 55개의 퇴출기업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신

규여신을 중단하고 계열사간 보조금지급을 금지했다.8) 부실기업의 퇴출 이후 정부는 ‘워크

아웃’ (work -out) 프로그램, 즉 기업재무개선작업을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재무구

조의 건전성강화를 강제했다. 채권은행은 채무만기조정,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 부

채 또는 이자탕감, 신규유동성공급 등을 조치하는 대신,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에게 재무구조

개선약정체결, 비핵심부문사업매각, 외국자본유치, 합병 등의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지주형,

2011: 279). 과거의 채권은행들은 별다른 조건없이 관행적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부

실기업들을 지원해왔고 기업의 손실은 주주와 경영자, 채권자들이 동시에 분담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은행들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함으로써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다. 물론 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기업

들은 은행들의 이러한 요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으나,9) 결국 2000년 11월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18개 기업의 퇴출로 마무리되었다. 비록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의 압력없이 은행들의 자발적인 이해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 부채경제의 뿌리 깊은 특징이었던 강력한 채무자(기업)와 순응적 채권자(은행)라는 전

통적 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임은 분명했다(Park, 2003).

워크아웃이 주로 6대 이하 재벌들에 집중되었던 데 반해, 5대 재벌들은 기업규모와 경제

전반에 대한 그 영향력 때문에 워크아웃방식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았다. 이들은 자금경색에

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과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유지할 있었고, 채권은행들 역시 5대 재벌에 대한 여신을 유지하는 것이 수익에 결정적이었

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실채권의 정리를 압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Cho, 2002b: 79-84).10) 따

라서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은 은행주도의 워크아웃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빅

8) 본래 주채권은행단이 발표한 퇴출기업명부에는 단지 14개 기업만이 포함되었고, 5대 재벌계열사는 하나

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재벌계열사의 경우 이미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에 의해 이자지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퇴출명부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벌 계열사가 제외될 경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은행들에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5대 재벌 가운데 각각 4개의 계열사들이 퇴출명부에 포함되었다(지주형, 2011: 277).

9)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영진들 중 몇몇은 지배주주 소유의 재산을 시장가격 이상 또는 이

하 가격에 계열사에 매각하거나, 기업자금을 오용하고, 채권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기업자본을 사용하기

도 했다(지주형, 2011: 282). 

10) 외환위기 직후 시중자금, 특히 은행대출은 급격하게 축소되어 중소기업과 가계는 신용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재벌들은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투자신탁회사의 총

자산은 1997년 말 84조에서 1999년 말 251조로, 세 배 가량 급성장했다(Lee, 20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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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Big Deal)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빅딜의 핵심내용은 사업전문화와 과잉중복투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대재벌들 사이의 사업부문교환이었다. 또한 과잉중복투자축소와 부실기업체정

리 등이 강제되었으며,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통해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었다. 정부는 세제지원 등의 ‘당근’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를 조

사하고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해 동일재벌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보유한도를 제한

하는 조치와 같은 ‘채찍’을 동시에 활용했다. 결국 1999년 3월 재벌총수들은 빅딜수행에 대

한 공개적 서약과 함께 구체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11) ‘워크아웃’과 ‘빅딜’의 형태로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의 결과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수는 1997년 819개에서 2000년 544개로 평균 

27.3개에서 18.1개로 감소했다.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은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변형시켰다. 가

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부채경제에서 대규모의 부채수요자였던 재벌의 부채수준이 현저하

게 감축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상위재벌의 부채자산비율을 200%로 일괄설정하고 이 기

준을 1999년 말까지 충족하도록 규제했으며, 투자자금을 은행차입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

해 조달할 것을 요구했다(장세진, 2004: 196; Hong, Lee and Lee, 2007). 이에 따라 상위 30대 

재벌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1997년 말 516.4%에서 1998년 말 344.6%, 1999년 말 189.6%로 

하락했으며, 특히 상위 5대 재벌들의 경우 평균 부채비율(대우그룹 제외)은 각각 477.9%, 

329.5%, 144.9%로 뚜렷하게 감소했다.12) 다른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은행은 대규모 부채

의 공급자가 아니라 부채의 축소를 강제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금융부문의 자산건

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용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의거할 때 기업대출

은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었기에, 은행들은 위험관리차원에서 기업대출의 비중을 축소해

야만 했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은행들은 기업대출 이외에는 대안적 수익원이 없는 단

순한 수익구조에 기반했다. 따라서 조달자금을 최대한 기업대출에 집중하는 방식의 경영전

략을 구사했고, 채무기업의 부실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존대출을 회수하기보다는 반복적

11) 하지만 빅딜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계획된 빅딜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뿐더러, 빅

딜에 따라 상대사업부문을 인수한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하락을 겪었기 때문이다(신장섭 ․장하준, 2004:

148-150; 김은미외, 2005: 118-123). 

12) 하지만 실제 재벌들의 부채규모의 감소는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 

상위 5대 재벌의 총부채는 1997년의 221조2천억원에서 1998년에는 234조6천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

다. 따라서 부채비율의 감소는 절대적 부채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자본금의 급격한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었다. 5대 재벌의 자본금은 같은 기간 46조9천억원에서 69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주식발

행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이 주식의 대부분을 계열사들이 매입하였다. 이러한 재벌들의 내부거래를 제거

하면 1999년 4대 재벌의 실제 평균부채비율은 230.8%로 나타난다(장세진, 200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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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기연장과 추가대출을 제공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채무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비롯

되는 위험보다, 채무관계의 중단에서 야기될 수익감소가 더 큰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이러한 관행을 더 이상 지속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구조조정과

정에서 이제 은행 자신의 생존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면서, 은행들은 기존의 대출을 회수

하고 기업여신을 축소하여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은

행은 기업에 대한 부채공급자가 아니라, 반대로 고도부채기업모델의 해체를 주도하는 매개

자로서 기능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정에서 강요된 기업대출의 축소가 재벌들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손실만

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재벌들은 경쟁적인 다각화

의 중단과 부실사업부문의 정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수요를 만들어내었던 요소들을 청산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구조조정의 결과, 재벌과 은행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구조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락안정 추세를 보이면서 2006년 말에는 

100% 이하로 하락했으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998년 7.0%에서 2006년 12.8%로 상승하

고 부실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12.86%에서 0.84%로 대폭 낮아졌다(이제민, 2007). 하지만 구

조조정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축소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한

국경제 전반을 부채경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

만 부채경제 내에서의 ‘부채의 재분배’를 의미할 뿐이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채는 금

융기관으로 이전되었고, 금융기관의 부채는 다시 공적자금을 매개로 국가부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1998년 6월 136조3천억원에 달했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2000년 말에는 

63조6천 억원으로 줄어들었던 반면, 공적자금에 의한 부실채권매입은 같은 기간 동안 13조

8천 억원에서 95조 2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당연하게도 이 비용은 추가적인 국가부채

로 충당되어야 했다(신장섭 ․장하준, 2004: 182).  

(2) 자본시장자유화: 외국인유입자금과 국내부채의 구성 변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일 따름이었다. 1997-

98년의 위기는 갑작스러운 외화유출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결국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해법은 유출된 외화를 다시 국내로 유인하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통

화기금(IMF)이 강력히 권고했던 정책수단은 금리인상이었다. 금리인상은 해외자본들에게 국

내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여 외환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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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정부가 수용한 금리인상정책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98년 1월 말까

지 국제통화기금의 의도대로 고금리에 유인되어 들어온 채권투자자금은 2,330만 달러에 불

과했고, 오히려 외국 채권은행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주

력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지원에 따라 외환시장전망이 얼마간 호전되었음도 

불구하고 자금유출은 계속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수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자

본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자유화’였다. 물론, 자본시장개방은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이미 추진되어왔지만, 위기 이전의 자유화는 국내 재벌

들의 자금수요와 높은 금융비용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위기 이후의 자본시장자유화의 정도와 규모는 과

거에 비해 보다 전면적이었다. 예컨대 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개별

기업의 총주식 중 7%, 그리고 외국인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합이 전체 주식의 26%를 넘

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7년 12월에 이 기준은 50%로 상향조정되었다가 

1998년 5월에는 아예 폐지되었다. 또한 기업채권과 기업어음(CP)에 대한 외국인투자 역시 

폐지되거나 완화되었고, 국내기업의 채권해외발행 확대허용 및 파생상품시장 개방이 1998년 

완료되었다. 이 외에도 외환거래의 자유화, 투자기금의 설립, 채권시장의 진입 및 보험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자유화조치가 추가되

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 외국인들의 모든 투자에 대해서 원금과 차익, 과

실 등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고, 국경간 인수합병에 대한 

전면적 자유화가 이루어졌다(Kalinowski and Cho, 2009; Lee, 2000: 21-22).13) 

자본시장자유화는 한국의 부채경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켰다. 첫 번째

는 외국인자금 유입형태의 변화였다. 외환위기 이전에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자금의 다수

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의한 ‘차입’의 형태였다. 그러나 자본시장자유화와 함께 주식투자

가 해외차입의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림5-1>이 보여주듯이, 해외자금의 경우 1997

년 외환위기와 자본시장자유화를 계기로 그 지배적 형태가 차입과 같은 ‘부채’에서 ‘주식투

자’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부채경제에서 해외부채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뚜렷하

게 감소하게 되었다. 1997년 2분기에 181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 주식투자규모는 위기 

13) 외환위기 이전 초국적 인수합병은 대상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우호적 인수합병만이 허용되

었고,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1대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에 따라 1998년 

5월 ‘외자도입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왕윤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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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인 1998년 2분기에는 78억 달러로 급감했지만, 1999년 이후부터 정부의 집중적인 자본

시장자유화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해외자본의 주식시장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

면서 1997년 280포인트대까지 하락했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998년 580대 수준으로, 

1999년에는 1,000 포인트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의 증가세는 가히 경이적이었다. 외환위기

를 경험했던 국가들 가운데 증시를 통한 경기부양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이야기될 정도였다. 그리고 주가상승은 외국인들의 주식투자를 더욱 가속

화했다(World Bank, 2000: 4; 전창환, 2004: 29). 

<그림5-1> 외국인의 국내 금융투자: 형태별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8.5.1.국제투자대조표’

 주: 기타에는 파생금융상품 및 무역신용 등을 포함

이러한 전환은 자본시장자유화를 통해 외국인들의 주식투자를 최대한 유도하려 했던 정부

의 정책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부채를 지속시키는 부채경제적 

성격이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인식에 기반했기에, 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부채에서 자

기자본(equity), 즉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실행차원

에서도 외국인 주식투자는 구조조정의 성패에도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재벌들의 부실자

산을 정리하거나, 정부가 인수한 부실금융기관들을 재매각하여 구조조정비용을 보전하기 위

해서도 주식시장에서 이들 기관을 매수할 외국인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14) 

14) 외국직접투자유치는 또한 과거 부채경제의 결과인 재벌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어수단으로 인식되



5장. 외환위기와 부채경제의 금융화  161

결국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의 파트너로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을 설정했던 것이다.

부채에서 자기자본, 즉 주식투자로의 해외자금조달 방식의 전환은 한국의 부채경제를 오

랫동안 규정해왔던 ‘외채상환의무’라는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

방이 한국경제에 내재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외채의 경우 일

단 차입에 성공하게 되면 대출만기시까지는 자금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투자의 경

우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유출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미 1997년의 위기에

서 드러났듯이 대규모 자금유출은 즉각 심각한 경제위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자본시장자유화 이후 진행된 외국인 주식투자의 급증은 동시에 대규모 자금유출의 가능

성 또한 그 만큼 증가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제 정부는 외채의 상환의무라는 제약을 대

신하는 대규모 자금유출의 위험성이라는 새로운 제약 하에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확보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식투자의 급증은 수출

주의를 더욱 강화할 동인을 제공했다. 과거의 부채경제에서는 높은 외채의존도와 그에 따른 

상환의무의 증가가 한국에서 수출주의 부채경제를 형성시킨 배경이었다면, 이제 ‘투자자금의 

유출가능성’이라는 위험이 수출주의를 지속시켜야할 이유가 되었다.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공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뚜렷한 성과, 특히 수출실적의 확대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한 주식투자의 ‘단기주의적 속성’을 고려할 때, 수출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더욱 증대되었다. 

자본시장자유화가 야기한 한국의 부채경제의 첫 번째 변화가 주식투자의 증가에 따른 해

외부채의존도의 뚜렷한 감소였다면, 두 번째는 국내 부채의 구성변화였다. 즉 자본시장자유

화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그에 따라 국내부문의 부채조달

에서 ‘채권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위기 이전 한국의 

채권시장은 은행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보수적 재정정책

으로 인해 정부의 국채발행규모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로 회사채가 채권시장의 중심

을 차지했는데(기획재정부, 2012), 회사채시장 역시 비록 양적인 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

터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15) 왜냐하면 외환

었다.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유입은 후진적인 재벌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이른바 ‘선진적 기업지배구조’의 

확산을 낳을 것이며, 국내시장에 대한 재벌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기 때문이다(Yun,

2003).

15) 회사채 시장이 낙후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위험이 가격을 통해 조정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채권이자율은 개념적으로 무위험이자율과 위험이자율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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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회사채는 대부분 은행에 의해 보증된 채권으로서, 사실상 은행대출

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송홍선, 2000; Kang et al., 2005; Lee and Rhee, 2007).16) 재벌은 

은행대출한도가 초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들은 이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투자신탁회사들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손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신용위험의 차이에 따른 금리스프레

드가 존재하지 않았고, 유통시장도 거의 형성되지 않았으며, 외국인투자자도 없었다. 요컨대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채권시장은 주로 재벌이 은행대출을 보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시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Kerle and Turner, 1999; 한중호 ․제상영, 2011).17) 이러한 배

경에서 회사채발행규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급속하게 확대되어 1998년

에는 국내총생산의 26%(110조원)까지 증가했다(Emery, 2001: 118).18) 그러나 1999년 대우그

룹의 파산 이후 회사채 시장은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결국 회사채발행규모는 이후 뚜렷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위기 이후 회사채시장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채권시장의 전체규모는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국공채시장이었다. 특히 국채 가운데 절

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채19)의 발행규모는 1999년 18조 6천억원에서 2004년에는 

것은 기준금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무위험 이자율로서 대부분의 회사채 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에 위험프

리미엄이 추가되어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무위험이자율을 대표하는 국채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지표금리가 부재하여 전체 채권시장의 발전이 정체되었던 것이다. 지표금리의 부재

는 채권발행가격을 체계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낳았고 결국 은행차입보다 더 높은 금리를 형성하

게 되었다. 따라서 채권보유자들은 채권을 중간에 환매하기보다는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다 유리

했고, 이 때문에 채권의 유통시장은 저발전을 면치 못했다. 

16) 이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회사채 발행시장이 재벌기업에게 독점되었다. 우선, 유통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재벌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지표금리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사채 구매자인 기

관투자자들(투자신탁회사와 증권회사 등)이 사실상 재벌들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채

권시장은 사실상 ‘비시장적인’ 시장이었다. 또한 회사채발행에 은행보증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회사채는 

은행이 특정기업에게 한도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수단이기도 했다.   

17) 1997년 12월 현재 현대, 대우, 삼성, LG의 회사채가 전체 발행잔액의 68%를 차지했으며, 총발행액의 

85.6%가 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및 보증보험사들이 보증한 보증채였다. 

18) 회사채시장은 외환위기 직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재벌의 대안적인 자금조달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

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대우그룹이었다. 김우중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

하면서 계열사수를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했으며(1997년 4월 250개에서 1999년 4월 289개로 증

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거의 무시하면서 1998년 한 해 동안 회사채시장을 통해 11조 2,890억원을 조달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대규모 회사채를 인수했던 투자신탁회사들이었다. 부실

상태가 은행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지체한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투신사는 규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재벌들은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전창환, 20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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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9천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Lee and Rhee, 2007). 이에 따라 전체 채권거래량 대비 

국고채 거래량 비중은 1997년 3.9%에서 2008년 51.8%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채

권시장의 중심은 회사채시장에서 국공채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는 자본시장자유화

를 매개로 공공부채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부채경제에서 유의미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김봉수 ․정희준, 2009: 194; 허인외, 2010; 한국금융연구원, 2014:

358-9). 

<그림5-2> 부문별 총부채에서 채권의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에서 재구성

<그림 5-2>는 제도부문별 총부채 중 채권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채권

을 발행할 수 없는 가계부문을 제외한 정부, 기업, 금융의 부채를 합산한 전체 부채 중 채

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부터 뚜렷이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출이 차지하는 비

중이 가장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부채의 지배적 형태가 대출에서 채권으로 전환된 

것이다. 예컨대 1995년에는 전체부채 중 대출의 비중은 49.3%, 채권의 비중은 41.4%이었으

나, 1998년부터 둘 사이의 비중은 역전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대출은 39.1%, 채권은 

56.4%를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것은 정부와 금융부문이었는데, 이 가운데 보다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던 국공채발행의 증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20) 첫 

19) 국공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채로 구성되며, 국채는 다시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고채는 국채의 다수를 차지

한다(기획재정부, 2013). 

20) <그림5-1>에서 기업이 발행한 채권규모의 비중은 1997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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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단기성채무의 대규모 유입과 유출이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수용되면서, 단기부채에서 장기부채로 부채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금융개혁위원회가 발행한 <금융개혁종합보고서>는 정부의 ‘정책금융’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 미발전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낳았다고 주장했다(금융개혁위원회, 1997: 438). 이에 따라 자

금조달과 운용상의 기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단기부채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과 은행들이 재무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장기금융시

장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설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장기국채시장의 육성을 권

고했다. 장기채권시장은 민간기관들에 의해 육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가가 장

기채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장기금융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기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 국채수익률이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시장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었다. 이와 더불어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시장의 발전은 주식시장을 보완할 것으로 기

대되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외국인의 주식투자완화와 병행하여 채권투자도 허용되었다

면, 1997년 당시 외국인투자자금의 급속한 유출도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

에 기반했다(Kwon, 2004).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결정적인 것으로서, 국채시장의 발전은 국

가 자신의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데 있다. 상술했듯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이 비용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

리공사가 발행한 104조원에 달하는 공공채권으로 충당되어야 했다. 구조조정비용을 조달하

기 위해서는 국공채발행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3) 수출주의 정책수단의 전환: 신용정책에서 환율관리정책으로

한국경제는 위기 이후 최소 3~4년간은 성장이 정체할 것이라는 초기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1998년 하반기부터 급속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실질 국내총

생산 증가율은 –6.7%였지만, 1999년 1/4분기에는 5.8%로 급등하였고, 이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1999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10.9%를 기록했다(신장섭 ‧장하준, 2004: 104). 그리고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차입금 전액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1997-98년의 위기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결

를 보인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외환위기 이전의 회사채는 사실상 은행대출과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업채권 역시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발행규모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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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이유는 자본시장자유화와 해외자금의 대규모 유입 때문이 아니었다. 앞의 <그림5-1>

에서 볼 수 있듯이, 1998-99년에 나타났던 외국인 주식투자의 급증은 2000년에 중단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01년 코스닥시장의 붕괴 이후 주식시장은 냉각되었다. 사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선뜻 한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97~2000년 동안 외화유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짧

은 기간에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동력은 외국인들의 금융투자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수출의 급증이었다. 실제로 1997년 말에서 2000년 말까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은 전체 외환보유고의 5% 정도를 기여했을 뿐이고, 나머지 95%는 수출에 따른 것

이었다(전창환, 2004a; Kalinowski and Cho, 2009: 230). 그리고 이러한 수출실적의 호조는 외

국인들의 투자심리를 다시 자극하였다. 만약 수출의 비약적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00년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는 재개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끝나버렸을 것

이다.

<그림5-3>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규모의 추이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0.4.20.1.국외거래(경상거래)’ 및 

‘10.2.1.국내총생산과 지출‘

<그림 5-3>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빠르

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1996년 국내총생산 대비 27.7%였던 수출규모는 2012년 현재 

56.5%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그 만큼 증

대했다는 의미에서 ‘강화된 수출주의’라 규정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수출의 증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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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 못한 현상이었다. 예컨대 수출주의적 성장에 의존해왔던 한국경제가 점차 ‘제조업 공

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

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주장은 3저호황이 종결된 직후였던 1990년대 

초중반, 그리고 정부와 재계 주도로 규제완화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던 2000년대 초반에 

집중되었는데, 그 근거로서 비제조업부문의 고용증가, 국내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중국제조업

체의 급속한 부상 등이 언급되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산업자원부, 2003). 그러나 예상

은 완전히 빗나갔다. ‘제조업 공동화’의 논리와는 달리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제조업

과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던 것이다. 비록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은 1980년

대를 후반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오히려 실질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서비스업 부문이 실질생산 비중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정체상태에 머무르다가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의 추세였다. 

1980년과 2003년 사이에 전산업 부가가치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체코 정도였으며, 특히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규모는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정도였다(유철규, 2008).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강화된 수출주의’는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이례적 현상이었다. 

1997-98년 위기 이후 나타난 ‘강화된 수출주의’의 결정적인 원인은 역설적으로 위기 그 자

체의 효과였다. 외환위기로 인한 원화가치의 폭락이 해외시장에서 국내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것이 수출규모의 빠른 증가에 기여했던 것이다.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의 뚜렷한 효과는 이제까지 정부가 고수해왔던 환율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

공했다. 사실 한국정부는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경직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해왔다. 주로 

미국으로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미환율변동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화의 가치에 원화가치를 고정(peg)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전략

은 1980년대 후반에는 ‘플라자합의’ 이후 달러화 가치의 하락과 함께 원화가치도 동반하락하

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국내상품이 미국시장에서 다른 경쟁국(특히 일본)들에 비해 높은 가

격경쟁력을 구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3저호황’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와 동일한 전략은 199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반전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이른바 ‘역플라자’(reverse-Plaza) 현상에 따른 달러화가치의 상승은 달러에 

고정되었던 원화가치를 동반상승시켰고, 결국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켜 수출규모

의 감소와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악화로 귀결되었던 것이다(Lucarelli, 2002). 

그러나 외환위기는 이러한 경직적 환율제도를 유연화했던 동시에,21) 수출에 있어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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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요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각인시켰다. 역사적으로 한국경제에서 환율정책은 수출부

문에 대한 지원수단으로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

이었고 이에 따른 경상수지적자가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입품가격을 낮추고 물가상

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명백한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평가된 원

화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까지는 외화표시부채의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평가절하에 매우 취약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수출주

의의 수단으로서 환율조절보다는 개별 수출기업들에게 특혜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정책에 전

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를 작동시키는 주요한 메커

니즘으로 작용했다(Lanzarotti, 1992; Walter and Wilett, 2012).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문에 대한 부채축소가 강제되고 또한 기업들의 자금부

족률 또한 개선되면서, 이제 신용정책은 더 이상 수출주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따른 환율정책의 시장화와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환율변동에 대한 수출의 민감도를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

가의 재량적 개입여지와 그 효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수출주의의 핵심적 정

책수단은 신용정책에서 환율정책으로 이동했다. 

실제로 환율의 증가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뚜렷하게 개선시켰다. 환율상승은 수출을 큰 폭

으로 증가시켰던 반면 소비재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킴에 따라,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의 고

질적인 경상수지적자구조를 경상수지흑자 추세로 반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22) 이

는 경상수지흑자와 수출의 증가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즉 환율정책의 중

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면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

율은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수출경쟁력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하락 

그 자체보다는 다른 수출경쟁국의 통화에 비교한 대달러화환율의 상대적인 하락속도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환율하락의 속도를 조절

21) 1997년 12월 한국정부는 기존의 ‘시장평균환율제도’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시장평

균환율제도’는 일일거래된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정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범위 하에서만 변동하는 것을 허용했던 제도였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일일변동폭제한을 폐지

하고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더욱 제고했다(한국은행, 2010:

118-9).

22) 2000년대 이후 대미수출이 감소하고 대중수출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한국상품의 수

출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 이유는 전체 수출에 대한 달러결제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

이다(허찬국외, 2006). 반면 일본의 수출결제통화는 2008년 현재 달러화 49.8%, 엔화 39.4%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전경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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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주력했다. 수출대기업의 이해를 대표하는 전경련 역시 급속한 환율하락이 발생할 

때마다 통화당국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요구했다(허찬국외, 2006; 전경련, 2009).23)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통화당국은 원화가치의 급속한 상승을 막

기 위해 시중의 외화를 매입하고 이를 축장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데, 이렇게 축장한 외환

보유고의 규모는 1999년 962억 달러(국내총생산 대비 16.6%)에서 2012년 말에는 3,270억 

달러(국내총생산 대비 28.9%)까지 증가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규모의 외환보

유고를 비축한 국가가 되었다.24) 그러나 수출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환율

정책과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한국의 부채경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이는 4절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2절. 금융수익의 수단으로서 부채: ‘금융주도 부채경제’로의 전환

(1) 국내은행들의 해외매각: 금융적 이해의 자립화  

자본시장자유화가 가져온 변화는 단지 주식시장을 통한 해외자금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양

적인 차원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의 부채경제에서 가장 심대한 변화는 질적

인 차원으로서 금융과 국가, 기업 사이의 관계전환이었다. 1960-70년대의 국가주도 부채경

제와 1980-90년대의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금융은 각각 국가와 재벌의 이해에 대한 종속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수익이라는 독립적 이해를 바탕으로 부채경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국내은행들에 대

한 해외금융자본의 공격적인 인수 ․합병이었다. 

정부는 이미 1994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일부 완화하였고, 그 

결과 국내지점개설을 통한 금융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994년 2,710만 달러에서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5억3,610만 달러와 4억4,72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본

격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확대된 시점은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였다. 

촉진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지점계설에서 국내은행의 지분

23)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경우 원달러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원화환산 수출액은 약 8

천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 2009).

24) 2012년 6월 현재 외환보유고의 규모별 국가순위는 다음과 같다. 중국(32,400억 달러), 일본(12,732억 

달러), 러시아(5,146억 달러), 스위스(5,025억 달러), 대만(3,942억 달러), 브라질(3,772억 달러), 한국

(3,169억 달러), 홍콩(2,982억 달러), 인도(2,905억 달러), 독일(2,494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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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방식으로 그 초점이 이동했던 것이다. 금융부문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3억

4,100만 달러에서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25억8,000만 달러와 19억2,500만 달러로 다시 

급증했다(Yi, Miller and Jeon, 2009).

<그림 5-4>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양상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991년 3.3%에 불과했던 전체 주식대비 외국인 지분비율은 1993년의 금융개방 

이후 10%대로 진입했다가, 외환위기 이후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정점에 달했던 2004년에는 

42%를 넘기도 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25) 특히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주로 수출대기업에 집중되었는데, 실제로 상위 10대 재벌의 외국인지분은 전체 주식

시장의 그것을 상회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주식투자가 가장 집중되었던 대상은 은행부문

이었다. 예컨대 국민은행은 1997년 말에 외국인지분이 0%였으나 2003년 말에는 73.6%까지 

상승했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동안 23.4%에서 51.8%로, 하나은행은 21.3%에서 37.2%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았을 뿐더러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몇몇 은행들은 아예 경영권 자체가 이전되기도 했다. 1999년 뉴브리지캐피탈

(New Bridge Capital)과 2005년 스탠다드차터드(Standard Chartered)의 제일은행 인수, 2000

년 칼라일(Carlyle)과 2004년 씨티은행(City Bank)의 한미은행 인수, 2003년 론스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Yi, Miler, and Jeon, 2009). 

<그림5-4> 외국인 지분 비중 

  

        출처: 박형준(2013: 378)

25) 2003년 한국에서 외국인 은행지분율은 약 30%로, 말레이시아(19%), 필리핀(15%), 태국(7%), 일본(7%)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Lim, 200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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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에게 인수된 국내은행들은 경영전략의 변화를 주도했다. 과거의 부채경제에서 은

행들은 국가와 기업에 대해 사실상 종속되어 해외와 국내에서의 부채조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외국계은행의 주도 하에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더 이상 국가에 의해 수출주의 부채경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

용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00년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의 80%

를 인수한 뒤 이 가운데 20%를 주채권은행에 분담키로 하는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시행하였

는데,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캐피탈은 수익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26) 오

히려 제일은행은 이제까지 기업금융에 편중된 여신전략에서 탈피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

매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다양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비이자수익의 

확대를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실로 성공적이었다. 인수이전인 1998년에 제일은행은 무려 

2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인수 첫해인 2000년에는 3천억원의 당기순

이익을 기록했다(정형찬 ․이명철, 2006). 또한 2004년 ‘LG카드사태’ 때는 정부의 조정 하에 

합의된 채권은행들의 긴급자금투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계은행인 외환은행과 한미은행

26) 이에 대해, 제일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시장안정화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고, 시장안정에 따른 성과만

<그림5-5> 국내일반은행총자산 대비 외국계은행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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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본래의 합의를 철회하고 자금지원을 거부하거나 축소했다(Lim, 2005). 이처럼 

외국계은행은 자신의 이익에 반할 경우, 더 이상 국가의 금융정책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

면서, 자신의 독자적 이해(interest)를 전면화했다. 이는 더 이상 은행이 부채경제에서 국가

나 재벌의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표현이기도 했다.   

앞의 <그림5-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증가와 

함께 외국계은행들의 금융시장 장악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존의 국

내은행이 취해왔던 경영방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구했다. 특히 이들이 

주력했던 대표적인 새로운 사업영역은 바로 가계대출이었다. 그 결과 2000년에 외국계은행

과 국내은행 사이의 총대출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각각 32.81%와 27.21%로 큰 차이가 없

었으나, 2004년에는 외국계은행이 56.57%, 국내은행이 39.38%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강

종구 ․김현의, 2005: 22). 외국계은행들은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를 

주도하면서, 이후 다른 국내은행들의 경영전략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 자본시장과 은행경영전략의 변화: 가계대출확대전략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계대출중심의 경영전략은 은행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은 소위 서민금융기관

으로 불리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농협 및 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 등과 같은 비

은행예금기관, 즉 제2금융권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은행

을 시작으로 은행전반으로 확산된 경영전략의 변화와 함께 이제 가계대출의 주도권은 제2

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이전되었다. 그 결과, <그림5-6>이 보여주고 있듯이 전체 가계부채에

서 차지하는 은행대출 비중은 2002년 이후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 말

에는 60.1%로 최고수준에 도달했다(2012년 현재 51.5%). 

은행들이 이처럼 가계대출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우선적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금

융구조조정과정에서 안전자산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1절에서 이미 살펴보

았듯이 금융구조조정에서 일괄적으로 활용되었던 BIS 기준은 기업부채와는 달리, 가계부채에 

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했다.27) 따라서 구조조정 이후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확보과정

에서 가계대출 편향적인 경영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

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free riding) 행위에 불과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정형찬 ․이명철, 2006: 100).

27)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바젤II의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는 100%인 반

면, 가계대출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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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주도되었던 것은 여전히 재벌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던 국내은행과는 달리, 외국계은행들은 과거 부채경제의 관행으로부터 더 손쉽게 탈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계대출확대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자산건전성이 아니라 수

익성에 있었다. 담보비율이 높은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기업대

출에 비해 관리비용이 낮았고 연체율 또한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가계대출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줄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이

다. 외환위기 이전의 부채경제에서는 기업대출이 수출주의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가계대출은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억제되어왔지만, 위기 이후에는 외국계은행들을 시작으

로 이러한 전통적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은행들은 가계대출이라는 수익성과 안

정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전

체 금융권 대출의 20.7%에 불과하던 가계대출 비중은 2001년 31.6%로 처음으로 30%를 넘

어섰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증가했다(박창균, 2010).   

<그림5-6> 공급주체별 가계대출 구성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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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용의 압도적 비중을 기업부문이 독점했던 과거의 부채경제에서 은행들은 기존에 보

유하고 있는 기업대출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대출기업의 부실화는 곧 은행 자신의 부

실화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은행들은 비록 낮은 수익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에 불구하고 자동적인 만기연장과 추가대출을 제공해야 했고, 따라서 가계부문에 제

공할 수 있는 대출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 구

조조정을 거치면서 상황은 변했다.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의 축소가 강제되면서 은행대출에 

대한 기업의 자금수요는 감소했고, 더욱 중요하게는 기업의 부실채권을 비로소 청산하면서 

은행들은 그 동안 기업에 대한 ‘수동적인’ 부채공급자로서의 역할로부터 벗어나 수익성에 준

하여 대출의 대상과 규모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제 부채경제

의 주도권은 점차 금융부문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활로로서 가계대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

족시켜야 했다. 과거 은행들은 높은 가계저축률에 기반하여, 가계의 저축을 흡수하여 기업

에 대출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의 저금리상황 

하에서 가계저축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대출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저축을 대신할 대안적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던 것이다.28) 이를 위해 은행이 주목했던 대안은 

자본시장자유화 이후 조달비용이 현저히 낮아진 채권시장이었다.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 예

금은 예금보험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29) 및 지금준비금 등 각종 규제비용이 

부과되는데다,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지점설치 및 전담직원고용 등의 관리비용이 투입

되어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채권은 지급준비율 부담 및 예금보호대상에

서 제외되어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또한 은행채는 예금과는 달리 중도상환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채로 대

표되는 시장성수신은 대출확대경쟁에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주었

다.30) 시장성수신의 증가는 예금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최대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였던 

28) 물론 은행들은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하여 예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금융제

도 하에서는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제도로 인해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신용창조는 불가능하다. 

2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예금보험기금채

권상환특별기여금’은 이러한 공적자금의 손실 일부를 금융권에서 보전하라는 취지에서 예금보험료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다. 2011년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예금 평균잔고의 0.08%, 예

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0.1%이다. 

30) 하지만 시장성수신은 예금보다 속성상 더 불안정하다. 예컨대 예금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금은 대

량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장성수신은 금융

시장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안정성은 더 취약하다(한상섭 ․이병윤,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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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김영도 ․서병호, 2013: 16).31)

<표5-1>은 일반은행의 부채(외화제외)추이를 예금과 시장성수신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

이다. 2001년 일반은행 부채의 81.2%였던 예금비중은 200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던 데 반

해, 시장성수신의 비중은 2007년 36.1%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에 시장성수신의 

증가를 이끌었던 것은 특히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발행의 증가였다.32) 은행은 대출

재원을 저축자들의 예금이 아니라,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

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통해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서 은행들의 수익성은 향상되었다. 이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부실 발생에도 

담보가치를 기반으로 회수율이 높은 가계대출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

미한다(한상섭 ․이병윤, 2012: 39).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장기자금의 조달수단인 은행채 발행이 제한되어 있었을 뿐 아

31) 또한 은행은 BIS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발행을 늘리기도 한다. 예컨대 후순위채권(은행

도산시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지는 채권)은 BIS기준에 따라 기본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

잉여금)의 50%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며,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

본증권)은 기본 자본의 15%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후순위채권과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활용하기도 한다.  

32) 국내 통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양도성예금을 차입부채가 아닌 예수금에 포함해왔다. 그러나 양도성예금은 

그 성격상 예수금보다는 채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5-1> 일반은행의 부채항목별 추이(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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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가 허용되지 않았고, 1년 이내 만기의 소액 가계일반자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은행채발행의 필요가 크지 않았다(서근우,

2011). 더군다나 1996년까지는 주로 특수은행들만이 채권을 발행했을 뿐, 일반은행의 채권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시장자유화는 이러한 제약을 제거했다. 1997년부터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이 허용되면서 은행의 채권발행 역시 허용되었고, 1999년에는 채권발

행한도가 자기자본의 3배까지 확대되었으며, 발행승인 및 사전신고제도 또한 폐지되었던 것

이다. 이에 따라 은행채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통상적으로 결제성자금 등 단기자금의 비

중이 높아 장기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반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에 집중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33) 이제 저축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예금확보

를 위한 추가적 노력없이 은행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가계대출, 특히 주택

담보대출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예금은행의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율)은 

2001년까지는 70% 후반에 머물렀으나, 2002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8년 3/4분기말에는 

139.4%까지 상승했다(한상섭 ․이병윤, 2012: 1).34) 

<그림 5-7>은 일반은행, 즉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총이익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계대출의 급속한 확대는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강

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의 총이익은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제한 ‘이자순수익’과 각종 

수수료손익과 주식매매 및 배당수익, 신탁관련수익을 포함하는 ‘비이자손익’으로 구성되는데, 

비이자손익은 외환위기 국면인 1997~2000년의 시기를 제외하면 큰 폭의 변동추세가 없었던 

반면, 1990년대 중반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던 이자순수익은 특히 2000년대 초반 급

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92년 일반은행 총이익의 57.9%를 차지했던 이자순수익 비중

은 2012년에는 88.7%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자수익의 경우 크게 대출이자수익

과 채권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35) 이 가운데 대출이자수익의 비중은 

1992년 전체 이자수익 중 68.5%에서 2012년 85.9%로 증가하였던 데 반해 채권이자수익은 

같은 기간 27.0%에서 12.0%로 하락했다. 이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업무 이외에 투자은행업무

33)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2000년 115조원에서 2004년 275조원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5조원에서 170조원으로 3.1배 증가함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7.8%에서 62%로 대폭 상승했다(박창균, 2010: 119).

34) 예대율의 급격한 증가는 몇몇 언론들에 의해 은행부실의 위험성이 커진 지표로 간주되기도 했다(<이코

노미스트> 2009년 2월 27일자). 이후 정부는 2008년부터 은행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를 통해 예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35) 기타이자수익에는 콜론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원화환어음매입이자, 원화 및 외화예치금이자 등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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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해가는 겸업은행화(universal banking)와 수수료수입과 같은 비이자수익의 증가라는 

은행업에서의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Dos Santo, 2011),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예대업무로 대

표되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업무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는 가계대출의 

급증과 함께 예대업무가 더욱 강화되면서 이자수익을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가계대출확대전략은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결합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와 부동산가격의 급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가계신용의 확대는 이미 김대중 정부가 채택한 

정책기조였지만, 이후 실제로 전개된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규모의 증가속도는 정부의 예상

과 통제력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특히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주택시장안정정책과 가계부채대책으로 대응해야 했

다.36) 주택시장 안정정책의 경우, 주요수단은 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제강화와 기존 세

제감면혜택의 축소, 그리고 신규주택의 보급확대정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광범위한 반대여론에 직면했다.37) 또한 노무현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36) 노무현 정부시기에 추진된 대표적인 부동산안정정책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재건축기간 중 

취득주택에 대한 과세강화’(2003년4월), ‘부동산가격안정대책’(2003년5월), ‘주택가격안정대책’(2003년9

월), ‘수도권주택시장안정대책’(2005년2월), ‘부동산제도개혁방안’(2005년8월), ‘보완정책’(2006년3월), ‘부

동산안정화대책’(2006년11월),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2007년1월). 

<그림 5-7> 일반은행의 총이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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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는 가계대출의 증가와 관련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주로 총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income)과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의 강화라는 수단을 

활용했다(한국금융연구원, 2013).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수단들은 은행의 입장에서 주택

대출의 안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가계대출에 보다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즉, 비록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의 강화로 인해 개별가계가 은행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부채의 규모는 제한되었지만, 은행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출총량을 확대하

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가계들을 주택담보대출상품에 가입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안정

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38)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은행의 수익구조는 개선

되어 1999년 6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은 200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7년에

는 15조원이라는 사상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3절. 금융주도 부채경제에서 가계부문의 ‘실질적 포섭’

(1) ‘위로부터의 금융민주화’: 소비자신용의 확대

수출주의 부채경제에서 가계부문은 오랫동안 저축동원의 대상이었을 뿐, 부채수요자로서

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억압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은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과정에

서 재벌독점에 대한 비판과 금융민주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부채경제에서 가계부문의 지위를 현저하게 변형시켰던 결정적 계기는 외환위기와 정

권교체라는 이중의 전환이 진행된 이후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재벌체제와 금융독점을 비

판해왔던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특히 부채라는 한정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문

제는 정치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

가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금융의 민주화’는 단지 정치적 과제만은 아니었다. 위기 이후 금

융민주화를 통한 부채경제의 내포적 확대는 침체에 빠진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을 복구하고 

국가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기도 했다. 이제 금융민주화는 대중의 요

구라기보다는 국가가 선택했던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했던 즉각적 과제는 구조조정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37)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명수(2014)를 참조할 수 

있다.

38) 은행들의 공격적인 가계대출확대전략에 따라 2000년에 비해 2006년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47%

에서 85%로 무려 37% 포인트 상승했다(박창균, 201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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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의 문제였다. 물론 대부분은 공공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지만, 정부

의 직접적인 재정자금투입 역시 불가피했다. 따라서 재정자금의 확충을 위한 세수확대가 절

실했는데, 외환위기 직후 극도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수확대를 목표로 세율인

상을 단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직면했던 두 번째 과제는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었다. 실제로 1998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과 안정화 정책에 대

한 비판과 불만이 전방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어

졌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1998년 9월 28일 1차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을 알리는 한편, 기

업구조조정 노력의 지속을 전제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김순영, 2011: 48).39)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부부채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

기를 진작시킨다는 일견 양립불가능해보이는 두 가지 상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소비자금융의 확대’였다. 한국의 세입구조는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가 아니라, 부가가

치세나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소비자금융을 매개로 한 

소비증가는 세수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동시에 소비자금융의 확대

는 국내소비 및 금융서비스의 수요증가로 이어져 경기부양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외환위기 이전 경기부양의 전통적 수단은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신용완화

정책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재벌의 높은 부채비율에서 기인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

여론이 확대된 만큼,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전통적 수단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반면 한국

의 가계저축률은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여력이 충분하고, 서구에 

비해 미발전상태에 있는 소비자금융산업은 앞으로의 확대여력과 잠재수익성이 충분한 것으

로 인식되었다.40) 

소비자금융의 확대라는 목표는 우선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재정적자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로 인해 세율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대중 정부가 추

진한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의 우선적 목표는 세원의 확대였다. 이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

39) 당시 경기부양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었다. 국제통화기금과 한국은행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반대했다. 경기부양에 따른 통화공급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낳고, 또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질채무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한계기업들의 생존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자력생존할 수 있는 건

전한 기업들마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전성

인, 1998).

40) 1999년 맥킨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소비자금융(가계금융)이 국내총생산의 73%를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14%(1996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카드대출과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맥킨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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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제까지 매출규모와 소득규모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적정과표산출이 곤란했던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이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했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를 투명

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면 세율인상 없이도 세수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오랫동안 사회문제화되어왔던 근로자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도 정책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국세청, 2003; Jones and Kim,

2014).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은 신용카드 이용자들과 가맹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신

용카드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면서,41) 현금서비스 이용한도폐지, 신용카드

사의 부대업무확대허용, 카드발급기준폐지 등과 같은 신용카드산업의 확대를 위한 보완정책

들이 추가되었다(김순영, 2011: 2장). 이 대책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1999년에서 2002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2.7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는 1.8

개에서 4.6개로 급증했으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90.8조원에서 622.9조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증가를 주도했던 것은 현금서비스, 즉 카드

를 통한 ‘현금대출’로서 그 규모는 2002년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57.4%인 257.6조원에 

달할 정도였다(한국금융연구원, 2013: 204).42) 현금대출의 증가는 한편으로 신용카드 현금서

비스라는 가장 손쉬운 부채조달 창구가 개방되면서 이제까지 억압되어왔던 가계의 부채수요

가 단기간에 집중된 결과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율(카드대출

금리)을 배경으로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한 결과였다.43) 

신용카드활성화대책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금융 확대정책을 구성하였던 정부의 또 

다른 시도는 주택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으로서 ‘주택금융의 활성화’였다. 사실 외환위기 이

전까지 부동산시장 정책은 주로 주택공급사업자인 건설사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

다.44) 1970-80년대 주택가격의 상승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집중에 따른 만성적인 주택부족

의 결과였고, 따라서 주택정책은 주택공급의 확대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

41)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

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처음 시행되었고, 5차례

의 일몰기간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2000년 1월 도입되어 

2005년 1월 폐지되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는 1997년 도입되어 2010년 12월에 폐지되었다(김재진 ․홍범교, 2012).

42)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물품 구매가 80%, 현금대출은 20% 수준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순영, 2011: 83).

43)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10~15% 수준이었던 데 반해, 카드사의 현금서

비스 수수료는 25~30% 수준이었다. 

44) 외환위기 이전까지 전체 주택자금대출의 80% 이상은 주택은행 및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

에 의한 것이었으며, 두 기관에 의해 제공된 주택자금 가운데 약 70% 가량이 주로 건설사와 같은 주택

공급자에 대한 대출이었다(이지웅, 2014: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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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할당된 재원 자체가 워낙 빈약했기 때문에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손재영 ․이준용, 2012: 3; 고성수, 2012).45)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초 미분양주택수가 1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주택건설업체들

의 자금난과 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주택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

했다. 이를 위해 주택구입제한의 완화, 양도소득세 면제 및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이 시

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주택수요자중심의 주택금융 활성화였다

(김갑성외, 1999: 14-15; Ronald and Lee, 2012).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첨예한 사회적 이해가 집중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들은 부동산가격상승에 극도로 민감했고, 부동산과 금융 사이에 규제장벽을 강화함으로

써 금융기관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가격상승을 촉발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기업과 은행이 수익성악화와 자금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

동산시장은 이러한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대외적인 전면 개방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축소시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 예컨대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토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8년 6월 말부터 외국인도 자격, 용도, 

면적을 불문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택건설산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크고 특히 대부분의 재벌은 건설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규제해제 및 분양권 

전매허용 등의 조치는 부동산경기를 진작시켜 기업들의 수익성개선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의 

의미가 강했다. 동시에 위기에 빠진 금융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졌다. 부동

산은 금융업에 대한 새로운 수익활로를 개방한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대출을 극도로 제한하

던 여신운용규정이 개정(1998년 1월)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자율화되었고, 신탁업법이 개

정(1998년 4월)되어 은행에서도 부동산신탁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손재영 ․이준용,

2012: 6-7). 

이와 함께 이제까지 주택금융을 주도해왔던 공적금융기관 또한 주택공급에서 주택수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이동했다.46) <그림5-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주택기금의 

45) 이처럼 공식적 금융시장에서 주택소비자금융의 비중이 극도로 낮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은 ‘전세제도’와 같은 비공식적 금융시장에 의존했다. 한국의 고유한 금융제도인 ‘전세’는 주택임대

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차입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전세자금의 절반 이상이 추가적인 주

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손재영 ․이준용, 2012: 3-4; Kim J., 2013). 실제로 1990년대 주택보급률이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2주택 이상 보유주 수도 함께 증가하는 데, 이는 전세제도를 통한 자금조달 덕분

에 가능했다.

46) 외환위기 이전까지 전체 주택자금대출의 80% 이상은 주택은행 및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

에 의한 것이었으며, 두 기관에 의해 제공된 주택자금 가운데 약 70% 가량이 주로 건설사와 같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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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성 가운데 주택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1998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영

세민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표에서 벗어나 중위소득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수요자 대출은 1995년 4%에 불과하

였으나 1998년에는 40.7%로 급증하였고, 2003년 주택수요자 대출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제

공된 융자지원 비중은 불과 13.6%인데 반해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제공된 대출은 33.7%에 

달했다(김성제, 2004; 차문중 편, 2004: 250). 더 나아가 김대중 정부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제정하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KoMoCo)를 설립하여 주택수요자에 대한 저리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47) 특히 미국의 연방저당권협회(Fannie Mae)를 모델로 2003

공급자에 대한 대출이었다. 주택은행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주택소비자금융(매매 및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자금대출이 주택건설관련 대출규모를 상회하게 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주택공급자금융의 비

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대출규모 모두 합친 가계대출자금에서 주택소비자금융이 차

지하는 비중은 1990~95년 37.5%에 머물렀다(이지웅, 2014: 40-44).

47)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산유동화를 위한 일반적 틀을 마련하고, 

1999년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통해 자산유동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구체적 기관을 설립했

다. 하지만 반관반민의 소유구조를 가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실

적은 미미했고, 노무현 정부는 2003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제정하여 이 회사를 완전한 공적금융기관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전환했다(전창환, 2011).  

<그림 5-8> 국민주택기금의 지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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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설립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수요자대출을 본격화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자금융확대정책, 즉 ‘위로부터의 금융민주화’는 외

환위기 이후 진행된 자본시장자유화와 그에 따른 자본시장의 확대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

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계부문의 부채접근성을 단기간에 확장했던 신용카드 현

금서비스는 이른바 ‘카드채’와 같은 대규모 채권발행에 의한 것이었다. 신용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금서비스를 위한 자금은 차입 혹은 채권발행이나 자산

유동화증권(ABS)을 통해 조달되어야 했다. 실제로 2001년 전체채권발행 대비 카드채 발행

비중은 4.5%에 불과했으나 2002년 5월에는 1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카드채의 만기구조도 장기화되어 3년 이상의 카드채 비중은 1998년 6.6%에서 2002년 

49.5%까지 급증했다. 또한 자본시장자유화와 함께 자산유동화시장이 새롭게 육성되면서 카

드사들은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유동화하여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48) 뿐만 아

니라 주택금융공사가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역

시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인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주택저당증권은 예금과 같은 단기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대출과 같은 장기자산에 투자

할 때 나타나는 만기불일치문제를 우회하고, 장기고정금리에 내재하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저당증권은 대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즉각 회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주택금융의 지속적 확장에도 매우 용이한 수단

이었다(전광섭, 2010: 277; 이지웅, 2014: 100-101).   

이처럼 부채경제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위로부터

의 금융민주화’를 통해 가계부문을 부채경제적 논리로 포획하기 시작했다. 물론 1980년대 

초의 제2금융권 중심의 금융자유화 이후 가계부문이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는 1980-

90년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그런데 1980년대에 진행된 가계의 부채접근성 확

대는 사채시장에 대한 가계의존성을 제2금융권이라는 공식적 금융시장으로 전환한 것에 그

쳤다는 의미에서 ‘형식적 확대’ 혹은 ‘형식적 포섭’에 불과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가계부채의 증가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의 수익에 가계부채가 결

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실로 ‘실질적 포섭’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더 이상 기업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의 관리를 거시경제 조절의 주

요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가계부채는 1980년대처럼 기존 부채경제의 단순한 확

48) 여신전문업법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의 채권발행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추가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필수적이었다.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카드채 발행과는 달

리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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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부채를 대체하는 금융의 제1수익원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주요 

정책대상이자 수단으로서 금융주도 부채경제에 실질적으로 포섭되었다. 

(2) 자산시장의 거품과 ‘대중투자사회’: 저축에서 투자로

가계와 같은 대중부문의 금융주도부채경제로의 실질적 포섭은 대중과 금융의 관계를 변형

시켰다. 이러한 변형은 대중투자자로서 가계의 등장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예금 및 적금과 같은 전통적 저축상품은 가계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

상을 차지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는 실질금리가 현저히 상승했고 우대금리를 제공하

는 다양한 저축상품들이 출시되어 가계부문의 소득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

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다수의 가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거액의 초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기란 쉽지 않았고, 

따라서 저축이야말로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물론 1980-90

년대에도 은행들은 은행계정 이외에도 투자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신탁계정을 운용하여 가계

의 투자자금을 유인했지만 이 시기의 신탁상품은 원금보전과 확정배당이 일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까지는 신탁계정자금의 상당부분을 증권투자보다는 신탁대출자금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가입자뿐만 아니라 은행의 입장에서도 투자상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예금

과 다를 바 없었다(손상호, 2000: 14).49)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변화했다. 한편으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신탁수

요를 장악해왔던 확정배당 기반의 은행신탁계정이 축소되었던 동시에, 자본시장자유화에 의

해 채권수익률과 주가의 급속한 상승이 진행되면서 완전한 실적배당에 근거하는 투자상품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98년부터 금리가 인하됨

에 따라 저축의욕이 감퇴되는 대신 금리소득의 감소를 보완할 투자소득에 대한 대중적 요

구가 강화된 것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계부문은 여유자금을 주로 은행예금으로 

저축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자금

49) 은행의 신탁계정은 1983년 일반은행에 대한 신탁겸영이 허용되면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은행계정의 경

우 금리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제2금융권과의 수탁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의 신탁계정을 

운용했고, 기업들은 은행계정대출에 집중된 정부의 신용통제 ․감시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신탁계정대출을 

활용했다. 가계 역시 일반예적금에 비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신탁상품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신탁계정은 1997년까지 연평균 29.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은행계정규모를 앞지르게 되

었다. 일반은행 총수신에서 신탁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51.1%에 달했으나 이후에는 꾸준히 하

락했다(손상호, 2000: 12-13; 한국금융연구원, 2014: 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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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치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축과 투자는 금융소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저축이 금리가 사전에 확정될 뿐만 아니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의 성격을 

지닌다면 투자는 비록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

너스 수익까지도 감수해야하는 높은 위험도의 자산운용방식이었다. 하지만 투자에 내재한 

이와 같은 위험은 외환위기 직후 진행된 전반적인 자산가격상승국면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 혹은 ‘저축자‒가계’에서 ‘투자자

‒가계’로의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최민석, 2011).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동시에 ‘위

험의 개인화’를 동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1970-80년대처럼 대다수의 가계가 저축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과 같이 대다수의 

저축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화된 위험’이라면, 저축을 대신하여 투자가 중

심이 되는 시기에는 비용과 수익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과 능력이 관건이 

되었다. 즉 투자자로서의 판단과 결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금융상품과 투자처를 선택함으로

써 위험은 충분히 통제되거나 회피될 수 있기에, 이제 위험은 집단적이기보다는 개인화 ․개
별화된 문제였다(Langley, 2008a: Ch.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투자상품 283.9 
(26.2%)

312.9 
(26.7%)

352.2 
(28.3%)

446.3 
(31.6%)

492.0 
(32.1%)

626.2 
(36.3%)

508.4 
(30.0%)

633.7 
(32.3%)

702.3 
(32.1%)

689.8 
(30.0%)

744.8 
(30.0%)

현금과예금 551.3 
(50.9%)

589.4 
(50.4%)

599.6 
(48.1%)

647.5 
(45.8%)

686.5 
(44.7%)

698.8 
(40.5%)

757.3 
(44.6%)

845.5 
(43.1%)

943.0 
(43.1%)

1,012.7 
(44.0%)

1,045.8 
(42.2%)

보험과 연금 231.7 
(21.4%)

252.9 
(21.6%)

281.6 
(22.6%)

306.8 
(21.7%)

345.8 
(22.5%)

391.8 
(22.7%)

424.2 
(25.0%)

476.6 
(24.3%)

534.7 
(24.4%)

591.4 
(25.7%)

680.4 
(27.4%)

기 타 17.2 
(1.6%)

14.8 
(1.3%)

12.3 
(1.0%)

13.3 
(0.9%)

9.9 
(0.6%)

7.1 
(0.4%)

7.3 
(0.4%)

7.4 
(0.4%)

7.8 
(0.4%)

8.7 
(0.4%)

9.3 
(0.4%)

합 계 1,084.1 
(100.0%)

1,170.0 
(100.0%)

1,245.8 
(100.0%)

1,413.9 
(100.0%)

1,534.2 
(100.0%)

1,724.0 
(100.0%)

1,697.2 
(100.0%)

1,963.1 
(100.0%)

2,187.9 
(100.0%)

2,302.6 
(100.0%)

2,480.2 
(100.0%)

<표 5-2>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추이

 (조원, %)

주: 금융투자상품에는 채권 및 주식, 그리고 금전신탁이 포함됨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1.3.2.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중 ‘가계 및 비영리기관’ 항목에서 재구성

<표5-2>는 2002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추이를 보여준다.50) 2002년까지 전체 금융

50) 2002년부터의 자료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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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현금 및 예금과 같은 저축성자산은 2004년 이후 절반이하로 

감소하는 데 반해, 실적배당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02년부터 글로벌금

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까지 26.2%에서 36.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투자’가 ‘저축’을 압

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1997년에 132만 명 수준(경제활동인구 대비 6.14%)이었

던 주식투자인구는 2012년에는 500만 명(경제활동인구 대비 19.9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 가입자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03년 358만 명에

서 2012년에는 1,546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정부 역시 자본시장자유화에서 더 나아가 자산

운용업 중심의 금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

진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기업의 퇴직충당금을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했다(전창환, 2007; 최민석, 2011: 41 -42). 

전통적인 저축과 절약의 미덕이 이른바 ‘재테크’라는 합리적 계산성에 의해 대체되는 ‘대중

투자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중투자사회’를 주도했던 것은 사실상 자본시장투자보다는 부동산투자

였다. 물론 외환위기 직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진행되었지만, 상승세 뒤

에는 대부분 가격폭락이 뒤따랐다. 예컨대 1998년부터 주식형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에 투자

자금이 집중되면서 1999년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투

자자금을 유인하여 한 달 동안 주식시장자금이 무려 12조원이나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시장거품은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대우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매

가 이루어졌고, 결국 주가는 다시 700포인트대까지 하락했다. 대우사태에 따른 주식시장의 

냉각은 코스닥시장에서 시작된 주가상승으로 간신히 봉합되었다. 1999년 봄부터 2000년 초

까지 코스닥지수의 상승률은 무려 305%에 달할 정도로 급등했다. 하지만 이러한 코스닥시

장의 성장 역시 미국에서 발생한 ‘신경제’(New Economy)의 붕괴에 따라 2000년 말 다시 

510포인트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2003년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및 신용카드발급 남발에 따른 카드채사태에 따른 자본시장의 냉각으로 펀드시장 역시 2000

년대 중반까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장진모, 2004: 238-251; 한영아외, 2014). 이처럼 자본

시장투자는 경우에 따라 높은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에 의

해 등락을 거듭했고,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투자처였다. 반면 <그림

표>에서 1993SNA 기준에 따른 자료는 현재 2002년 자료부터 집계하는 데, 2004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

는 1968SNA와는 중요한 단절이 있다. 1968SNA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가로 집계하는 데 반해, 

1993SNA부터는 시가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8SNA는 1993SNA에 비해 금융자산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보유규모를 과소추산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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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비해 가격등락이 거의 없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상승폭 또한 주가를 압도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동시에 높은 수익을 제공해주는 투자처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말 

자본시장에 집중되었던 투자자금이 2000년 이후부터 주택구입에 몰리기 시작한 것은 당연

한 결과였다. 저축금리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주택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투자가 담보하지 못하는 안전성까지 제공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림5-9> 자산가격과 저축금리의 변동 (1999년=100)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7.7.1.주택매매가격지수’, ‘6.2.2.주

식거래 및 주가지수’, ‘4.2.1.수신금리’(1990년부터 2000년까지

는 경제통계연보)

주택으로의 투자집중은 결국 주택가격의 급속한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투자자금을 주택매매시장으로 유인했다. 물론 가계가 이러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들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확대전략 덕분이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은 무주택소유자들의 경우 ‘국민주택청약저축’과 같은 공공금융기관의 예금제도를 

통해 공급되었고, 기주택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전세제도와 같은 비공식적 금융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일반상업은행들의 대거 주택담보대

출을 확대하면서, 은행대출이 주택구매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여 주택투자붐을 이

끌기 시작한 것이다(안현효, 2004).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주택가격상승은 이전 시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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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히 달랐다. 과거의 부동산가격폭등51)이 기업이나 기존의 자산소유자계층의 부동산투기 

혹은 주택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는 더 이상 공급부족이나 소수계

층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가계의 부채접근성의 확대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하는 ‘대중

투자’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취임초기부터 자본시장의 발전(예컨대 ‘동북아금융허브구축’)52)과 부동산문제해

결을 핵심정책기조로 고수해왔던 노무현 정부는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이

동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속도를 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제정

책 등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수립했다.53)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로 부동산가격상승이 일부 부유층의 ‘투기’

에서 비롯된다는 전통적 시각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부세 대상자는 사실 전체 주

택소유자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역설적으로 종부세의 추진은 주택투자를 감행한 

대다수의 소유자가 열망하고 있는 미래의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침해함으로써 광범위

한 저항을 야기했던 것이다(김명수, 2014). 이처럼 ‘저축자-가계’에서 ‘투자자-가계’로의 전환

은 부채경제에서 가계의 이해관계를 변형시켰다. 과거의 부채경제에서 주로 부채자금의 공

급자 기능을 담당했던 가계에게 이자는 노동소득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소득원’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의 부채경제에서 이제 부채자금의 거대한 수요자로 전환된 가계에게 그것은 

‘투자비용’이 되었다. 그리고 금리하락은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저금리

기조는 기대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가계부채를 빠르게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5-3>은 2000년대 가계부채의 증가추이와 함께 가계대출의 기관별 구성을 보여준다. 

2002년 416조원 수준이었던 가계부채는 10년 뒤인 2012년에는 905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

51) 2000년대 이전의 부동산가격폭등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1차 폭등기는 1965~69년, 2차 폭등

기는 1975~79년, 3차 폭등기는 1988~90년이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를 4차 폭등기로 볼 수 

있다(손낙구, 2008).  

52) 2003년 2월 취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성장을 참여정부의 7대 전략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그 세부정책으로 ‘동북아 금융중심 구축’(이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으로 과제명

이 바뀌었다)을 설정했다. 이 정책의 핵심내용은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산업육성, 외환보유고 운용의 효율

성 강화, 금융산업의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이었다(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2004).

53)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적 투자를 독려했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2005

년 7월 17일, 국회의장공관 5부 요인만찬)거나, “내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과 주식 가운데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주식에 걸었다’는 것이다”(2008년 8월 25일, 국민과의 대화)라고 공식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다(최민석, 20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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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확대에서 기인했다. 은행의 전

체 가계대출은 2002~2006년 동안 55.9% 증가했던 데 반해,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동안 

86.2% 증가했다. 그 결과 2006년에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69.6%

를 차지하게 되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전략은 이와 같은 가계부채증가의 촉매제 기능을 수

행했다면, ‘투자자–가계’의 등장은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주

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택구매는 가계에게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였고, 동시에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상승의 상호강화관계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부채조

달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을 주택시장

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저금리정책’이었다. 

<표 5-3> 가계부채의 대출기관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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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강화된 수출주의’와 비용의 사회화: 부채의 재분배

(1) ‘강화된 수출주의’와 환율관리용 국가채무의 누적: 저금리기조의 지속

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된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인투자의 동시적 증가는 고질적인 자본부족 

국가였던 한국경제의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형시켰다. 자본부족의 문제가 한국경제에 ‘부채경

제’의 성격을 부여했던 주요한 요인이었기에, ‘자본부족’에서 ‘자본잉여’로의 전환은 부채경제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채경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의 

뚜렷한 하락에서 드러나듯이 기업부문은 고도부채모델로부터 비로소 탈피할 수 있었던 반

면, 이제 새로운 부문이 기업을 대신하여 거대한 부채수요자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

다면, 외환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추진한 구조조정과 자본시장자유화가 한국 

자본주의에 가져온 변화는 부채경제의 해체가 아니라 부채경제의 기본구조 내에서의 ‘부채

의 재분배’였다고 할 수 있다(Rethel, 2012). 

이미 3절에서 확인했듯이, 새로운 부채수요자는 가계부문이었다. 하지만 가계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부채를 확대시켜나갔던 부문이 바로 국가였다. 사실 국가는 부채경제에서 언제

나 핵심적 지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채를 해외로부터 조달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동시에 정책금융을 통해 배분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했다면, 새로운 부채경제에서는 국가 자

신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채무자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주의의 수단으로

서 부채의 공급과 배분 기능을 담당했던 신용정책의 효과가 구조조정과 자본시장자유화를 

계기로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수출호황으로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수

출대기업의 자금수요가 감소하였고, 더욱 중요하게는 기업의 입장에서 은행차입이 아닌 자

본시장이라는 대안적인 자금조달창구가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수출주의를 지속하고 

관리해야 할 국가기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림 5-10>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뚜렷하게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20%대 수준을 보였던 수출규모는 외

환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50%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

비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수출주의적 편향이 경제성장기였던 1970~80

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의 저성장기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

화된 수출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의존했던 새로운 수단은 환율정책이었다. 1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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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평가되어 있었던 원화가치는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가치하락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환율상승이 수출증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증가에 따른 경상수지흑자의 지속과 자본시장자유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인해 

외화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다시 원화가치의 상승압력을 가중시키고, 결국 수출에 대

한 환율효과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악

화될 위험이 증대된다는 사실이었다(전창환, 2005; 2007). 

<그림 5-10>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비 ․수출 ․설비투자 비중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0.1.1 국민계정주요지표’ 및 ‘10. 

7.1.1.3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국가는 환율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로서 외환시장에 개입하

여 달러를 매입하는 환율관리정책에 주력했다. 그런데 외화매입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었

고, 이 비용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같은 국공채발행을 통해 충당되어야했기 때문

에 국가부채의 증가를 야기했다.54) 이와 같은 국가의 환율관리비용의 증가는 곧 수출주의

의 비용이 기업에서 국가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과거에는 수출주의를 위한 국가지

54)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의 매입과 매각을 통해 외환시장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외평기금이 발행하는 외평채는 국채의 일종으로 원화표시 외평채와 외화표시 외평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평채가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이후 부족한 외화조

달을 위해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외평채는 국회가 승인한 연간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며 한국은행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2003년 11월부터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고채에 통합

되어 발행되고 이후 외국환평형기금에 합산하도록 그 발행방법이 변경되었다(전창환, 2007: 203; 국회예산

정책처, 20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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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은행신용의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결국 수출주의의 비용은 그 직접적 수혜자이자 대출

자인 기업에게 이자의 형태로 부담되었다면, 수출주의의 수단으로서 환율정책이 신용정책을 

대체한 상황에서는 그 효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출대기업이 독점하였던 반면, 비용은 국

가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것이다(전주성, 2009). 

이러한 사실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부채의 구성추이에서 확인된다. 2장의 <그림2-7>이 

보여주듯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부채의 증가를 주도 했던 부분은 외환시장안정

용 채무였다. 요컨대 환율관리를 위한 외환시장안정용 부채의 규모는 현재 중앙정부의 총부

채 중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부채문제를 다루는 대부분

의 연구들은 이러한 외환시장안정용 부채의 증가현상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그 이유

는 외평채와 같은 외환시장안정용 부채는 세금으로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채무’와는 

달리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채무’이며, 따라서 자산매각 및 융자금회수 등을 통해 언제라

도 상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55)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놓치고 있는 것은, 비록 외평

채는 금융성채무이지만 외평채를 발행하는 외평기금의 구조적 적자요인으로 인해 적자성채

무를 유발하고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이다(윤덕룡 ‧이영섭,

2005; 전창환, 2007; 전주성, 2009).56) 

외평기금은 외평채발행, 국고채로부터의 예수, 기금운용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외국환을 매입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자금을 운용한다. 그런데 1998년 이후 외평기금의 당기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빠르게 확대

되었는데, 이러한 외평기금의 적자요인은 주로 이차손실(利差損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

선 이차손실은 외평기금의 수취금리와 운용금리 사이의 격차에서 발생했다. 특히 외평채 발

행금리보다 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투자한 외화자산의 수익률이 더 낮아 역

마진(reverse margin)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역마진은 단지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인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외평채는 국내 국채금리로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으로 외화

자산, 주로 안전자산인 미국의 재무부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축장하는데, 국내의 국채금

리는 미국의 재무부채권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창환, 2007). 따라서 외평기

55) 국가부채는 상환재원(대응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

무는 그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서 일반회계적자보전용 국채

와 공적자금상환용 국채가 그에 해당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이나 융자금 등과 같은 자체상환재원

을 보유한 채무로서 외환시장안정용 국채와 국민주택채권등이 포함된다(기획재정부, 2013: 9).

56) 기존의 정부회계관행에서 특이한 점은 외평기금이 발행하는 외평채의 경우에는 공식 국가채무에 포함

되지만, 외평기금의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전주성, 2009: 165). 이는 국가의 

환율관리를 위한 부채규모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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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이와 같은 구조적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적자를 보전하

기 위해서는 정부회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외평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외평채 발행규모의 증가는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채권(통안채)57)의 발행규모확

대를 야기함으로써 국가부채의 증가경향을 더욱 강화하였다. 통안채는 금융공기업으로 분류

되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공식통계에서는 정부부채에 포함되지 않

는다. 통안채는 1961년 이후 물가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시중통화를 흡수하는 데 사

용되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통안채의 기능 역시 결국에는 환율관리목적에 종

속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외평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58) 왜냐하면 외평채발행규모

의 증가는 외화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신 원화유동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결국 통

안채를 발행하여 이를 재흡수하여 불태화(sterilization)해야 하기 때문이다.59) 결국 외평채 

발행규모의 확대가 통안채 발행규모의 확대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행

의 부채인 통안채의 경우에도 정부부채인 통안채와 함께 ‘환율관리용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수 있다.60)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정부부채’를 대신하여 ‘국가부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후 국가부채의 급증을 주도했던 것은 공기업부채와 함께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의 부채였다. 특히 통안채 발행잔액이 누적됨에 따라 지급된 이자비용이 연간 6~7

조원에 달하면서 한국은행 수지악화의 주요원인이 되었고, 이는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2010년 중 통안채의 이자비용은 6조원 정도로 한국은행 영업비용의 50%

를 상회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이 진행된다면 통안채 발행비용 역시 증가하

57) 통안채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의 수단으로서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1961년부터 발행되었다. 한

국은행은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을 때 통안채를 순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하며, 반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순상환한다(한국은행, 2012d: 225). 통안

채의 발행잔고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로, 3조호황과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해외부

문의 통화증발을 흡수할 필요가 과거에 비해 커졌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인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통안채의 발행잔고는 더욱 급속한 증가세를 띠었다(전주성, 2009: 177-8).

58)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외평채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관리책임을 맡

는 데 반해, 통안채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직접 관리하는 채권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국회의 동의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59) 불태화정책이란 해외부문으로부터 자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압력이 가

중되는 경향을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불태화정책은 채권발행이나 재

할인금리의 인상,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불태화정책은 통화정책의 일종

으로서,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증발을 억제하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칭한다. 

60)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한국은행의 통안증권은 사실상 국가부채에 가깝다. 대부분의 국가들, 예컨

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한국과 달리 중앙은행이 통화관리 목적의 자체 채무증권을 발행

하지 않으며, 공개시장조작의 수단으로 국채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

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칠레 등이다(옥동석, 2007a; 조성원, 20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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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은행의 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결국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비용증가로 이

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조성원, 2011).  

<그림 5-11>은 중앙정부의 외평채발행으로 대표되는 외환시장안정용 부채와 한국은행의 

통안채발행잔액을 합산한 ‘환율관리용 국가부채’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환율관리용 부채는 1997년 이래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7년에 27.7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2% 수준이었던 환율관리용 국가부채 규모는 

2012년 현재 316.1조원과 국내총생산 대비 22.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누적손실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전주성(2009: 187)의 추산에 따르면 그 규모

는 국내총생산 대비 4%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국가부채의 축적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는 

정부가 금리인상을 손쉽게 단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61) 예컨대 가

계부채규모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던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의 저금리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저금리정

61)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동결로 대응해왔다. 물론 이는 경

기부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미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의 상승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림5-11> 환율관리용 국가부채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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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급증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추가 금리인하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62) 특히 2008년에는 

정부의 환율개입과 저금리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금리인하를 둘러싼 재경부와 한

국은행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요

구가 제기되기도 했다.63)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금리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금리인상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상승시키고, 국내금융시

장에 대한 해외자본의 자금유입을 유발하여 환율상승압력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환율상승은 다시금 환율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부채조달의 필요를 낳음으로써 이자비

용이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기존의 수출주의적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요컨대 수출부문에 대한 경제전반의 의존

도가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환율개입과 저금리정책은 수출주의를 지속하기 위한 거

의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포기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수출주의의 비용은 과거의 재벌주도 부

채경제 시기와는 달리 수출주의의 최대수혜자인 재벌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관리정

책을 매개로 국가에게 이전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저금리정책을 매개로 가계부문에게도 이

전되기 시작했다. 국가의 환율정책은 저금리기조를 지속시킴으로써 가계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조건을 창출했던 것이다. 

(2) 주식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전략변화: 금융자산의 확대와 설비투자의 축소

‘강화된 수출주의’를 지속시키려는 정부의 시도가 결국 전반적인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

로 귀결되었던 것과는 달리, 기업들은 오히려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저축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특히 기업저축의 증가는 재벌부문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수출실적의 

향상에 따른 여유자금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투자지출의 

축소에 있었다. 예컨대 1990~97년 연평균 13.8%에 달했던 설비투자율은 외환위기 직후 큰 

폭으로 하락한 이래,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도 정체상태가 지속되었다. 재벌들은 적극적인 

설비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저축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자

본시장자유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낳은 결과였다(Kim, 2013).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자유화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소유권시장인 주식시장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은 외환위기 직후 자금난에 빠

62) 경실련,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한은과 금통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6년 11월 8일 보도자료.

63) ‘경제 ․경영학자 118명, 강만수 장관 시장신뢰 잃은 지 오래.“ <경향신문> 2008일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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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기업들에게 대안적인 자금조달통로를 제공해주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경영권에 대

한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64) 1990년대까지 재벌들은 소유권과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

해 주식발행보다는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적 관성이 있었고, 차입할 수 있는 부

채의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를 소유하거나 계열사들 사이의 상호지급보증을 활

용해왔다(장세진, 2004: 222).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계열사상호지급보증과 같은 전통적 

방식이 금지되고 부채비율의 축소가 강제되면서, 재벌들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

대하는 한편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에 따라 4대 재벌의 자본금은 1998년 53.1조원에서 1999년 96.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같은 기간 174.6조원에서 141.1조원으로 감소했다(장세진, 2004: 198). 하지만 부채가 

자기자본, 즉 주식과 교환되면서 주주들에 의한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은 그만큼 더 증대했

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자사주의 대량 매입이었다. 자사주매입은 주가상승과 기업소

유지분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경영권의 유지 ․강화

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65) 그 결과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

용은 빠르게 증가했다. 예컨대 기업의 현금흐름 대비 자사주매입비용은 1994~1999년 평균 

2.43%에서 2000~2006년 평균 7.2%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자사주매입전략은 특히 대

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2006년 전체 기업의 자사주매입 가운데 83.5%가 10대 기

업에 의한 것이었다(이병천, 2012a).  

다른 한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들이 취했던 또 다른 전략변화는 현금성 금융자산의 

확대였다. 과거의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재벌들에게 금융기관차입은 ‘무한한 자금원’이었다. 

64)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은 주식발행실적이 거의 없다. 이는 곧 외환위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대재벌들은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주식발행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예컨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한 차례도 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

으며, 2위인 현대자동차와 3위인 포스코 역시 1998년 이후의 주식발행실적이 전무하다.

65)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우위’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금의 확대 및 자사주매입을 통한 단기적 주가상승전략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통적인 사업영역인 상품생산과 판매보다는 금융투자 규모를 확대시키고 그

에 따라 금융수익의 비중이 상승하는 ‘금융화’가 진행된다(Stockhammer, 2004; Orhangazi, 2008).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자사주매입의 증가현상이 이러한 ‘주주가치경영’ 때문인지는 사실 불분명하다. 한국기업의 

배당성향은 오히려 외환위기 이전보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소유구조는 주주가치를 증진시키기보

다는 재벌의 소유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Doucette and Seo, 2011; 이병

천, 2012a).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이유는, 비록 다른 국

가들에 비해 배당성향은 낮지만 주가상승률은 더 높기 때문에 매매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을 노릴 수 있

기 때문이다. 자본이득 중심의 주식투자로 인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주식회전율이 월등

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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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금원을 기반으로 재벌들은 규모의 확대(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규모

의 확대는 다시 담보능력과 보증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입을 가능케 했던 

조건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금융이 주도하는 새로운 부채경제에서 차입은 더 이상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오히려 높은 부채비율은 주식시장에서의 부정적 평가요인

으로 작용함으로써 주가하락의 위험을 가중시켰다. 이제 재벌들은 주식시장의 확대와 투자

자들의 일상적 감시라는 새로운 환경과 불확실성에 대해 적응해야 했다. 그것은 바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보유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즉 대규모 부채조달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적 투자전략에서 부채축소 및 금융자산의 

확대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1997-98년 위기 이후 진행된 자본시장자유화는 재벌들

이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그런데 <그림 5-12>는 1997-98년 위기가 부채경제에 가한 충격이 특히 대기업에서 뚜렷하

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대기업들은 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비해 공격적인 

차입의존도 일변의 전략을 유지했지만, 위기 이후에는 수출이득을 바탕으로 부채의존도를 

현저하게 감축시킬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실물부문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성자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

하는 데 사용했다. 실제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제조업)의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설비자산의 비중은 2001년 33.5%에서 2012년 23.5%로 급감

했다. 이는 금융자산의 증가가 설비투자율의 감소에 인과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서환

주외, 2011). 특히 대기업들은 금융자산 가운데 채권과 지분법적용주식의 비중을 확대시키

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채권보유의 증가는 자본시장시장자유화 이후 안전자산으로서 채권

의 유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채권은 주식에 비해 수익성은 낮지만 대신 안전성

이 높으며, 저금리상황에서는 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는 거래시장의 확대로 유동성 또한 개선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지분법적용주식(타기업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있는 주식 20% 이상 보유)의 증가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의 확대를 반영

하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성장 이후 국내 대기업집단이 경영권방어에 보다 많은 자금을 지

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출은 설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이

병천, 2012a).66) 

66)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주식보유확대는 단지 경영권방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4~2007년간 제조업상장기업에서 지분법이익은 매우 높았는데, 영업외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지분법이

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8.8%, 21.8%에 달할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병천(2011: 40)은 한

국에서 ‘주주가치추구’와 ‘재벌체제’가 공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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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의 수출주의의 강화는 부채경제의 변형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익성 낮은 사업부문이 대거 정리되고 부채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차

환(refinance)을 위한 추가부채조달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던 동시에, 외환위기 직후 진행된 

수출의 급속한 증가와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역시 부채에 대한 수출대기업의 수요를 현저

하게 감소시켰다. 1970년대까지 이들에게 부채는 금융지대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추가적인 

수익원이었고 1980-90년대에는 다각화를 통한 외형적 규모확대전략의 자원이었다면, 외환위

기 이후부터 부채는 더 이상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수출대기업에게 제공되었던 

특혜금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강제된 부채비율축소와 

계열사상호보증제한은 차입을 통한 기업규모확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배경 하에서 기업들은 부

채조달을 통한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부자금을 통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

자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설비투자의 전반적인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4대 재벌의 설

비투자집중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설비투자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오직 소수의 대기업들만이 내부자금을 바탕으로 수출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병천, 2011).67)   

67) 1990~97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자금의 31%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되었으나, 2001~06년

에는 동 비율이 9.9%까지 하락했다. 반면 신규 설비투자자금 조달액 가운데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5-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제조업): 차입금의존도와 금융자산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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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지속적 확대: ‘투자’에서 ‘생존’으로

이미 앞에서 확인했듯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소비자신용확대정책과 은행들의 가계대출확대전략, 그리고 자본이득을 목표로 한 가계의 투

자전략이 수렴된 결과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이후부터 사태는 달라졌다. 가계부채규모의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을 규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증가율도 감소했다. 뿐

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중단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가계의 기대 또한 냉각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 가계부채규모가 감소세로 반전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림 5-13>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과 부채규모의 비율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외환위기의 충격이 집중된 1998

년과 신용카드사태가 발생한 2004년을 제외하면, 소비지출과 부채규모가 함께 증가해왔다. 

즉 가계의 소비지출 상승속도가 가처분소득 상승속도를 압도했으며, 이러한 소득수준을 초

은 같은 기간에 28% 수준에서 81.3%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한국금융연구원, 2013: 74).

<그림 5-13>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비율과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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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소비의 확대는 부채의 조달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1999~2002년에는 소비

지출이 매우 놀라운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자금융의 제도적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서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 가능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아 

한국경제가 소비억압적인 ‘수출주의 부채경제’로부터 부채를 통해 소비를 부양하는 ‘소비주의 

부채경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즉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주의의 확대에서 기인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한국의 상황을 가장 대표적인 ‘소비주의 부채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경제는 1980년대 이래 다양한 금융혁신을 통해 

소비주의 부채경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그 결과 부채에 의존한 가계소비는 더욱 확대되어왔

다(Guttmann and Plihon, 2010; Ott and Hyman, 2013). <표5-4>은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두 국가에서 모두 2000년 이후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관찰된다. 

하지만 가계소비와 관련된 가계부채의 증가양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바로 이점이 

미국과 한국 부채경제의 차이를 반영한다. 우선 공통점으로서, 한국과 미국은 모두 가계소

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 배 가량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보다 가계소비

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 두 국가 사이의 이러한 공통점은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

계소비증가가 가계부채의 증가를 낳고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국에

서는 가계소비와 가계소득 증가율 사이의 격차(명목)가 0.4% 포인트로, 오히려 미국의 0.1% 

포인트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 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국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다. 미국의 경우, 가계소비 증가율은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모두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이들보다 하회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정적이다. 미국은 거시경제의 성장속도(4.9% 및 5.1%) 보다 더 빠르게 가

<표5-4> 가계부채 관련 지표의 증가율: 한국과 미국의 비교



200 

계소비가 증가한 반면(5.3%), 한국의 가계소비 증가율(6.3%)은 비록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거시경제의 성장속도(6.9%)보다는 낮았던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가계소비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낳았던 반면, 한국의 가계소비는 이와 반대로 경제성장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거시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계소득은 경제성장

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채를 통해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의존한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계소득증가율이 미국보다

는 더 빨랐지만, 경제성장속도와 비교해 볼 때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미국의 가계

소득 증가율(5.2%)은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비해 0.1~0.3% 포인트 높았던 반

면,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율(5.9%)은 무려 1.0% 포인트나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정도로 부

진했다. 따라서 한국의 가계부채증가현상은 단순히 미국처럼 ‘소득을 초과하는 가계의 소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소비수준보다 오히려 

가계소득이 더 부진했던 상황에서 기인했던 것이다. 즉 미국에서 가계부채의 문제는 가계소

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계소득의 부진과 더 큰 관련성을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가계는 소득보다 높은 소비를 지속시키기 위해 부채를 활용했던 반

면, 한국의 가계는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채를 통한 자산투자에 의존해야만 했다

(강두용 ․이상호, 2012: 70-72). 

다른 한편, 앞의 <그림 5-13>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시점 이후 가계부채와 가계소비의 동반상승세가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반면, 가계소비지출비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

하는 정체상태에 진입하였다. 부채를 통한 소득보전과 소비수준의 유지가 한계에 도달하면

서, 이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효

과를 낳았던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체결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이 2007년부터 만기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가계의 부채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일시상환방식으로서,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시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컸다.68) 이와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정부가 가계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은행들 또한 자산안정성 위주의 대출전략으로 선

68) 2003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일시상환 방식의 비중은 86%였으며, 2004년에는 76.8%, 2005년에

는 73.7%로 점차 하락했고, 2006년 이후부터는 분할상환방식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년 이하의 약정만기 대출이 매우 높았다. 예컨대 2004년에는 

75.8%였으며, 2005년에는 60.6%였다(유경원 ․이혜은, 2009: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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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기회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

으로는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중단되면서 주택매각을 통한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이 하락했

다. 그 결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가계부채자금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연상환액69)은 2004년

의 12.0%에서 2008년에는 20.4%로 증가하였고(배영목, 2011), 2000년대 이후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해왔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성장세가 중단되었던 대신 저축은

행70) 및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71)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

화를 의미했다. 실제로 가장 공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왔던 고소득층 가계는 2007년 

이후 원금상환비율을 높이면서 부채규모를 축소(deleveraging)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

했지만, 중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계는 기존의 부채규모를 지속시키는 현상유지를 택하거나,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 오히려 부채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72)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부채증가는 더 이상 투자수익을 통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현

상유지 혹은 생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   

요컨대 가계소비규모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수출주의적 구조를 대체한 것은 결코 아니었

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상승했던 국내총생산대비 민간소비지출규모는 2000년대 중반부

터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었던 반면, 국내총생산대비 수출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민간소비지출규모를 상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계

소비와 가계부채의 동시적 증가는 한국경제의 ‘소비주의 부채경제로의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이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수출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 현상’이었

69) 총부채연상환액이란 각 가구의 매월 이자 및 원금의 총상환액을 12배한 수치를 말한다.

70) 정부는 2000년 4월 ‘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일괄 변

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2010년 3월에는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허용하였다(한국금융연구원, 2012: 69). 

71) 예컨대 2008년 기준으로 은행대출 중 신용등급이 1~4등급으로 평가된 개인에 대한 대출이 73.5%를 차

지했으나, 제2금융권의 경우 5~10등급이 67.3%를 차지했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경우 8.44%인 반면, 제2

금융권의 대표적인 예금취급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은 12.23%로 은행보다 현저히 높았다(김대현, 2013; 이

건범, 2013).

72) 특히 중저소득층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의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자영업자의 부채

는 가계대출(개인대출의 경우)과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양자로 나뉘어 집계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이규복(2012)의 추산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약 320조원이며 이 가운데 가계부채로 분류된 것이 140~170조원 정도이다. 자영업자 가계는 

근로소득자 가계에 비해 부실발생 가능성이 2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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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5절. 금융화와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접합: ‘종속적 금융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동시적 증가를 낳았던 금융주도 부채경제로의 전환

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의 부상’이라는 변화를 그 조건으로 

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

부문에서 수익성의 뚜렷한 상승과 투자증가와 같은 성장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에 보다 

유리한 규제완화 및 금융자유화 등과 같은 ‘제도개혁’이 동반되면서 경제전반을 새롭게 구축

했다.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에서 금융적 동기, 금융시장, 금융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하는 현상”(Epstein, 2005: 3)으로서 ‘금융화’(financialization)가 전개된 것이다.73) 한국의 

금융주도 부채경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금융화의 산물이었던 동시에, 세계적인 과정

으로서 금융화를 지속시키는 하위 파트너로 기능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금융화 경향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출(loan)에서 

증권(security)으로의 금융시장의 중심이동’이었다. 이러한 전환은 전통적인 예대업무에 주력

하던 금융자본에게 추가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증권시장에서

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금융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경제전반을 부양하

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증권시장의 확대로 인해 비은행금융기관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들의 주도하에 새로운 금융기법이 대거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매매가능한 부채’가 거래되는 채권시장과 소유권증서가 거래되는 주식시장의 확대는 수수료

수입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금융업무의 발전을 낳았다. 그 결과 금융자본의 수익에 결정적

인 요인은 이제 금리수준 자체보다는 증권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과 금융상품의 거래

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되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투자은행업무와 상업은행

업무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1999년 사실상 

폐지되면서 전통적인 예대업무를 담당해왔던 일반 상업은행들 역시 증권시장업무에 진출할 

73) 대부분의 연구들은 1980년대부터 경제전반에서 금융부문의 영향이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금융화’ 개념

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금융화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이

한 입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에서 금융부문비중의 증가(Palley, 2007), 혹은 금융부문의 수익과 

이자소득의 전반적 증가(Epstein and Jayadev, 2005), 비금융부문의 금융이윤증가(Stockhammer, 2004; 

Dumenil and Levy, 2006; Krippner, 2011), 그리고 비금융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금융기업의 수익성 비율

의 증가(조복현, 2007) 등이 금융화의 지표로 사용된다. 금융화의 다양한 개념과 관점에 관해서는 오란가

지(Orhangazi, 2008)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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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금융화가 가속화하는 계기였다(Guttmann,

2008; 2009a; Guttmann and Plihon, 2010; 쁠리옹, 2006).

금융화는 미국의 ‘소비주의 부채경제’를 더욱 강화했다. 증권시장의 발전은 다시 소비자금

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증권화’(securitization)와 같은 

금융혁신은 기존 대출을 유동화하여 손쉽고 빠르게 새로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능

케 함으로써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고,74) 할부금융회사와 신용카

드사 또한 다양한 소비자금융을 통해 이러한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이들이 발행한 자산유

동화증권(ABS)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이 유입

되었고 그에 따라 은행들과 소비자금융회사들은 대출과 증권화에 더욱 주력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금융의 급속한 확대의 효과는 뚜렷했다. 더 많은 가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용이하게 

은행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훨씬 더 유리한 할부조건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진행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낳았고, 

이는 소비자금융의 확대와 함께 소비지출규모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2009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개인소비지출규모가 역사상 최고치인 69.3%에 달했다. 이처럼 미국의 금융화는 가계

의 부채조달능력을 고양시켜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주의 부채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Langley, 2008b; Hyman, 2011: 220-223).  

금융화가 촉발시킨 소비주의 부채경제의 강화는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에 다음과 같은 

이중의 효과를 미쳤다. 우선 금융화는 한국의 수출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데 기여했다. 미국

에서 금융화를 통한 국내소비지출의 뚜렷한 증가는 해외로부터의 상품수입의 증가로 이어졌

고, 이는 한국경제가 2000년 이후 경험했던 수출호황의 조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75) 이와 

동시에 금융화는 한국의 부채경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앞의 <그림5-1>에

74) ‘증권화’란 기존의 대출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만기이전에 회수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은행이 차입

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은 만기까지 고정된 자산인데, 은행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 

할인한 뒤 증권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유동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회수한 자금을 다시 대출에 투입

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추가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

은 증권화를 통해 기존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대출심사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기 보다는 공격적인 대출에 보다 주력하게 된다. 주택저당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

권(CDO)이 그 대표적 예이다.

75) 물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수출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대중국수출이었다. 대중국수출은 2000년 

18억4천만 달러(총수출의 10.7%)에서 2012년 1,343억3천만 달러(총수출의 24.5%)까지 급증하였고, 그 

결과 미국을 대신하여 한국의 최대수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강조되어야 할 것은 2006년 현재 대중수

출의 75%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과 국내모기업 사이의 거래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중

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우회수출’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중수출의 증가 

역시 미국의 소비수요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Palle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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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했던 것처럼, 수출실적의 향상에 따른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은 해외 금융자본

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주식시장과 더불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림5-14>가 보여주듯이, 국내채

권, 특히 은행채와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이들 기관의 부채조달능력을 고양

시켰던 동시에, 시장금리를 하락시킴으로써 부채경제의 확대를 가능케 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는 소비자금융을 공

격적으로 확대했고,76) 국가는 국공채 및 한국은행채권(통안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증가에 

따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출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는 금융화를 매개로 미국과 같은 소비주의 부채경제에 소비상품을 공급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던 동시에, 해외 금융자본에게 높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투자처인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금융화가 외국인 국내투자의 증가와 동시에 국내기관들의 해

외투자 기회 역시 확대시켰고, 그 결과 <그림 5-15>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국인들의 해외투

자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해외투자의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76) 실제로 <은행경영통계>와 <국제투자대조표>에 근거한 계산에 따르면, 가계대출재원마련을 위한 은행채 

누적발행규모가 정점에 달했던 2007년 전체 은행채 152.5조원 가운데 약 36%인 48.7조원에 상당하는 

채권이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된 것이었다(편의상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 

<그림 5-14>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발행주체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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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자산’ (foreign reserves)으로서, 한국의 해외투자가 민간기업이나 민간금융기관이 아니라 

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준비자산이란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외환투자자산, 

혹은 외화보유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외환보유고의 90%는 유가증권의 형태로 구성되며, 

약 60% 가량이 달러표시증권에 투자된다. 그런데 국가의 대규모 해외투자를 통한 준비자산

의 확보는 외국인들의 국내금융투자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금융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

었다(Liang, 2010).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국채매입이라는 방식으로 

다수의 준비자산을 구성했던 것은 일종의 ‘보험’의 의미가 강했다. 1997-98년의 외환위기가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기인했으며, 준비자산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탈하게 될 때 발생할 급격한 환율변동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

국 정부는 위기 직후부터 거대한 준비자산의 축적에 주력했다.77)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준

비자산의 축적은 수출주의의 직접적 결과이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수출달러와 금

융투자의 동시적 유입은 환율하락압력을 강화시켰는데, 국가는 수출주의를 안정적으로 지속

시키기 위해 국내로 유입된 달러를 대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환율관리에 나섰고, 이렇게 매

77) 환율안정을 목표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은 2000년에 역내국가들의 긴급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치앙마이협정(Chiang Mai Initiative)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출주의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준비자산을 축적하는 값비싼 

자기구제 전략으로 재선회했다(Kalinowski, 2013). 

<그림5-15> 내국인의 대외투자: 투자상품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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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달러를 미국의 증권시장에 준비자산의 형태로 투자했던 것이다(Lapavitsas, 2013: 251).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준비자산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2년 현재 한국은 약 

3,2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7번째 규모의 준비자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78)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는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채무자이지만, 국제적으로는 거대한 

준비자산을 보유한 채권자인 셈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의 부채경제가 세계적 과정으로서 금융화의 ‘회로’(circuit)에 비대칭적

인 방식으로 접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높은 금융수익

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금융자본의 주요 투자처로서, 금융적 축적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증권시장에 유입된 해외금융자본의 투자자금과 강화된 수출주의를 통해 

축적된 수출달러는 준비자산의 형태로 금융화의 중심인 미국의 증권시장으로 환류됨으로써,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미국의 금융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유동성공급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화의 세계적 과정에서 한국의 부채경제가 담당하는 이

와 같은 이중적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된다는 사실이다. 

우선 이러한 비대칭성은 금융화의 중심과 주변, 혹은 소비주의 부채경제와 수출주의 부채경

제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세계경제적 위계로 인해 한국의 금리는 금융화의 중심인 미국의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익률 사이의 

격차를 구조화함으로써 금융화의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의 지속적인 부의 이전을 낳았다. 

요컨대, 한국의 부채경제는 ‘종속적 금융화’(subordinate financialization)의 형태로 세계적 금

융화 과정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된 것이다(Becker et al., 2010; Liang, 2010; Lapavitsas, 2013;

245-255). 이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비대칭성은 동시에 국내적 수준에서의 비대칭성을 동반

했다. 금융화는 한국의 수출주의를 강화했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소수의 재벌들에 의해 ‘사

유화’되었던 반면, 강화된 수출주의를 지속시키는 데 투입된 비용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형태로 ‘사회화’되었다. 결국 수출주의 부채경제와 금융화의 접합은 한편으로는 금

융적 종속을 심화시켰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부문의 독점적 경향을 강화하였던 것

이다. 또한 국가부채 역시 궁극적으로는 가계가 납부할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오늘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동시적 증가는 금융주도 부채경제에 내재한 위험이 가계

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78) 2012년 6월 현재 준비자산규모순으로 1위는 중국(33,000억 달러), 2위는 일본(13,000억 달러), 3위는 러

시아(5,100억 달러), 4위는 대만(3,900억 달러), 5위는 스위스(3,740억 달러), 6위는 브라질(3,720억 달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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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한국 자본주의를 ‘부채경제’(debt-economy)로 개념화하고, 부채경제의 변동에 관한 역사적 

설명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가계부채문제가 단순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들의 정책실패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계부채급증이라는 ‘현상’은 그 이면에서 작동하

는 부채경제라는 ‘구조’의 효과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따라서 문제는 가계부채증가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부채경제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며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화해왔는지

를 밝히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주목했던 것은 한국의 부채경제를 규정하는 

‘수출주의적’(exportist) 편향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의 지속적 확대에 과도하게 의존하

고, 이에 따라 주로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수출부문으로의 자원집중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 이루어지는 수출주의적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채경제를 필요로 했던 동시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을 낳았던 것이다. 

한국에서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1950년대 원조경제의 위기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한국은 무상공공원조에 기댈 수 없었고, 경제성장의 재원으

로서 해외 정부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부채를 도입해야만 했다. 그런데 부채는 곧 

상환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출부문의 육성은 불가피했다. 

원조경제에서 부채경제로의 전환은 초기의 박정희 정부가 목표로 설정했던 내수중심적인 자

립경제로부터 수출중심적인 해외의존경제로의 전환을 강제했던 것이다. 해외로부터 도입된 

부채의 대부분은 수출부문에 집중되었고 수출실적의 향상은 곧 추가적인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부채경제를 재생산하거나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로써 수출

주의와 부채경제가 상호강화하는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구조가 공고화되었다. 1960년대 이

후 수출주의의 성공은 저비용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수출부문에 집중시

켰던 이와 같은 부채경제의 작동에 의해 가능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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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였다.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산업은행과 같은 개발기관들은 국내 수출부문의 대외부

채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외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

공했던 한편, 통화증발과 선별적 신용정책을 통해 수출부문에 대규모의 저금리 부채를 공급

했다. 따라서 1960-70년대 부채경제의 형성과 급속한 성장은 부채보증자인 동시에 부채창조

자로서 국가의 부채조달능력에 의존했다는 의미에서 ‘국가주도 부채경제’의 성격을 띠었

다.79) 이 과정에서 수출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들은 투자재원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출금리를 통해 추가적인 금

융지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하에서 동반된 기

업부채의 증가는 수출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자산규모의 확대와 추가적인 금융지

대수입을 획득하려는 재벌들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주도 부채경제는 1970년대 말 한계에 봉착했다.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부채조

달은 외채누적을 가속화했고,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거대채무자인 수출대기업의 금

융비용을 여타 부문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 이

는 결국 1979-80년의 위기로 비화되었다. 위기는 국가주도로 대규모 부채를 직접 조달하여 

수출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기존의 부채경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국가는 수출주의적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부채의 조달과 배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

해야만 했는데, 1980년대 초에 전두환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금융자유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시도였다. 이 시기의 금융자유화는 특히 제2금융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시중은행들 역시 형식적으로는 민영화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종속되

었던 반면 제2금융권은 금리결정과 신종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서 높은 자율성이 부여되었

고, 그 결과 1980년대에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급속한 신장세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차등적 

금융자유화는 제2금융권 금리를 실세화하여 사금융시장의 자금을 공금융시장으로 유인함으

로써 외채를 대신할 수 있는 공적 부채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

히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은행신용의 재량적 배분을 수단으로 정부정책의 영향력을 유지하

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제2금융권 중심의 금융자유화는 부채경제를 변형시켰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제

2금융권으로의 자금유입이 뚜렷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재벌은 금융자유화에 따라 제2금융기

79) 뿐만 아니라, 1970년대까지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문은 기업 및 가계와 같은 민간부문보다 높은 부채

를 보유했다. 즉 이 시기의 국가는 부채의 보증자이자 창조자인 동시에, 그 자신이 거대한 채무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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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의 진출이 허용되면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은행을 우회하여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

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록 1980년대 초부터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격

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재벌들은 과거의 국가주도 부채경제 시기처럼 금융지대를 획득할 

수는 없었지만, 제2금융권에서 확보한 독자적인 차입선을 통해 공격적인 다각화와 자산확대

에 주력함으로써 수출부문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자

산규모의 확대는 담보가치의 상승을 의미했기에, 은행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차입 역시 가능

했다. 비록 정부는 여신한도관리제를 통해 수출능력의 제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재벌들의 

부채독점을 제어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은행들 또한 자신들의 생존과 수익에 재벌

들에 대한 대출이 가장 결정적이었기에,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여 기업대출을 확대하거나 적

어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써 부채경제의 주도권은 재벌에게 이전되었다. 

재벌들이 독자적으로 대규모의 부채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곧 부채의 조달과 

배분에 대한 재량적 개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의 능력이 뚜렷하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했다. 더군다나 19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은 재벌주도 부채경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

가 되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의 자유화는 재벌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1960-70

년대 공금융시장에서 극도로 배제되어왔던 중소자본과 가계부문 역시 제2금융권을 통해 부

채접근성의 확대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상호신용금고의 부금상품과 같은 대출연계저축

상품은 가입 즉시 대출이나 어음할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대중

부문의 자금수요를 대거 유인했다. 재벌주도 부채경제 시기에 기업부채의 급속한 증가와 함

께 관찰되는 가계부채의 증가추세는 제2금융권에서 이루어진 가계부문의 부채접근성의 확대

를 반영한다. 다른 한편,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는 금융부문에서의 민주화 

요구를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민주화는 재벌의 금융독점을 지속시키는 기존의 금

융정책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즉 기존의 부채경제가 내포하고 있었던 재벌편향

적 부채배분과 낮은 실질금리로 인한 저축자(가계)에서 채무자(기업)으로의 부의 이전을 문

제 삼았던 것이다. 제2금융권으로의 지속적 자금이탈에 따라 위기감이 팽배해진 은행들 역

시 금융민주화의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정부에 대해 제2금융권에 준하는 업무자율성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들은 ‘금리자유화’로 집약되었다. 금리자유

화는 곧 금융민주화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조치로 인식되었는데, 금리자유화로 인한 실질금

리의 상승은 재벌들의 무차별적인 부채독점을 제어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부채의 배분을 강

제함으로써 가계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부채접근성을 확대하리라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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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금융자유화는 경제적 자원으로서 부채의 공정한 배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

장되었다. 인위적 저금리로 인해 ‘성실한’ 저축자의 이해가 희생되는 대신 거대한 채무자인 

재벌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상황 역시 금리자유화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

다. 이와 같은 금융민주화의 압력에 직면한 국가는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금

리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금리자유화는 재벌의 금융비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재벌주도 

부채경제에 균열을 가했다. 그런데 재벌에게 집중된 이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곧 수출경쟁

력의 약화를 의미했기에, 수출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새로운 정책조정을 필요

로 했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유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조정을 위한 조치였다. 금융개방은 저리의 해외부채도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금리상승경향을 진정시킬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국가주도 부채경제에서 비롯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제2금융권 중심의 금융자유화를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진행된 금융비용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다시 한

번 금융개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금융자유화를 선택했다. 그러나 재벌주도 부채경제의 균

열을 봉합하려 했던 금융개방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와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금융

개방은 비록 재벌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단기성 해외부채가 대규모

로 유입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1997-98년 외환위기의 조건이 되었

다.

김대중 정부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자유화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더욱 강력한 수출주의 정책을 통해 부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자 했다. 실제로 국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부문의 부채규모는 현저히 축소되었

고, 수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경상수지는 흑자로 반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자유

화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부채수요자였던 재벌의 자금수요는 축소되었고, 주식투자가 차입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부채경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자유화 정책으로서 자본시장자유화와 위기 이후에도 지속된 수출주의 정책은 역설적으

로 부채경제를 축소시키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외국인

들의 주식투자가 가장 집중되었던 부문은 금융부문, 특히 은행부문으로서, 대다수의 시중은

행들은 주식매각을 통해 외국인 소유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가의 보다 폭넓은 산업정책의 

실행기관으로 작동해왔던 동시에, 그에 따른 비용을 흡수해왔던 시중은행의 기능이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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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위기 이후 은행들은 독자적인 수익추구경영에 주력했고,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가계대출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본시장자유화에 따라 빠르게 성

장하고 있었던 채권시장에서 은행채를 발행하여 가계대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저비용으

로 조달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부채는 수출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재벌들에게 집중되고 관

리되어야 하는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 금융부문의 수익을 위해 매매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채권시장의 발전은 이와 같은 매매가능한 부채로서 채권의 거래규모를 크게 확장시켰던 것

이다. 이제 부채경제의 주도권은 금융수익을 목표로 부채공급을 확대하는 금융부문으로 이

전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러한 금융주도 부채경제가 낳은 효과

로서, 이제 가계부채는 부채경제의 재생산과정에 실질적으로 포섭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금융주도 부채경제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국가부채의 증가를 야기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국가부채의 증가는 수출주의 성장의 수단으로서 신용정책을 대체하는 환율

관리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자금수요 또한 감소하면서 부

채의 배분을 통한 수출지원정책은 그 효과가 반감되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 확립된 변동

환율제 하에서 수출주의를 지속하기 위한 환율안정의 중요성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수지흑자와 함께 외국인투자의 대규모 유입은 원화가치를 상승시켜 수출상품의 가격경

쟁력을 침식하는 한편, 환율변동의 위험 역시 가중되면서 정부는 외평채와 통안채 발행규모

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했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개입

을 통한 이와 같은 수출주의 정책은 국가부채의 급증을 초래했던 동시에, 정부가 저금리정

책을 고수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국가부문이 거대한 차입주체로 변모한 상황에서 금

리인상은 곧 국가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금리기조의 지속은 

은행의 수익추구전략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었

던 핵심적 조건이었다.   

금융주도 부채경제로의 이행은 이처럼 수출주의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그 편익은 재벌부

문에게 집중시켰던 반면, 그 비용은 국가부문과 가계부문으로 전가하는 효과를 낳았다. 뿐

만 아니라, 금융화의 세계적 과정과 종속적인 방식으로 결합되면서 부의 해외이전을 구조화

했다. 경상수지흑자가 누적될수록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입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

에 비례하여 국가부문이 해외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외환보유고를 

구성하는 국가부문의 해외투자는 직접적으로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환율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 강했다.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인투자로 유입된 외화는 외환보

유고의 형태로 주로 미국의 자본시장으로 환류되었고, 이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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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미국경제가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유동성을 바

탕으로 미국의 금융자본은 한국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양호한 수출주의 국가

들의 자본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즉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금융

화 과정의 하위파트너로서 금융중심지인 미국시장에 유동성과 저렴한 상품을 동시에 공급하

는 한편, 금융화를 주도하는 국제적 금융자본의 주요한 투자시장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

이다. 이와 같은 한국 부채경제의 금융화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동시적 증가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자본은 채권시장을 매개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확대전

략을 위한 무한한 자금창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에 일조했다. 그리고 외

국인 금융투자와 국가부문의 해외투자의 동시적 증가는 결국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귀

결되었다. 왜냐하면 국내채권금리는 해외채권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공채권

의 발행주체인 국가부문이 부담해야 할 조달금리와 투자수익 사이의 구조화된 격차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는 대규모 해외투자에도 불구하고 순투자수익의 적자를 보전하

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해야 했다. 아래의 <표6-1>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형을 요약한 표이다.  

국가주도 부채경제
(1960-70년대)

재벌주도 부채경제
(1980-90년대)

금융주도 부채경제
(2000년대 이후)

부채의 지배적 기능 국가의 성장정책 수단 재벌의 시장지배 수단 금융의 수익추구 수단

중심적 금융시장(기관) 은행 제2금융권 채권시장

국가의 
부채관리 

전략

부채조달의 
주요경로

해외차관 및 통화증발 국내저축 채권시장

부채배분의 
주요수단

특혜금리 창구지도 기준금리

재벌의 전략 금융지대의 추구 다각화와 외형적 성장 부채비용의 최소화

금융의 전략
정책금융의 실행

국가에 의한 비용보전
재벌과의 협력

부분적 수익추구
수익성의 강화

가계와의 관계 배제 형식적 포섭 실질적 포섭

위기의 원인 외채누적과 인플레이션 단기 기업부채의 증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증가 및 디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제2금융권의 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 -

<표6-1>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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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함의 및 향후 전망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문

제에 대해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수행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수출주의 부채경제’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가계부채문제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원인을 해명하고자 했던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축적구조로서 수출주의는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발전국가’의 해체 혹은 변형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룬다. 즉 수출주의를 ‘구조’가 아닌 발전국가의 중상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

하면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가

능했으며, 1990년대부터 진행된 다양한 자유화정책과 개방정책은 이러한 국가의 개입역량을 

침식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전환과 제

도변화를 분석의 핵심에 위치시키는 이와 같은 관점은 곧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에 

관한 분석을 곧 “경제성장을 주도한 발전국가가 왜 해체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제한시켜 

버릴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이후 더욱 강화된 수출주의적 성장추세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수출주의를 정책이나 제도의 차원이 아닌, 구조의 차원에

서 규정할 때 보다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관통하는 축적구조에 

관한 이론을 결여할 때, 변화의 양상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을 해명할 수는 없다.  

둘째, 수출주의 축적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언제나 중심적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국가에 대한 시장의 우위’ 혹은 ‘국가의 약화’와 동일시하고, 금융자유화

와 금융개방을 국가개입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계기로 보았던 통상적 시각이 교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분석했듯이, 한국에서 수출주의는 부채경제를 통해 재생산되었는

데, 이 때 부채경제에 내재한 한계를 금융자유화 정책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우회함

으로써 지속시켰던 것은 바로 국가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관리정책을 통해 수출

주의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국가개입은 강화되었다. 따라서 국가개입의 

정도는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국가개입의 형태와 양상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융화는 국민경제상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세계적 과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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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는 종속적인 방식으로 금융화에 접합되었다. 한국의 금융화 현상에 주목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미국의 금융화 분석의 척도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거나, ‘일상의 

금융화’ 현상에 관한 문화분석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의 금융화는 금융중심부의 금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예컨대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부문에 대한 우위를 금융화로 규정한다면, 한국 자본

주의는 수출산업과 같은 실물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상에서의 금융화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주도 부채경제에 관

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시도했듯이, 금융화를 국민경제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세계적 과

정으로 파악한다면, 중심부국가와 구별되는 한국경제의 보다 특수한 금융화 경향을 포착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일상의 금융화’는 그 자체로 독자적 중요성을 가진 연구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금융화의 효과가 아니라 원인에 관해서는 다소 맹목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부채는 성장의 자원이자 비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

에서 부채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기능하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중단될 때 부채의 두 번

째 측면이 모습을 드러내고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아넣는다. 

국가주도 부채경제가 결국 1979-80년의 위기로 귀결되었고 재벌주도 부채경제가 결국 

1997-98년의 위기로 귀결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금

융주도 부채경제 역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  

이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현재 가계부채의 상황으로 볼 때 점차 위기에 근접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가계부채규모는 2014년 7월 현재 이미 1,0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물론 정부는 저소득 채무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부채부담을 완화시

키려 시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계부채문제의 심각성은 

절대적 규모보다는 그 구조에 있다. 가계부채의 다수를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

동금리이다. 그런데 현재의 금리수준이 역사상 최저수준이며, 2015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라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결합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환율관리를 위

한 저금리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가계부채문제보다는 수출주의의 강화를 통한 해법을 고수하

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1960년대 이래 한국 자본주의의 일관된 축적체제로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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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의가 과연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과 관련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

내경제의 조건뿐만 아니라 세계체계적 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미국의 소비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다. 미국시장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수

출주의를 뒷받침했던 최대시장이었다. 즉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미국의 소비주의 부

채경제를 조건으로 했던 셈이다. 물론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의 대중수출규모가 대미수

출규모를 월등히 앞서기 시작했지만, 사실 중국으로의 수출품 가운데 다수는 중간재로서 최

종적으로 미국시장을 겨냥하는 우회수출상품이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수요가 하락하게 될 

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출주의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이 크다. 물론 소비주의 부채경제에 의존해온 미국 자본주의가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급격하

게 이탈하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로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은 보다 공격적인 신용완화정책을 통해 소비수요의 부양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소비주의 부채경제의 구조는 지속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채경제에도 ‘객관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실질임금이 여전히 1970

년대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채를 통한 소비의 확대가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

인가?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시기 수출주의 전략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발전도상국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한정된 수출시장을 둘러싸고 더 

많은 국가들이 수출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억압,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의 하락, 기업규

제완화, 자본소득으로부터 노동소득으로 과세부담의 전가, 그리고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외환

보유고 확대전략에 따른 수출비용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소수의 독점기업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확고한 경쟁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내

부의 소득불평등만이 확대되면서 발전의 사회적 토대를 해체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주의 성장이 더 이상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낳지 못한 채 오히려 불

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내수시장의 침체와 그에 따른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수출부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

다. 이는 곧 수출주의가 단지 해외의 수출시장이라는 외적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내

부의 모순에 의해 내파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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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Debt-Economy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State–Industry–Finance Relationship 

Park, Chan-Jo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defines the basic structure of Korean capitalism as ‘exportist 

debt-economy’, and aims to historically explain the recent phenomenon of sharp 

increase in household debts through this concept. The export-centered development in 

Korea was not due to the ‘resolution’ of the Park Jeong Hee administration in 1960s, 

but was rather ‘forced’ when the aid-economy of 1950s was replaced by debt 

economy. While exportism was the result of debt economy, it also expansively 

reproduced debt economy at the same time. In practice, the success of exportism 

since 1960s brought the constant enlargement of the scale of debt, and the 

accumulation of those debts resulted in two economic crises in the early 1980s and in 

the late 1990s. The government tried to cope with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when faced with the economic crisis, but these actions caused a 

transition to new form of debt-economy rather than reducing the scale of it. The 

serial phenomenon of high state debt in 1970s, corporate debt from 1980s to 1990s, 

and household debt after 2000s is the result of these transitions.

The exportist debt-economy of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periods.

First is the forming stage of debt-economy, which is the period of ‘state-led 

debt-economy’ from 1960s to 1970s. The substantial portion of the debt dur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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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was external debt which was directly raised or guaranteed by the state. High 

dependence on external debt resulted in promoting export for the reimbursement of 

external debt, and the growth in export sector much enlarged the import of capital 

goods at the same time, which formed the mechanism of mutual strengthening of 

external debt and export. However, focus on heavy chemical industry which began in 

1970s caused a crack in this mechanism of debt-economy. In addition, the 

concentration of ‘financial rent’ on the export sector which was mostly dominated by 

Chaebol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ost due to the inflation produced social 

resistance to the biased distribution of debt as limited resources. It eventually led to 

the economic and social crisis in 1979-1980.

Second is the period of ‘Chaebol-led debt-economy’ from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o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crisis, 

Chun administration controlled Chaebol’s monopoly of ‘financial rent’ by abolishing 

preferential interest and carrying out credit management system, and tried restructuring 

of changing the main object of policy finance into small and medium corporates to 

reduce excessive relia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Also, the administration 

fostered ‘the secondary financial institutions (NBFIs)’ as an alternative source of 

supplying debt through promoting financial liberalization in order to get out of the 

high dependence on external debt. While the secondary financial institutions (NBFIs) 

functioned as a new source of supplying debt by absorbing the capitals from financial 

curb market, it also functioned as a channel for Chaebol to raise debt without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the initiative of debt 

economy gradually moved from state to Chaebol, and the increase in corporate debt 

and Chaebol’s monopoly of credit was considerably strengthened. However, domestic 

interest began to increase when demands for debt increased from various sectors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and it aggravated pressure on the financial cost of 

Chaebol which had monopolized debt. The Kim administration chose financial 

opening in order to expand the access to the low-interest foreign debt, but it became 

a crucial reason fo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ird is the period of ‘finance-led debt-economy’ from the Kim D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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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to the present. The Kim administration conducted severe restructuring of 

corporates and finance sector and liberalization of capital market in order to attract 

long-term capital because the administration thought the currency crisis was due to 

the short-term debt.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bond market enabled the 

transaction of ‘tradable debt’, and the initiative of debt economy moved to finance 

sector which became creditor and investor. While the pressure on lowering exchange 

rate increased with the influx of large-scale of foreign investment capital, which was 

conducted mainly by the capital market, the government rather issued large-scale 

bonds in order to keep exportism by relieving the pressure, which resulted in sharp 

increase of state debt. Also, the finance sector set household loan as a new source of 

profit since corporate debt decreased after restructuring. Banks were able to raise 

capitals needed for household loan relatively inexpensively through bond market, and 

households went through taking out large-scale loans to make up for stagnation or 

decrease in wage income with increase in asset income. The state controlled the fall 

in exchange rate and continued low-interest policy to boost demands for domestic 

consumption, which further strengthened the phenomenon of increase in household 

debt.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s the following. The recent issue of household debt 

is the result of exportism which was established in 1960s and even strengthen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State widely used financial policy including credit policy 

in order to concentrate resources on the export-sector, and it caused increase in state 

debt (1960~1970s), increase in corporate debt (1980s~1990s), and increase in household 

debt (since 2000s). Especially, even though the scale of current account surplus has 

been larger than ever since 2000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exportism, the fruit of 

it is monopolized by a few major corporates, and the cost tends to be socialized as 

forms of household debt and state debt. As observed repeatedly from the exportist 

debt-economy of Korea in the past, the current situation has a high possibility of 

becoming a starting point for another crisis in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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