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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담론의 금융화 

: 서민주택담론으로 본 한국 금융통치성의 대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대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2009년 용산참사 후 

성장에 대한 회의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등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제도적으로도 강해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금융위기나 용산참사로 인한 시장가치의 위기와 사회가치의 부상이 오히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금융통치성의 대두를 통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가치를 중시한 신자유주의적 태도는 물론 서민 복지를 

지향하는 담론조차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통치성(governmentality)에 

포섭되고 있음을 대규모 서민주택담론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푸코의 통치성연구(governmentality studies)를 재해석하여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현대적 형태로서 금융화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른 금융통치성(financial governmentality)의 개념을 도출했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market liberal governmentality)은 시장인의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을 우선시하여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는 합리성을 

뜻한다. 금융통치성은 기존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통치성이나 푸코가 

분석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의 미국모형이 심화된 형태이다. 금융통치성이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하나로 금융메커니즘에 따라 주체와 시장과 사회를 

구성하고 개입하는 합리성이다. 1차적으로는 시장·사회·정부의 금융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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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체·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2차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아닌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시장주체를 교환·경쟁·축적의 주체에서 

선호(preference)의 주체로, 시장을 효율시장(efficient market)에서 

심리시장(psychological market)으로, 사회를 기업사회와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 금융사회와 대중사회(mass society)로, 주체·기업·국가·사회를 

시장에 접목하는 개입술로는 신용평가(credit rating) 또는 등급화(grading)를 

활용하는 통치합리성을 의미한다. 한국은 금융통치성이 대두하는 단계로 1차적 

의미에서 시장이 산업자본 중심에서 금융자본 중심으로,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주체와 사회를 

재구성하고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는 담론 수준에서 

시장담론과 사회담론 간 대립 속에서 금융통치성의 자원으로서 금융담론의 

타당성이 높아지는 담론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iscourse)로 나타난다.  

분석대상을 살펴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아카이브인 카인즈(KINDS)에서 

제공되는 6년치(2008~2013년) 서민주택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서민주택은 생필품이자 자산으로서 사회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통치성연구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 특히 분석기간 중에 

통치성의 산업적사회적금융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소재로, 도시재개발사업인 

뉴타운(New Town) 사업,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주택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주택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PF), 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사를 분석했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news source network analysis, 

NSNA)의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빅데이터분석(big data analytics),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analytics),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시각화(visualization) 등의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보조 질적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CAQDAS)로서 

뉴스소스(NewsSourc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했다. 뉴스소스는 정보원과 

인용문과 기사를 체계적으로 선별한 뒤, 주요 개인실명정보원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담론의 전개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NSNA를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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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담론으로서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의 주요정보원은 연도별, 소속별로 누구이며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둘째,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으로서 뉴타운담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은 어떻게 서로 대립하며 성장하고 위축되고 

수렴했는가?  

셋째,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으로서 주택금융담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금융위기담론과 심리순환담론은 금융담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간접금융 

중심의 담론으로서 주택PF담론, 주택담보대출담론, 주택청약담론과 직접금융 

중심의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은 어떻게 위축되고 성장했는가? 특히 

분석기간 중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의 대립 속에서 금융담론은 어떻게 이들 

담론과 접합되면서 성장했는가?  

넷째,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한국 서민주택에 나타난 금융통치성은 시장, 주체,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타운담론의 경우 컨설턴트 

산업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등 입법부 정보원과 컨설턴트가 

중시됐다. 반면 주택금융담론에서는 엘리트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한 현상, 

즉 장관이나 시장 등 행정부 정보원과 금융인이 중요하게 인용됐다.  

둘째, 정보원 비중을 통해 산업담론, 사회담론, 금융담론의 흐름을 근사적으로 

살펴보고, 대중매체담론분석을 통해 재검토한 바에 따르면, 뉴타운산업담론은 

2008년 총선 당시 패권화되었다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급속도로 위축됐고, 

뉴타운사회담론은 용산참사 이후 활성화되어 뉴타운출구전략담론으로 발전했다. 

뉴타운사회담론은 뉴타운담론 전반을 위축시켰고,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 모두 정부의 재정투입담론으로 수렴했으며, 결국 재정부족 

논란으로 한계에 직면한다. 

셋째, 금융위기담론과 시장심리위기론으로 시장 중심의 주택금융담론은 

위기를 맞는다. 특히 서민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PF담론이나 주택 

직접 소유를 중시하는 주택담보대출담론처럼,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간접금융담론은 위기에 봉착한다. 반면 주택리츠담론이나 보금자리론담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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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담론은 서민주택 관련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직접금융 육성책이 정당화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의 대립 속에 뉴타운담론 

자체가 재정담론으로 수렴하면서 위축되고, 뉴타운산업담론과 결부된 

간접금융담론 역시 위축된다. 그리고 재정부족의 해법이자 간접금융의 대안인 

동시에 사회문제의 해결로서 직접금융을 활용하자는 주장의 타당성이 강화되는 

담론의 금융화가 나타난다. 담론의 금융화는 크게 두 가지 역설적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 우선 금융위기담론에서 촉발되어 뉴타운담론, 시장심리위기담론, 

주택청약담론, 간접금융담론에서 보이는 산업담론과 금융담론의 타당성 위기는 

오히려 금융통치성이 사회담론과 적극적으로 접합하여 직접금융담론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사회담론은 시장담론인 

산업담론과 대립하면서 시장담론을 위축시키는 듯 보이지만, 또다른 시장담론인 

금융담론에 접합되면서 금융담론이 간접금융담론에서 직접금융담론으로 

고도화되는 발판이 되고 있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금융통치성의 대두에 따른 담론구성체로서 시장, 주체, 

사회의 재구성 측면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서민주택 통치에서 

금융통치성 대두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서민주택 및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와 

함께 금융통치성에 의한 시장·주체·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우선 시장 측면에서 서민주택 관련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즉 산업자본과 연관성이 큰 주택PF는 유명무실해지고, 금융자본을 

끌어들이는 주택리츠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보금자리론처럼 

주택저당증권으로 유동화하여 직접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주체 측면에서는 서민과 자산가가 직접금융 방식에 맞는 형태로 재구성된다. 

뉴타운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1가구 1주택자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뉴타운담론에서 자산가는 다수의 주택을 직접 소유한 다주택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직접금융담론에서 서민은 세입자로, 자산가는 주택리츠 등을 통해 

주택을 간접 소유하는 금융투자자로 재구성된다. 시장에 세입자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그 결과 주택리츠 등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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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다. 자산가는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산업자본가에서 주택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자본가가 된다.  

끝으로 사회 측면에서 1주택자가 아닌 세입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효과 측면에서는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한 

사회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국내 언론학에서 금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론적으로는 푸코 통치성연구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금융통치성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한국 현실에 분석적으로 적용해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NSNA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에 일반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대규모 담론분석을 

실시하여, CAQDAS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주요어: 금융통치성, 담론의 금융화, 뉴타운, 주택금융,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 

통치성연구 

 

학 번: 2006-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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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2009년 어느 여름날, 길음역 7번 출구로 나와 마주했던 좁고 어수선한 길들은 

서울 강북의 여느 거리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사진 길을 십여 분 걸었을까, 

갑자기 키 큰 나무들이 무성한 깔끔한 길이 펼쳐졌다. 그 끝엔 길음뉴타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길음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었다. 단지 안 꼬불꼬불한 산책로 

옆으로는 가파른 경사를 이용해 크고 작은 나무를 심고 실개천을 흘려 보냈다. 

곳곳에 놓인 물고기, 곰 등 아기자기한 조형물과 벽화는 걷는 즐거움을 더했다. 

웅장한 인공폭포는 따가운 여름 햇살을 식혀줬다. 아이 손을 잡고 단지 내 

수영장으로 향하는 엄마들의 발걸음은 한가로웠다. 

길음뉴타운은 서울뉴타운 중 가장 먼저 지어진 뉴타운(New Town)의 

원조였다. 이곳은 원래 소위 달동네였다. 뉴타운 지정 전 이 일대는 1980년 

이전에 난개발된 허름한 단독다세대주택들로 가득했다. 장마 때는 길음역 주변 

인수천 일대가 수시로 침수되는가 하면, 불이 나면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었다. 북한산 자락임에도 녹지는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했다. 

교실에는 학생들이 줄고 있었고 시장은 점점 쇠퇴해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었다(이승주, 2004.9., 54~60쪽).  

뉴타운사업은 한 시대를 풍미한 사건이었다. 뉴타운사업을 원한 것은 

주민들이었다. 한 때 대지지분 3.3㎡당 5500만원을 넘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며
1
, 강북 재개발 빌라에 살던 주민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꿨다

2
. 

사람들은 뉴타운사업을 시작한 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살던 마을을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lit.go.kr)에 따르면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

공 1단지 아파트 36㎡(대지지분 45㎡)가 대지지분 3.3㎡당 5538만원인 7억2000만원에 거

래됐다.  
2
 실제로 서울 용산이나 뚝섬에서는 대지지분 3.3㎡당 7500만~9000만원을 호가하기도 했

다(박대민, 2008.7.8.). 



 

2 

 

뉴타운으로 지정해주겠다는 이를 국회의원으로 찍어줬다. 이들의 바램을 

탐욕이라고 쉽게 치부하기도 힘들었다. 오랫동안 53㎡(16평)짜리 허름한 

빌라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이들에게 85㎡(26평) 아파트에 

살겠다는 꿈을 꾸는 것을 탐욕이라 할 수는 없어 보였다. 게다가 뉴타운사업은 

정부가 용적률만 좀 올려주고 시장에서 집값이 뛰기만 하면, 돈 한 푼 안들이고 

새집을 지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정책이었다
3
.  

하지만 뉴타운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일확천금의 꿈을 실현한 

주민들은 많지 않았다. 주민들은 집값이 다시 떨어질까 걱정해서, 또는 이미 

돈이 무척 부족했던 터라, 집값이 조금 오르자 팔고 떠났다. 재개발을 기다리던 

이도 막상 개발을 시작하면 수천만 원 추가부담금을 내지 못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개발이익을 차지한 것은 뉴타운사업 직후 투자에 나선 촉이 

뛰어난 투기꾼들이었다. 이들이 쓸고 간 뒤에는 소문 듣고 투자에 나선 

일반인들은 상투를 잡았다. 마지막에는 비싼 집을 더 비싸게 파는 식의 폭탄 

돌리기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월세로 살던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임대료가 비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뉴타운 투자 열기가 정점을 찍었다가 급랭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최근인 2013년까지 서민주택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다. 

서민주택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시기의 

시대상황을 기술해보자. 2008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보수정권이 다시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 서민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의 파생상품(derivatives) 문제로 야기된 금융위기(financial crisis)가 

                              

3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용적률 상향은 쉽게 말해 더 많

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용적률 100%인 지역이 있다고 치자. 

대지 1000㎡의 경우 주택의 총 연면적은 1000㎡이 된다. 주택당 면적이 50㎡이라고 하면 

기존 주택수는 20채이다. 이 때 용적률을 200%로 올려주면 주택의 총 연면적은 2000㎡

로 늘어나고, 면적 50㎡짜리 집 40채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20채를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충당하면, 주민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새집을 갖게 될 수 있다. 50㎡를 10

채만 지어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살던 집을 면적 75㎡ 크기로 늘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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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해이기도 하다. 한편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변하는 고도 성장에 대한 

열망이, 다른 한편에는 외환위기(currency crisis)를 환기시키는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다. 이런 열망과 두려움은 그 근거야 어찌됐든 서민에서 

자산가까지, 정치인에서 기업인까지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결국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는 외환위기 때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성장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충분했다. 특히 2009년 1월 일어난 용산참사는 성장 

논리에 파괴된 사회적 삶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진보세력은 물론 보수세력조차 

복지가 자신들이 오랫동안 추구하던 정책인양 행동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는 

보수의 기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승리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복지국가로의 길이라도 걷게 된 것인가? 성장주의는 

퇴보한 것인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힘을 잃은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사회적 가치보다 시장적 가치가 우선한다. 복지는 성장에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금융위기와 복지주의는 시장주의를 강화하는 

계기와 도구였을지 모른다.  

흔히 시장주의자들이 시장만을 다룬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시장주의를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사회학자들 이상으로 사회의 문제를 

고민해왔다. 이들의 목표는 시장원리를 통해 시장과 사회를 모두 통치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방법은 자유주의, 즉 푸코가 말한 대로 피지배자의 본성과 

자유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노동자가 억지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고 

싶어서 노동하는 상황, 소비자가 강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어 사 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자유주의자의 목표이다.  

푸코는 이런 시장 자유주의 통치를 계보학(genealogie)을 동원해 역사적으로 

비판했다. 이른바 통치성연구(governmentality studies)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market liberal governmentality)은 시장인의 본성에 따라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는 원리를 뜻한다. 복지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양식, 즉 시장에 최적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독일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보수의 

기치가 될 수 있다(Foucault, 2004b/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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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신자유주의 비판가들 가운데는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 내지 성장주의와 

복지주의를 분리하고 전자에 맞서 후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푸코는 이를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한다. 

복지는 시장에, 시민사회는 기업사회에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봉사한다. 이 연구 역시 시장적 가치를 앞세운 시장주의가 사회적 가치를 

앞세운 사회주의를 활용해서 진화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통치성(gouvernmentalité)의 

변화를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8년 이후 한국에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전개를 

서민주택담론에서 나타난 금융통치성(financial governmentality)의 대두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금융통치성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발전된 형태로, 

금융메커니즘과 이에 부합하는 방식, 주체와 연관지으면 금융인의 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는 통치성을 뜻한다. 금융통치성은 

흔히 말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추종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과는 구별된다. 

금융통치성은 시장을 중시하는 시장통치성이지만, 시장통치의 원리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장원리로 사회를 통치하는 식으로, 사회통치의 

원리로서도 기능한다. 즉 금융통치성은 시장주체와 시장에 대한 이론은 물론 

사회주체와 사회에 대한 이론도 갖고 있다. 금융통치성은 이론적으로는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을 비판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기초한다. 금융통치성은 시장주체를 교환축적경쟁의 합리적 주체가 아니라 

선호(preference)의 심리적 주체로 가정한다. 시장주체의 행위는 효용함수(utility 

function)가 아니라 가치함수(value function)로 설명된다. 시장은 합리적인 

효율시장(efficient market)이 아니라 대중심리에 의해 거품(bubble)과 

공황(panic)이 순환하는 심리시장으로 간주된다. 사회는 등급화되어 시장과 

접합된다. 국가는 등급화를 통해 사회와 시장에 개입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금융통치성의 대두를 서민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언뜻 금융통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시장이 아니라 

전형적인 금융시장, 예컨대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같은 것을 연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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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치성은 한 시대에 통용되는 지배의 

시대정신(epistēmē)이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역시 한 시대의 사회와 시장통치 

전반에 관통하는 원리이다. 중세를 풍미한 신학적 세계관처럼, 그 원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을 갖고 있지만 당대에는 정합성을 갖춘 합리성으로 

간주된다. 금융시장에서 금융통치성이 확인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금융통치성이 전 사회와 전 시장의 일반원리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기는 되려 

힘들다. 오히려 금융시장과 거리가 먼 불완전시장인 서민주택시장에까지 

금융통치성이 확산된다면, 금융통치성이 일반원리로서 힘을 갖게 됐다는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주택이 사회 측면과 시장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도 서민주택이 통치성연구의 대상으로서 적절한 이유가 된다. 

한편으로 주택은 모든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생필품이다. 

그런데 주택 문제는 부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서민은 그렇지 않다. 즉 

서민주택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고도의 통치가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서민주택은 곡물과 비슷하다. 푸코가 18세기에 자유주의 통치성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곡물에 관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통치성을 분석했던 

것처럼, 서민주택에 대한 통치성연구도 성립할 수 있다(Foucault, 2004a/2011, 

452~469쪽). 다른 한편으로 서민주택은 가계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이자 

자산으로, 금융적 측면에서도 가장 큰 신용을 창출하는 자산으로서 중요하다. 

요컨대 서민주택의 통치에서 사회통치와 시장통치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사회통치 측면에만 치중하다가 시장통치가 엉망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서민주택에 대한 시장통치와 사회통치는 하나의 원리 아래 

이뤄져야 한다.  

서민주택통치에서 금융통치성의 대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에 관한 

무엇을 분석대상으로 삼을지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민주택과 

관련된 대중매체담론을 살펴본다. 우선 담론은 그 자체로는 제도로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담론으로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통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합리성으로서의 통치성의 일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에는 통치성이 의존하는 실용적인 지식이 대중매체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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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나므로 현대의 통치성연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치성연구에 적당한 대중매체담론분석을 위해서는 통치성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양의 대중매체담론을 분석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대한 담론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news source network analysis, NSNA)를 이용할 것이다. 

NSNA란 같은 기사에 인용된 두 정보원 간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뉴스정보원연결망(news source network, NSN)을 그린 뒤, 정보원의 

연결정도중앙성(degree centrality)에 따라 정보원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중요한 인용문을 중심으로 대중매체담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아카이브인 카인즈(KINDS)
4
에서 제공하는 

기사 중 이명박 정부 집권연도이자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해인 2008년의 1월 

1일부터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 중 뉴타운 등 

서민주택과 관련된다고 보이는 핵심검색어로 검색된 기사의 인용문이다. 

대중매체담론 중에서도 특히 뉴타운을 다룬 뉴타운담론과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PF), 주택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등에 관한 주택금융담론을 살펴본다. 뉴타운담론은 

시장담론과 사회담론의 대립, 특히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의 대립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때 시장담론은 시장을 중시하는 담론으로 시장통치성, 즉 시장 

중심으로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는 원리를 담은 담론이다. 시장담론과 대비되는 

사회담론은 사회를 중시하는 사회통치성의 담론이다. 시장담론은 산업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산업논리 내지 기업논리를 중시하는 산업담론과 금융을 주제로 

삼으면서 금융논리를 중시하는 금융담론으로 나누어진다. 뉴타운담론 

분석에서는 뉴타운 산업담론이 정점을 이룬 18대 국회의원선거, 시장담론이 

패권화한 결과 나타난 사회적 사고로서 용산참사,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출구전략이 중요한 사건으로 고려될 것이다. 주택금융담론은 시장담론 

내에서 점차 산업담론에 대해 우위를 점해가는 금융담론의 전개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금융담론 내에서도 직접금융(direct finance)을 중시하는 

                              

4
 www.kinds.or.kr 



 

7 

 

직접금융담론이 점차 타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금융담론의 경우 2008년 전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담론과 금융위기 이후 

활성화된 시장심리위기론, 주체와 시장과 사회에 대한 개입술로서 주택청약담론, 

그리고 공급자금융 측면에서 주택PF담론과 주택리츠담론, 수요자금융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담론과 보금자리론담론을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담론 내에서 산업담론 대신 금융담론이 타당성을 

얻어가는 과정, 또는 금융담론 내에서 산업담론과 긴밀하게 연계된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을 중시하는 간접금융담론 대신 직접금융담론이 

타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을 담론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iscourse)로 

명명한다. 담론의 금융화는 시장담론과 사회담론의 타당성이 금융통치성에 의해 

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담론의 금융화에 따라 시장담론이나 사회담론이 

금융통치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간주된다. 반면 금융통치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시장담론과 사회담론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주택리츠를 잘 만든다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주택PF는 실패한 

금융기법이기 때문에 주택공급 방안으로서 타당성을 잃고 있다. 주택청약제도는 

서민과 주택의 등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서민주택 보급정책으로서 무용해진다. 

즉 모든 사람이 1등급이 되어버렸고, 이들은 좋은 입지에서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에만 청약한다. 

이상에 따라 이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2008년 

이후 서민주택담론으로서 뉴타운담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은 어떻게 성장하고 위축됐는가? 둘째, 

서민주택 관련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의 대립 속에서 금융담론은 이들 담론과 

어떻게 접합되면서 성장했는가? 셋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금융통치성은 어떻게 성장해 가며 나타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서민주택에서 금융통치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점차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통치성의 자원인 담론 수준에서 담론의 금융화로 나타난다. 

이를 시장, 주체, 사회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 측면에서 서민주택과 관련하여 직접금융시장(direc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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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한편으로는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공급자금융으로는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주택PF 방식이 

유명무실화되고, 주택리츠 등 직접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으로 공급된다. 다른 한편으로 서민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은행에서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 방식이 아니라, 이를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을 발행하여 유동화해서 

직접금융시장인 2차저당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에 유통하고, 

민간자본을 서민주택담보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이 대두한다. 이를 

통해 서민에게는 가능한 저금리로 많은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바꾸어 안정적인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의 수익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주체 측면에서 서민과 자산가가 서민주택직접금융시장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구성된다. 뉴타운사업에서는 서민이 무주택자 상태를 벗어나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됐다. 그러나 금융화된 담론 속 서민의 

모습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로 나타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1주택자가 아니라 세입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시장에 세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임대료 

상승이란 주택의 임대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이며, 결국 주택리츠 등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뉴타운 시대에 자산가는 

투자자로, 즉 여러 채의 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다주택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주택리츠의 시대, MBS의 시대에 자산가는 주택리츠에 투자하는 사람, 즉 

부동산간접투자상품 투자자로서 나타난다. 자산가는 여러 개의 주택리츠나 펀드 

등에 투자하고, 주택리츠나 펀드는 여러 채의 주택이나, 주택을 사는데 활용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MBS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인 다주택자가 된다.  

끝으로 사회 측면에서는 재구성된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1주택자가 아닌 세입자를 위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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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만 그 효과 측면에서는 시장에 세입자 수를 늘려 직접금융의 발전을 

뒷받침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택 관련 신자유주의 모형과 금융통치성 모형 비교 

 기존의 신자유주의 모형 
심화된 신자유주의 모형 

(금융통치성 모형) 

시장 산업-간접금융 중심 직접금융 중심 

주체 
서민: 1주택자 

자산가: 다주택자 

서민: 세입자 

자산가: 간접투자상품 투자자 

사회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사회 세입자를 위한 사회 

 

분석을 통해서는 이러한 담론의 금융화 과정 내지 한국 금융통치성의 대두가 

다양한 서민주택담론들 간의 합종연횡(合從連衡) 과정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역설적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금융위기담론과 주택청약담론, 간접금융담론에서 나타난 금융담론의 타당성 

위기는 오히려 금융통치성이 사회담론과 접합하여 직접금융담론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둘째,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대항품행(counter 

conduct)처럼 보이는 사회담론이 정작 금융통치성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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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논문의 구성에 

대해 기술한다. 2장의 기존문헌검토에서는 통치성연구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뒤, 

금융통치성 이전의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논의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기존 신자유주의 논의는 주체, 

시장, 사회에 대해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적 관점을 취하는데 이는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통치성의 관점과는 다르다. 한편 금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금융문화의 성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 흐름으로서 금융문화연구로 부를만한 연구 흐름을 

소개한 뒤, 특히 금융통치성에 주목한 경험 연구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3장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우선 금융통치성연구(governmentality studies of 

finance)의 이론과 방법론을 논한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금융통치성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하나이다. 금융통치성은 선호하는 주체, 행동경제학으로 

이해되는 시장, 등급화의 방식으로 시장과 주체와 사회에 개입하고 주체와 

사회를 시장에 접합하는 기술로 나타난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금융통치성연구는 

담론분석의 하나인 계보학을 방법론으로 활용하며, 특히 현대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중매체담론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한다. 그리고 

대중매체담론분석의 효율적 방법으로 NSNA를 제안한다. 끝으로 연구대상으로 

서민주택담론을 정의하고 금융통치성과 서민주택담론의 관계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문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뉴타운담론과 

주택리츠담론을 중심으로 서민주택담론과 관련한 산업담론, 사회담론, 

금융담론의 전개를 분석한다. 연구대상에서는 구체적 대상으로 기사를 확정한다. 

연구방법에서는 NSNA 프로그램인 뉴스소스(NewsSource)의 소개 및 활용 

방안을 다룬다.  

5~7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NSNA을 통해 식별한 

뉴타운담론과 주택리츠담론의 주요 정보원을 제시한다. 또한 이들 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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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별 가중치를 표준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소속이 대변하는 담론의 비중 

추이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산업담론, 사회담론, 금융담론의 추이를 

개략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6장에서는 뉴타운산업담론의 부침을 살펴본다. 우선 뉴타운산업담론으로는 

패권기에는 신도시대안론, 경기활성화론, 재테크론, 뉴타운확대지정론, 18대 

총선 관련 논란을 살펴본다. 쇠퇴기에는 반서민정책론, 재테크실패론, 

뉴타운폐기론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뉴타운사회담론과 관련해서는 

용산참사책임론과 개입확대론, 서민주택 공급강화론, 사회적 가치 강화론, 

뉴타운출구전략론 등을 살펴본다. 끝으로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은 

모두 뉴타운재정담론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7장에서는 금융담론의 위기와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기담론, 시장심리담론, 청약제도폐기론, 주택대출담론, 보금자리론담론, 

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 등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금융담론이 사회담론과 

접합되면서 어떻게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 중심으로 고도화되는지를 

기술한다. 

6~7장에서는 각 절마다 주택담론의 전개를 요약한 내용을 첨부했다. 각 절의 

요약은 각 장의 소결에서 시장, 주체, 사회 측면에서 재기술된다. 즉 6장 

소결에서는 뉴타운담론의 변화에 따른 시장, 주체, 사회의 재구성이, 7장 

소결에서는 주택금융담론의 변화에 따른 시장, 주체, 사회의 재구성이 서술된다. 

8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을, 9장에서는 이 연구의 함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담는다. 우선 8장 결론에서는 전체 요약으로서 

주택시장담론으로서 뉴타운산업담론 및 주택금융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이 

얽히는 역설적 관계를 담론의 금융화 측면에서 기술한다. 이어 이러한 담론의 

변화가 시장, 주체,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금융통치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끝으로 9장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 이론적,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및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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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검토 

 

1절 푸코의 통치성 연구 

 

미셸 푸코의 연구는 생전 출간된 단행본들, 인터뷰나 논문 등 기타 저작들을 

묶은 『말과 글』. 그리고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College de France Course 

Lectures)의 강의록 등 크게 세 가지로 발표되었다(진태원, 2012). 푸코 연구는 

초기에는 단행본 저작 중심으로 이해되면서 합리성 비판, 미시권력, 

원형감옥(panopticon)이나 몸에 대한 규율권력의 분석 등에 관한 이론적 

자원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75~1976년 진행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가 1997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강의록이 잇따라 출간되고 영어로도 번역되면서 기존 모습과는 다소 다른 

푸코의 면모가 드러난다. 지식사회학적 역사학이라 할 수 있는 계보학을 

방법으로 삼고, 몸에 대한 미시권력이 아니라 인간이란 종에 대한 총체성으로서 

권력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합리성 비판이나 규율권력 분석이 아니라 

규율권력을 한 유형으로 삼는 통치성의 역사를 다루는 보다 큰 기획 속에서 

푸코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사실 최소한 푸코의 역사적 연구는 모두 통치성연구로 재조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명시적으로 통치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목권력과 국가이성, 

생명권력을 분석한 『안전, 영토, 인구』와 자유주의라는 측면에서 18세기 이후 

통치성을 분석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푸코 통치성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Foucault, 2004a/2011; 2004b/2012). 또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권력의 주권 측면, 또는 주권이론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법권력의 통치성을 

계보학으로 파헤친다(Foucault, 1976/1998).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감시와 처벌』 등은 주로 규율권력의 통치성을 살펴본 

연구다(Foucault, 1961/1993; 1963/1993; 1975/1994). 이상의 연구가 주로 사회, 

시장, 국가 수준의 통치성에 대한 것이라면, 『성의 역사』1~3권은 주체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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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에 대한 계보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Foucault, 1976/1990; 1984a/1990; 

1984b/1990). 

그러나 푸코는 통치성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념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내리거나 개념 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제시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한 연구를 암시적으로 제안했을 뿐, 마무리하기도 

전에 다음 연구를 진행한 측면도 없지 않다. 예컨대 전쟁모형에 대한 논의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 나오지만 이후 통치성연구에서는 빠져있는가 하면, 

『안전, 영토, 인구』에서는 생명권력과 안전메커니즘의 개념을 제안하지만 

이보다는 사목권력, 사목메커니즘, 국가이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는 생명권력과 안전메커니즘보다는 18세기 이후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을 집중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 18세기 이전의 시장통치에 

대한 설명이 빠지게 된다. 이는 푸코에게도 통치성연구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즉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푸코 통치성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본 절의 마지막인 2장 1절 3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2장 1절 1에서는 우선 푸코의 통치성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념을 위주로 가능한 명확하게 

정의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는 우선 권력의 두 측면으로서 주권과 

통치, 통치의 두 측면으로서 통치성과 통치술, 통치대상으로서 인간, 

통치영역으로서 시장(marché)과 사회(société), 통치총체로서 국가, 통치원리로서 

권위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구성개념으로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을 생명권력과 자유주의 통치성, 안전메커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화한다. 끝으로 통치성연구의 방법으로서 계보학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2장 

1절 2에서는 푸코 통치성연구 안에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계보를 살펴본다.  

 

1. 통치성연구의 주요 개념 

 

1) 주요 개념: 통치, 통치성, 통치대상, 통치영역, 통치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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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연구는 권력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권력은 크게 주권의 측면과 

통치의 측면을 갖는다. 주권은 주권의 대상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통치는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통치자는 주권에 근거해서만 

직접 하든 위탁 받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은 통치의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한계가 된다(Foucault, 1976/1998, 43~45쪽).  

푸코의 통치성연구는 권력 문제를 주권 측면이 아니라 통치 측면에서 주로 

다룬다. 푸코의 용례에서 통치는 넓은 의미의 통치와, 좁은 의미의 통치로 

나눠진다. 넓은 의미의 통치는 원칙적으로는 인간·사물·영토, 

개인·가족·기업·국가, 영혼·신체 등 거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Foucault, 2004a/2011). 이 가운데 정치적 주권 행사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통치가 좁은 의미의 통치를 의미한다(Foucault, 2004b/2012, 21쪽).  

정치적 통치는 다시 실천 측면으로서 통치술과 원리 측면으로서 통치성으로 

분류된다. 통치술은 구체적인 통치실천(practique de gouvernement)의 전술이다. 

반면 통치성은 구체적인 통치실천에 담긴 어떤 원리로서의 

통치합리성(rationalité gouvernmentale), 통치이성(raison gouvernmentale), 

시대정신, 패러다임(paradigm)이다. 사실 통치성은 통치(gouvernement)라는 

단어와 심성(mentalité)이란 단어가 결합된 형태이기도 하다
5
.  

통치술에서는 개별적인 지배자나 지배집단, 또는 지배기구의 실천이 중심이 

된다. 반면 통치성에서는 권력관계의 연결망을 작동시키는 일반적인 메커니즘, 

그 원리, 그 효과가 중요하다(Foucault, 2004b/2012, 21~24쪽). 즉 특정 통치자의 

통치술은 그가 더 이상 통치할 수 없게 되면 사라지지만, 한 사회에 공유되는 

통치성은 특정 통치자가 통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통치자가 수행하게 된다. 

예컨대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죽는다고 해도 김일성의 통치성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의해 계승될 수 있다. 다만 통치성은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는 있으며, 또한 다양한 통치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심지어 

                              

5
 푸코는 통치성이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로는 16세기 이후 세속화된 통치성을, 더 좁은 

의미로는 18세기 이후에 안전메커니즘(mécanismes de sécurité)을 통해 생명권력(bio-

pouvoir)으로 정립된 정치적 통치성으로 쓰기도 한다(Foucault, 2004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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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품행의 개념은 주류 통치술에 저항하는 행위조차 지배적인 통치성을 

공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중세 시대의 수덕주의, 공동체주의, 

신비주의, 성서주의, 종말론 등은 한편으로는 교황청의 사목권력(pouvoir 

pastoral)에 도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청이 이러한 도전을 흡수하여 

사목적 지배를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던 것이다(Foucault, 2004a/2011, 

265~312쪽). 이는 뒤에서 살펴볼 서민주택담론에서의 시장담론과 사회담론 간 

역설적 관계와도 유사하다. 즉 시장담론은 사회담론에 의해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회담론과 접합됨으로써 자신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한편 푸코의 설명에 따르면 히브리 사목권력 이후 통치의 주요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 상호작용의 총합이 사회라고 보면, 통치는 사회를 그 

통치영역으로 한다. 사회는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
6
.  

첫째, 사회는 경제 영역으로서의 시장과 대비된다. 시장은 넓은 의미의 

사회에서 분화되어 나온다. 시장을 이렇게 정의하면 좁은 의미의 사회는 넓은 

의미의 사회 영역에서 시장이 아닌 것이 된다. 즉 경제적 관계
7
가 나타나는 

사회 영역이 시장이다.  

둘째,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 특히 기업화된 미국에서 

사회는 국가와 대비되는 사회 영역인 시민사회로 간주된다. 이 때 시민사회는 

시장화된 사회인 기업사회에 대한 대항품행이기는 하지만, 시장과 동일한 원리, 

즉 국가로부터의 분리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라는 점에서 기업사회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에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을 사회적으로 

보충한다(Foucault, 2004b/2012, 364쪽, 370쪽, 404~430쪽).  

한편 국가는 지배관계 틀로 수행되는, 사회와 시장을 통치하는 실천과 제도 

등의 총체이다(Foucault, 2004b/2012, 22~24쪽; 115~117쪽). 푸코가 보기에 권력과 

관계된, 지배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실천은 근대 이전에도 예컨대 사목 

                              

6
 이는 결과적으로는 사회에서 기능분화된 경제체계와 정치체계라는 사회체계이론의 분

석틀과도 유사하다.  
7
 좁은 의미의 시장은 수요공급법칙에 따르는 가격에 의해 조정되는 교환경제를 기반으

로 한다. 하지만 경제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은 교환 외에도 배급, 증여, 경제사회학

(economic anthropology)의 용어로는 시장교환 외에 재분배와 호혜적 교환이라는 메커니

즘을 갖는다(Polanyi, 194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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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형태로 존재했지만, 근대적 통치성을 통해 국가화(étatisation)된다. 국가는 

사회나 시장과 같은 별개의 통치영역이라기 보다는 통치의 실천과 제도 등 

통치 자체이자 통치총체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부를 개념화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중에서 통치의 

핵으로서 제도화된 부분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괄하는 광의의 정부로 

지칭한다
8
. 즉 이 연구에서는 정부를 별도의 통치영역으로, 국가는 통치총체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에 푸코가 진행한 연구를 설명할 때는 이러한 구분을 두지 

않고 푸코의 용례대로 국가라는 용어만을 사용한다
9
.  

정리하면 통치성은 통치합리성을 뜻한다. 인간은 통치대상이며 사회, 시장은 

통치영역이다. 국가는 통치총체이며 정부는 그 중 제도화된 통치영역이다. 

사회는 넓은 의미로는 시장을 포괄하는 인간 공동체 전체이고, 좁은 의미로는 

시장이나 정부와 대비되는 영역이다.  

 

2) 통치성의 유형 

 

통치성은 통치대상인 인간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자유주의(libéralisme) 통치성 모형,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모형을 순차적으로 개념화한다. 

통치는 지배의 한 측면이다. 따라서 통치대상인 인간의 모습은 지배의 위치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될 수 있다. 지배자의 인성은 규범적인 

이성(ration)을 따른다. 반면 피지배자의 인성은 자연적인 본성(nature)에 

기반한다. 한편 인간은 자신이 속한 통치영역에 따라 시장인과 사회인 내지 

                              

8
 사회, 시장, 정부를 사회체계론(정확히 말하면 3장 2절에서 살펴볼 수정된 2단계 사회

론)의 틀에 대응시켜보면, 사회는 생활세계에, 시장은 경제체계에, 정부는 정치체계에 대

응한다. 한편 푸코는 통치성에서 지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지식 

생산은 학계를 포함하여 종교계, 예술계, 대중매체체계 등을 포괄하는 문화체계가 담당

한다. 
9
 사실 푸코의 용례로 국가를 이해하면 통치, 정치, 국가 등의 문제가 정부의 영역을 넘

어서 일상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통치의 극히 작은 

영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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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각 인간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와는 

별도로 일단 시장인으로서의 이성과 본성, 사회인으로서의 이성과 본성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치성 역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통치대상을 이성적 

인간 내지 지배자로 보느냐, 아니면 본성적 인간 내지 피지배자로 보느냐에 

따라 자유주의 통치성과 권위주의 통치성으로 나누어진다
10
. 그런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변천하듯, 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변화한다. 즉 지배의 대립관계가 정복자와 피정복자, 왕과 귀족, 귀족과 

부르주아, 자본가와 노동자로 변천할 때마다 이성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서유럽 근대 이후로 한정한다면 푸코가 16세기 이후 대두했다고 본 귀족을 

통치하는 군주이성이나 사회와 시장에 대한 가부장적인 국가이성(raison 

d'État)으로서의 통치성은 권위주의 통치성의 예이다(Foucault, 2004a/2012, 

313~387쪽). 

한편 통치대상을 시장인과 사회인 중 누구로 보느냐, 시장 내지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느냐 사회 내지 사회메커니즘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통치성을 시장통치성과 사회통치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장통치성이 시장통치에만, 그리고 사회통치성이 사회통치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시장통치성은 인간을 시장인으로 보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시장은 물론 사회를 통치하려는 합리성이다. 즉 시장 

중심으로 시장과 사회를 통치한다. 사회통치성은 시장인이 아닌 사회인을 

중심으로 사회메커니즘에 따라 시장과 사회를 통치한다. 예를 들면 

시장통치성은 시장도시의 통치를 중시하는 근대 서유럽에서, 사회통치성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을 특징으로 하는 유교 중심의 동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리하면 통치성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시장 권위주의 통치성, 사회 

자유주의 통치성, 사회 권위주의 통치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하나로서 금융통치성에 주목한다. 시장 권위주의 통치성, 

                              

10
 자유주의 통치성과 대조되는 통치성에 대해 푸코는 별도의 용어를 붙이지지는 않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권위주의 통치성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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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위주의 통치성, 사회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개념만 간략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우선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시장인의 본성에 기초한다. 시장인의 본성은 

개인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그 행위는 교환, 경쟁, 축적 등으로 

설명된다. 반면 시장 권위주의 통치성은 시장인의 이성에 토대를 둔다. 이는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이타주의로 증여, 구호, 분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 권위주의 통치성과 사회 자유주의 통치성의 토대로서 사회인의 본성과 

이성은 매우 다양한데, 여기서는 그 중 하나인 언어적 소통만 언급하겠다. 

사회인의 이성에 따른 언어적 소통은 보편타당한(universal and valid) 특징을 

갖는다. 즉 상호주관적(Intersubjektivität)이고 경험적인 생활세계(Libenswelt)에서 

사실성(Wahrheit), 정당성(Richtigkeit), 진실성 (Wahrhaftigkeit)을 갖추고 

있다(Habermas, 1981/1995). 반면 사회인의 본성에 따른 언어적 소통은 타당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고 발화자에게만 개별적으로(particularly) 타당할 수 

있다. 서구화된 현대사회의 통치성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다. 반면 사회 

자유주의 통치성은 현대 서구 국가 어디에서도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
.  

 

3) 통치성연구의 방법론: 계보학 

 

계보학의 그리스 어원적 의미는 종(genea, generation)에 대한 지식(logos, 

knowledge)으로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를 다룬다 12 . 인간 종의 역사는 인간을 

유기체로 보고 생물학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생물 종과 다른 인간 

고유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인간을 사회적 주체로 보고 사회문화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1
 신문사주나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는 사실 경제엘리트나 문화엘리트에게 주어진 표현

의 자유라는 점에서 권위주의적이다. 오히려 인민재판이나 인터넷담론이 사회 자유주의

적이다. 푸코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통치성에 관심을 가진 것

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통치성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Foucault, 2004/2012, 143~145쪽).  
12
 en.wikipedia.org/wiki/Gene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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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계보학은 후자의 기획 속에 있다. 푸코는 인간이란 종의 계보학을 쓸 

때 두 가지 인간 고유의 특성에 주목한다. 권력과 지식이다. 푸코는 우선 

사회적 삶은 지배자 간의 투쟁,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 종의 한 특징으로 권력의지를 본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합리성이다. 인간은 권력의지를 시대적이 총체적인 합리성, 즉 통치성을 

통해 사회 전체에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담론으로서의 지식이 

활용된다.  

계보학은 이러한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통치성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추적한다. 지식은 권력에 의해 규율화되거나 예속되어 주변화된다. 

권력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은폐하고 자신을 자연화한다. 따라서 계보학은 

권력이 지식을 예속화하고 규율화하고 드러내면서 은폐하는 과정이 담긴 

감춰진 역사를 발굴해내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지식들이 권력 투쟁 

속에서 어떤 전술로서 형성됐는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효과를 수반해 

행해졌는지를 통해 그 시대의 통치성을 살펴본다(Foucault, 1976/1998, 17~40쪽, 

204~219쪽; 2004b/2012, 65~67쪽).  

계보학에서 통치성과 관련된 지식 담론들은 물리적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기 보다는 논리적 연결망 속에서 배치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선행할 수 있다. 즉 어떤 담론은 그것이 등장한 

시기보다 한참 훗날에 주도권을 갖게 될 통치성 계열일 수 있다. 예컨대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와 같은 유인원은 사자보다 선행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가장 높은 수준인 사람(homo sapiens)으로 진화하는 

계열에 속해 있다. 

계보학은 사상사나 지식사회학과 유사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사상사와 

비교하면 지식의 역사라는 점에서 계보학과 사상사는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계보학은 지식 발전의 원동력을 지식의 내적 논리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 구성주의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사상사와 다르다. 지식사회학과 

비교해보면, 계보학과 지식사회학은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하지만 계보학은 지식의 구성 문제를 권력과 결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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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지식사회학과 구별된다. 

 

2.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계보학: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 

 

1)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개념 

 

푸코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 이후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영미권 

등을 중심으로 통치성의 역사를 기술한다.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기술을 

정리해보면, 통치성의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근대적 

통치성의 기원이 되는 성(the sacred)의 통치성 내지는 사목권력(pouvoir 

pastoral)의 통치성의 시대와, 근대적 통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속(the 

profane)의 통치성 내지는 정치권력(pouvoir politique)의 통치성의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속의 통치성은 지배자의 합리성에 기초한 권위주의 통치성의 

시대와 피지배자의 본성에 기초한 자유주의 통치성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권위주의 통치성의 시대는 주권과 공국의 유지를 목표로 지배자의 합리성에 

기대는 16세기 군주이성으로 시작하여, 지배자가 주권의 유지 외에도 

피지배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력 강화를 추구하는 17세기 국가이성으로 

전개된다. 이어 18세기부터는 왕이나 귀족의 합리성에 대한 의존 없이, 

피지배자의 본성에 따라 통치성을 구성하는 자유주의 통치성
13
이 발전한다.  

푸코는 이 자유주의 통치성을 생명권력의 통치성으로 간주한다. 푸코는 다소 

혼란스럽게 기술했지만, 푸코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생명권력의 통치성 내지 

                              

13
 자유주의 통치성의 대두를 민주화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자들은 푸코의 용

어를 빌면 주권에 관한 경제모형에 따라 평등한 시민들이 통치자에게 주권을 위탁한다

고 본다. 하지만 실제로 주권은 전쟁모형에 따라 부여된다(Foucault, 1976/1998). 주권은 

2차대전 등 과거의 전쟁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민주국가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기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만이 존재한다. 권위주의 통치성에서 자유주

의 통치성의 전환은 단지 현대국가의 통치원리만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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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근대 자유주의 통치성은 두 개의 메커니즘을 기둥으로 삼고 있다. 하나는 

사회메커니즘으로서 안전메커니즘(mécanismes de sécurité)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과 관련된 시장메커니즘이다. 푸코는 안전메커니즘의 기원과 개념에 

대해서는 『안전, 영토, 인구』의 후반부에서, 시장메커니즘의 계보에 대해서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전체에서 다뤘다(Foucault, 2004a/2011; 2004b/2012). 

안전메커니즘은 통치대상인 인간을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 따르는 

정규화(normalization)된 전집으로서의 인구(population)로 파악하고,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활용하여 출생률과 사망률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구 수준의 다양한 순환을 통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안전메커니즘 내지 기술통계가 자유주의인 것은 지배자가 자신의 이성에 

따라 권위주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정규화된 전집으로서의 인구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기술통계는 왜곡되고 인구에 대한 

지식축적도 불가능하며, 결국 사회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형량을 강화하면, 범죄율이 낮아지기는커녕 강력범죄가 

양산된다. 푸코의 말을 빌면 자유가 정규화의 전제가 된다(Foucault, 2004a/2011).  

한편 시장메커니즘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메커니즘이다. 즉 시장인의 

본성에 따라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하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시장은 물론 

기업사회와 같이 시장과 연계된 사회에 대한 기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농주의 분석에서 살펴보듯 안전메커니즘도 시장메커니즘 안에 포섭한다. 반면 

안전메커니즘은 사회통치의 중심에 있지만, 시장통치에서는 부차적으로 보인다. 

서구 근대 자유주의 통치성은 피지배자의 본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 통치성인 동시에, 사회인의 본성보다는 시장인의 본성에 따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다.  

 

2) 기존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모형: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 

  

푸코는 서구 자유주의 통치성을 18·19세기 프랑스의 중농주의(physiocr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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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후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통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각각을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으로 명명한다.  

푸코는 서구 자유주의 통치성이 시장과의 관계에서 발전해갔다고 본다. 우선 

17세기에 들어 시장도시가 국가이성에 기반한 내치국가(Polizeistaat) 모형으로 

새롭게 제시된다. 이 시기에 내치(police)란 상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도시,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통치하는 것이다. 내치국가에서는 시장, 도시, 국가의 

통치가 일치된다. 시장도시화된 국가 통치에서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곡물 

문제이다. 내치국가는 곡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상주의(mercantilisme), 즉 

상업도시에 공급되는 곡물가격을 국가가 개입해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썼다. 

하지만 그 결과 장기적으로 곡물의 생산량이 줄고 가격은 오른다. 그 해법으로 

곡가를 시장이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즉 때에 따라서는 높은 곡가를 용인하는 

중농주의가 18세기에 대두한다. 중농주의자들은 흉작 등으로 일시적으로 곡가가 

오르면 농부들은 농업 생산량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곡가가 

자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Foucault, 2004a/2011, 452~469쪽).  

중농주의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고전모형을 대변한다. 첫째, 주체는 

정규화된 전집으로서 고유의 법칙을 갖는 인구로 상정된다. 전집으로서의 

인구는 개체와 다른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인구는 기근 등의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주기를 그리며 일정한 출생률과 사망률을 유지한다. 

둘째, 전집에 대한 지식, 즉 사회에 대한 지식의 방법론으로서 기술통계가 

중시된다. 통치는 기술통계를 통해 얻은 전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치해야 

한다. 셋째, 시장은 국가이성이 아니라 시장 고유의 법칙에 따라 통치된다. 넷째, 

국가는 시장과 사회에 대한 무제한적 개입에서 최소 개입을 원칙으로 삼는다. 

국가 개입은 최소 비용으로 위험을 계산하여 인구, 사회, 시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안전메커니즘에 따른다(Foucault, 2004b/2012, 42~78쪽). 

이 같은 고전모형은 2차 대전 이후 독일모형과 미국모형으로 발전하게 된다. 

고전모형에서는 국가가 이미 존재하며 시장에 상시 개입 중인 상태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가이성을 최소통치이성으로 전환하는 것, 즉 어떻게 자유방임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반면 독일모형에서는 패전 후 국가 재건이 문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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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만듦으로써 국가를 재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경쟁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질서자유주의적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다. 질서자유주의는 시장 내적 개입은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외적 요소, 즉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시장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만을 목표로 하며 고정가격제, 보조금 지급, 

완전고용, 공공투자 등은 추구하지 않는다. 반면 인구, 기술, 교육, 법률, 

토지이용권, 기후 등 시장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질서창립적 

행위가 장려된다(Foucault, 2004b/2012, 120~218쪽). 

미국모형 역시 통치에서 시장을 사회보다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는 

독일모형과 일치한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최적의 시장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노동환경, 삶의 시간, 부부생활, 가족, 자연환경 등 사회 고유의 

비시장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역설이 나타난다. 시장통치 원리와 사회통치 

원리가 구분되는 것이다(Foucault, 2004b/2012, 336쪽). 반면 미국에서는 

애초부터 사회가 시장 자유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시장에 더 

강력하게 결합될 수 있었다.  

미국모형의 핵심은 기업화된 개인과 시장화된 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고전모형의 시장주체와 미국모형의 시장주체는 다르다. 고전모형의 시장주체는 

인구 속에 추상화된 노동으로 존재한다. 노동은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하나로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미리 합리화되어 주어지며 합리적으로 투입될 

뿐이다. 노동자는 자본을 축적하지 않는다. 자본 축적은 기업가의 몫이다. 반면 

인적 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서 노동자는 기업가로 간주된다. 

노동자에게 소비는 비용이자 투자이고 소득은 자본이다. 노동자도 기업처럼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얻어서 자본을 축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행위가 경제적 행위와 관련된 품행(conduct)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교육, 결혼, 

출산, 육아, 이주 등도 인적 자본을 최대한 축적하려는 기업가적 전략으로 

설명된다. 요컨대 시장주체와 사회주체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일치된다. 정부의 사회정책 역시 인적 자본 투자로 



 

24 

 

간주된다(Foucault, 2004b/2012, 307~343쪽). 

더 나아가 미국모형에서는 18세기 규율사회나 19세기 정규화된 사회와는 

다른, 시장과 사회가 일치된 20세기 기업사회가 정립된다(Foucault, 2004b/2012, 

338~345쪽). 그리고 기업사회는 시민사회에 의해 보완된다. 시장이 국가에 

우선하듯, 시민사회도 국가에 우선한다. 시장이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 통치되듯, 

시민사회도 그렇게 통치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국가는 시장의 환경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듯이 사회의 환경에 간접적으로만 개입해야 한다(Foucault, 

2004b/2012, 399~433쪽). 푸코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버마스가 지적한 상황, 즉 

사회인의 본성인 언어적 소통은 미국에서 기업화된 언론, 광고, 홍보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Habermas, 1987/2006). 정리하면 미국모형에서 주체는 

기업가화된 인적 자본으로서, 사회는 기업사회로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따라 통치된다. 

 

3. 소결: 기존 통치성연구의 한계 

 

이상의 푸코의 계보학적 분석을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유럽의 통치성은 전통적으로 사목권력의 통치성이었는데, 16세기 

이후 세속적 통치성으로서 정치권력의 통치성이 대두한다. 정치권력의 통치성을 

유형화하면 <표 2>과 같다. 

 

<표 2> 통치성의 유형 

  

사회 중심의 통치원리 

사회 권위주의 사회 자유주의 

국가직접개입 국가간접개입 생활인의 본성 

시장 중심의 

통치원리 

시장권위주의 국가이성 내치국가 사목모형 영미권·서유럽의  

통치성 모형에서 부재함 시장자유주의 시장인의 본성 독일모형 미국모형 

 

한편 18세기 이후 서유럽과 영미권을 지배한 통치성은 시장인의 본성에 

기반하여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으로 볼 수 있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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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통치성의 시장메커니즘은 안전메커니즘과 함께 생명권력의 두 핵심 

메커니즘이며 특히 시장메커니즘이 우위에 놓여있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으로 전개됐으며, 미국모형에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사회통치를 시장통치에 거의 완전하게 통합할 수 있었다.  

푸코 사후, 국내외에서는 적지 않은 통치성 연구가 진행됐다. 예컨대 

1990년대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기업화된 주체나 기업화된 사회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거나 테러나 생명공학 등 안전 및 생명권력과 

관련된 현대의 통치성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진태원, 2012; Agamben, 

1995/2008; 2003/2009; Dean, 1999; Rajan, 2006/2012).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이 2011년과 2012년에 잇따라 출간되면서 

통치성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언론학계에서도 문화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예컨대 김예란, 2013; 이범준, 2010). 

최근 국내 통치성연구에서 두드러진 것이 자기계발 연구이다(예컨대 서동진, 

2009). 자기계발은 미국모형에서 기업화된 주체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통치성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푸코의 연구 자체가 불가피하게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일 수도 있다. 첫째, 

푸코는 자유주의 통치성을 서유럽과 영미권만을 대상으로 다룬다. 따라서 

푸코의 통치성 연구를 한국 등 동아시아나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국가는 다른 통치성 전통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18세기 이전의 시장통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즉 

사목권력, 사법권력, 규율권력이 시장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시장통치에 대한 

통치성 수준의 기획이 있기는 했는지 불분명하다. 셋째, 푸코는 198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 통치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다. 어쩌면 1980년대 이전부터 이미 잠재되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야 

분명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한 자유주의 통치성의 새로운 원천이 있을 수도 

있다.  

이상의 한계를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제기해야 할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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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 적용되는 

통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논의를 활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둘째, 이 자유주의 통치성이 미국모형이나 안전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통치성 역시 기존 자유주의 통치성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의 통치성은 미국모형의 

시장메커니즘이나 기존의 안전메커니즘보다는 심화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심화된 미국모형과 심화된 안전메커니즘
14
은 주체, 사회, 시장의 

구성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 기획 외에도 서로 관련된 기획이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살펴본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고전모형이나 미국모형의 통치성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사는 신자유주의 통치성보다는 그 이후의 

통치성이다. 즉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금융통치성의 이론화를 향한 가교로서 

살펴볼 것이다.  

  

                              

14
 사회통치의 메커니즘인 안전메커니즘은 고유의 논리에 따라 심화되는데, 이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고전모형에서부터 시장메커니즘이 안전메커니즘을 

포섭한 것처럼, 금융통치성 역시 심화된 사회통치의 메커니즘으로서 심리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포섭하면서 등장한다는 점만 지적하겠다. 금융통치성은 주류경제학에 

심리학을 도입한 행동경제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다. 금융통치성에 대해서는 3장 1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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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통치성 논의 

 

본 절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는 흔히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통치 외에도 사회통치에 대한 일관된 이론적 기획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통치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장인의 본성에 기반하여 

시장을 우위에 두고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려 한다는 점에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획은 영미권 등 자본주의 헤게모니 국가는 

물론 한국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그 경험적 양상은 다소 다르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획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경험적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주체, 시장, 사회에 대한 이론적 기획으로서 신자유주의 

통치성 

 

경제학에서는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 케인즈주의, 케인즈주의에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을 결합한 신고전학파 종합을 거쳐 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이론이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는 있지만 주체, 

사회, 시장, 정부의 구성에 대한 이론적 기획을 포함하는 통치성으로서 

작동했다.  

먼저 주체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주체를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인간으로 간주한다. 이 인간은 비용과 효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이다. 

이 주체는 주어진 목적을 위해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gent)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장주체와 사회주체는 동일시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나 합리적 행위자는 남을 위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선택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개인에게 귀속하는 책임 있는 주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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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박효종, 1994).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적 행위는 기대효용가설(expected utility 

hypothesis)로 설명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완전시장
15
 내지 이에 가까운 

효율시장을 구성한다. 효율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서 

효율시장이란 가격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Fama, 1970, 383쪽). 이러한 시장에서는 모든 요인이 정보로서 

가격에 즉시 반영되며, 모든 시장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용이 극대화된 

결정을 하며, 시장을 통한 분배가 사회적으로 최적의 분배를 달성한다
16
.  

합리적 행위자의 사회적 행위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으로 

설명된다. 여기서도 마치 효율시장에서처럼 사회 속 행위자는 자신의 욕구, 

행위, 결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행위한다. 행위자들이 각자 주어진 정보 

아래 자신의 선호에 따라 기회비용과 게임의 규칙을 고려하여 선택할 때 

이러한 행위가 집약된 결과가 사회로 나타난다(Elster, 1986; 정준표, 2003). 

정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를 주장한다. 

케인즈주의는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이를 정부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케인즈처럼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엘리트에 의해 

운영된다는 가정, 소위 하비 가의 전제(Harvey Road presupposition)가 깔려있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에서의 그래샴의 법칙(Grasham's law in 

politics)'을 주장한다. 서구 민주국가에서조차 정부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비양심적인 인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Brennan & Buchanan, 1985). 

국가의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적자재정,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직접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균형재정, 통화관리, 물가안정을 통해 시장의 

                              

15
 완전시장은 수익에 따라 자본이 배분되는 배분효율성(allocational efficiency)과 거래비

용(transaction costs)이 없는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정보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ies)이 없는 정보효율성(informational efficiency)을 달성한다. 현실

적으로 배분효율성과 운영효율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완전시장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

나 정보효율성만 달성한다면 완전시장에 준하는 효율시장은 가능하다. 
16
 신자유주의 통치성에서도 금융시장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시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합리적인 시장, 즉 완전시장만을 중시한다. 금융시장을 완전시

장으로 합리화하고, 여타 시장을 금융시장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모든 시장을 합리적 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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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활성화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고용을 늘려야 한다. 

또한 복지를 축소하여 재정을 건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국가 정책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흔히 

신자유주의가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인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예컨대 Harvey, 2005/2007). 하지만 영미권 

국가정책 측면에서 1970~1980년대의 신보수주의와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로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한다. 재정정책 중심의 케인즈주의가 

산업축적의 위기로 인해 퇴조하고, 이를 대신한 신보수주의 역시 실패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정책을 크게 사회적 안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즉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화폐정책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으로 구분할 때 신자유주의 아래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종속되어 균형재정이 중시됐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완화가 시행됐다.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빈민구호는 최소화되고 사회보험은 

금융화됐다(박상현, 2008).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거품과 그로 인한 공황 발생, 

노동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와 그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독점자본의 

영향력 강화, 경제정책가와 경제전문가의 시장만능주의,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부활 등 적지 않은 폐해를 낳았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로 사회를 통치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통치에도 실패했다는 전면적인 비판에 놓이게 된다. 

 

2.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논의 

 

국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외환위기 이후 활성화되었다. 세계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장과 사회 모두를 화두로 삼는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한국경제가 전형적인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형에 

따른다고 여겨졌던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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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있다(지주형, 2011).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된 

시기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간주된다.  

여기서는 한국 신자유주의의 전개를 시장 측면과 사회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통치성 측면에서 해석해보도록 한다. 먼저 시장 측면에서 

신자유주의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프로그램의 시행, 금융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수출 장려 등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금리인하, 금융기관 폐쇄 및 합병과 

대형은행 중심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사실상의 국유화, 정부 통제 하의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소위 빅딜로 불리는 산업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그 

효과는 금융화였다. 한국의 금융화는 처음에는 IMF가 정부에게,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기업이 노동에게 국제금융자본 관점에서 

타당한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지주형, 2011). 그 

결과 노동은 유연화되고, 기업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단기이익을 

중시했으며,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을 확충했다.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동도 기업도 금융기관도 구조조정되어야 했다. 요컨대 외환위기 이후 한국적 

금융화는 일종의 재무화(財務化)
17
였다.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는 사회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노동의 유연화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취업은 

물론 교육, 결혼, 출산, 육아, 자기계발 등에서 고용안정성 지향 경향이 

강화됐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청년이나 여성의 경우 고용안정성 지향 전략이 

강화됐다(김두섭, 2007; 배은경, 2007; 성낙일·홍성우, 2009; 장진호, 2009; 

전선애, 2007). 이러한 변화는 자살률이나 낙태율에도 영향을 주었다(김두섭, 

2007; 이미숙, 2007; 이재열, 2007). 사회적 신뢰나 중산층 귀속감은 낮아지고, 

경제적 불안정감을 비롯한 사회적 불확실성 체감은 강화됐으며, 복지 등에서 

자기책임의식이 강화됐다(구인회, 2008; 김명언, 2007; 남은영, 2009; 박경숙, 

                              

17
 낯선 용어인 재무화나 재정화, 그리고 금융화는 모두 영어로는 ‘financialization’으

로 표기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무화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 경향, 재정화는 

시장과 사회 모두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경향, 금융화는 시장이 금융 중심, 특히 직접금

융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경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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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재열, 2009). 저축은 줄어든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재테크 열풍이 불었다. 재테크 열풍을 타고 

신문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신문은 성장했다. 재테크 서적과 자기계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인터넷 상에서도 재테크 관련 블로그나 

카페가 큰 인기를 끌었다(서동진, 2009; 이범준, 2010; 박대민, 2014a). 

 

3. 소결: 한국 신자유주의 통치성 논의의 한계 

 

한국 신자유주의 논의는 거의 모든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만큼 신자유주의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 변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 신자유주의 논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외환위기 직후와 달리 외환위기 극복 이후 신자유주의는 뚜렷한 추진 

주체 없이 지속되고 확산된 것처럼 보인다. 우선 한국의 금융화는 

민간금융자본이 국가나 거대산업자본의 헤게모니를 넘겨받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다. 즉 화폐발행권까지 갖는 민간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율성
18

, 

산업자본(industrial capital)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중심의 간접금융에서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중심의 직접금융으로의 이행 

등 영미권 금융화에서 나타나는 민간금융자본의 패권적 부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물론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외국금융자본이 일견 불완전해 보이는 한국 

특유의 금융화를 강압적으로 요구했을 리도 만무했다.  

정부의 역할이 적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컨대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재무건전성은 기업과 금융기관과 

노동자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사임하는 최고경영자, 대출을 거부당한 

                              

18
 미국은 민간은행이 대주주인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ank)가 화폐발행권을 

갖고 있으며 영국에서 화폐발행권을 가진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946년 국유화 

전까지 민간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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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정리해고되는 노동자도 재무건전성이 이유라면 손해를 감수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정책을 쓰기도 

했지만, 정반대의 정책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정부가 교육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교육열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기는 했어도 그것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확산은 정부는 물론 경제주체와 사회주체, 경제기관과 사회기관 

모두가 신자유주의를 합리성으로 체화한 결과였다. 정부가 강한 것이 아니라 

통치성이 일반적인 것이다. 국가는 정부가 아니라 통치총체이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어떤 형태의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주체와 사회와 시장과 정부 

전반에 스며들어 스스로 작동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논의를 촉발시킨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물러나고, 

2008년 이후 언뜻 보면 발전국가 모형으로 회귀한 듯한 이명박 정부와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의 중심이었던 

미국 등 자본주의 헤게모니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2008년을 기점으로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환경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화 중심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간주하는 너무 안이한 시각이다. 그렇다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퇴조했다고 보는 관점 역시 너무 복고적이다. 그보다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새로운 단계로 이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이행을 금융통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금융위기 전에도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산업부문을 구조조정한다든가, 

재무건전성에 따라 경영을 달리 한다든가 하는 금융메커니즘은 널리 활용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대두하는 금융통치성은 기존의 금융화와 달리 민간 중심 

직접금융의 영향력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영미권과 유사한 금융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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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금융통치성에 대한 선행연구
19
 

 

금융통치성이 확산되려면 다음 전제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선 

금융시장 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금융통치성을 숙성시킬 금융문화 자체가 발전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금융시장의 성장과 금융문화의 발전을 살펴본다. 이어 시장을 넘어서 

사회의 측면에서 금융을 이해하려는 여러 분과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금융통치성의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1. 금융통치성연구의 필요성: 금융화와 금융문화의 확산 

 

1) 세계의 금융화 

 

1960년대 맑스주의자들은 전후 미국 자본주의를 대량생산을 기초로 한 

독점자본(monopoly capital)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이들은 

금융부문의 급격한 팽창으로 자본 축적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금융에 주목한 새로운 이론을 촉구했다(Baran & Sweezy, 1968; Sweezy, 1991).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금융화로 설명한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턴우즈체제(the Bretton Woods system)가 무너지고, 

이어 1973년과 1978년 오일쇼크(oil shock)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달러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금융 패권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금융 부문의 대대적인 

탈규제(deregulation)를 통해 금융자본을 계속 유치하고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 보험사와 연기금의 주식 소유 제한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에 대형기관투자자가 참여하게 됐다. 대형기관투자자의 

대두로 1980년대 정크본드 붐을 거쳐 경영권이 거래되는 대형금융시장이 

                              

19
 박대민(2014a)을 대폭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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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면서 금융시장은 급격히 팽창했다. 산업자본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가 

부양, 고배당, 자사주 매입, 스톡옵션(stock option), 다운사이징(downsizing), 

외주(offshoring), 매각 후 임차(sale and leaseback) 등 주주가치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가치경영과 주주자본주의가 중시하게 됐다(홍기빈, 2008). 그 

결과 자본축적의 중심이 산업에서 금융으로 이동하는 금융화가 급격히 

진행됐다(Krippner, 2005).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와 기업도 대출 등 

간접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 기업공개 등 직접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게 되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20

도 진행되었고, 국가와 기업은 

금융자본에 더욱 종속되었다(Froud, et al., 2002).  

1990년대 미국에서는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이 허용되면서 금융화는 더욱 

진전됐다. 국제적으로는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21

 등 탈규제 

논리가 확산되면서 금융자본의 세계화도 급격히 이뤄졌다. 2000년대 들어 

세계금융시장 규모는 더욱 급격하게 커졌다. 2011년 세계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47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세계총생산(gross world product) 69조 달러(공식 환율 

기준)와 맞먹는다(CIA the World Factbook, 2012). 세계채권시장 규모는 

국내채권 발행 잔액 기준으로 2011년 68.7조 달러로 1997년 24.8조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커졌다(백인석, 2012, 40쪽). 세계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 역시 

1998년 6월 말 기준 70조 달러에서 2012년 6월 말 기준 639조 달러로 9배 이상 

늘었다(BIS, 2012.6.; 1998.6.). 

 

2) 한국의 금융화 

  

                              

20
 부동산 시장의 예를 들면, 개발사가 토지 구입을 상업은행에서 담보대출받아서 마련하

면 간접금융을 활용한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투자은행을 주관사로 두고 기업공개나 증자

를 통해, 또는 신용등급이 부여된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면 직접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다. 이 때 상업은행이 맡은 역할을 금융중개(intermediation)라고 한다. 후자처럼 상업은

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라고 한다. 
21
 워싱턴컨센서스란 국제적으로는 미국 등 자본주의 헤게모니 국가가 직접, 또는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활용해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 특히 남미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긴축재정, 통화주의, 금융시장 개방 등

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뜻한다(Williamson, 1990; Stiglitz,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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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물론 아직 한국에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실제로 한국은행
22

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6.49%로 제조업의 

28.48%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23
. 거대산업자본의 영향력도 여전히 강하다. 

예컨대 2011년 총자산 기준으로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업계 1위인 

삼성그룹과 우리금융지주를 비교해보면, 삼성그룹의 총자산은 3843억 달러로 

우리금융그룹의 총자산 2712억 달러보다 많다(Samsung Profile, 2012; The 

Banker, 2012). 세계금융체계에서의 지위도 아직 높지 않다. 한국은 IMF 

이사국이기는 하지만 지분율은 1.41%로 18번째에 그친다
24
. 직접금융 부문도 

약하다. 2012년 1~11월 주식 및 회사채 발행액은 56조424억 원에 그친 반면, 

은행기업 대출잔액은 600조7950억 원에 달한다. 자금조달에서 직접금융의 

비중이 9.4%에 불과한 것이다
25
.  

그렇지만 한국 금융의 발전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는 

2000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 개인, 기업, 정부, 국외 등을 합산한 총 금융자산은 

2000년 3592조 원에서 2010년 1경298조 원으로 10년간 연 평균 18.67%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총자산만 따져도 같은 기간 893조 원에서 2376조원으로 

약 3배가 됐다. 시가총액은 188조 원에서 1142조 원으로 6배가 됐다. 

채권발행총액은 265조 원에서 588조 원으로, 외환보유액은 962억 달러에서 

2916억 달러로 늘어났다.  

한국 금융에 대한 전반적 평가도 높아졌다. 한국 증권시장은 2009년 9월 세계 

2대 주식투자지표인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등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채권시장의 평가도 좋아졌다. 미국 3대 

                              

22
 ecos.bok.or.kr  

23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지는 않다. OECD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금융산

업 비중은 6.9%로 OECD 평균(6.6%)을 상회한다(이창선김건우, 2011.11.에서 재인용). 
24
 원화는 국제통화로서의 기능도 미약하다.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의 통화바스켓에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만 포함된다.  
25
 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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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Investor Service), 피치(Fitch Ratings),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S&P)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일본, 중국과 비슷한 ‘Aa3’, ‘AA-’, ‘A+’로 상향 조정했다.  

 

<표 3> 한국 금융시장의 성장 

항목 
연도 

단위 연평균 성장률(%) 
2000년 2010년 

명목GDP 5335 10143 억달러 9.01 

총금융자산 3592 10298 조원 18.67 

금융회사총자산 893 2376 조원 16.61 

상장(KOSPI)주식시가총액 188 1142 조원 50.74 

채권발행총액 265 588 조원 12.19 

외국인 주식ㆍ채권투자총액 94* 451 조원 42.20 

외환보유액 962 2916 억달러 20.31 

일평균외환거래량 92* 419 억달러 39.49 

출처: 금융위원회(2011.11.10), *는 2001년 자료 

 

특히 이 시기에 한국금융체계 전반에서 한국 대중의 역할이 커졌다.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자산, 부채, 거래 현황에 관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 

대중의 집합적인 금융활동을 대변하는 가계금융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는 

예금, 보험 및 연금, 주식 및 출자지분, 대출, 상거래 신용, 채권 등 금융 

전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 가계의 금융자산 

자체는 전체 GDP에 비하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금융자산 비중은 189.3%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크게 낮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속도는 빨라서 1975~2010년 실질가치로 연평균 

11.58% 증가했다.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2012년 

24.9%로, 2005년 13.5%에 비해 11.4%포인트 증가했다. 가구당 금융자산은 

2005년 2175만원에서 2012년 7855만원으로 급증했다(송홍선 등, 2012.4). 

가계금융자산의 구성을 보면, 아직까지는 예금 등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점차 

                              

26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른 가계금융의 자세한 특성에 대해서는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참고(통계청·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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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험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현금ㆍ예금의 경우, 절대 액수는 늘고 

있지만 비중 자체는 계속 감소하여, 2001년 61.9%에서 2010년 45.0%로 떨어졌다.  

 

<표 4> 2011년 가계의 금융자산ㆍ금융부채ㆍ금융거래의 주요 현황 

  

금융자산 금융부채 금융거래 

전체 가계 
비중 

(%) 
전체 가계 비중 전체 가계 비중 

현금통화, 

예금 
19,972,294 10,693,677 53.5 19,972,294 - - 1,449,099 825,252 56.9 

보험, 

연금 
5,901,426 5,901,426 100.0 5,901,426 - - 553,936 553,936 100.0 

채권 20,889,161 2,085,822 10.0 20,889,161 - - 1,163,033 45,143 3.9 

대출금 19,871,741 - - 19,871,741 10,359,999 52.1 1,467,253 - - 

정부융자 2,541,376 - - 2,541,376 72,377 2.8 145,689 - - 

주식, 

출자지분 
18,411,387 4,185,337 22.7 18,411,387 - - 338,053 52,823 15.6 

파생금융 

상품 
1,368,319 709 0.1 1,368,319 40 0.0 - - - 

상거래 

신용 
3,405,426 - - 3,405,426 515,535 15.1 64,402 - - 

직접투자 3,418,099 79,501 2.3 3,418,099 - - 278,243 6,582 2.4 

기타대외 

채권,채무 
2,678,747 - - 2,678,747 - - -888,483 -1,753 0.2 

기타금융 

자산,부채 
6,463,188 87,183 1.3 6,463,188 86,765 1.3 598,476 8,722 1.5 

총합* 108,943,734 23,033,654 21.1 108,918,746 11,034,716 10.1 5,293,101 1,490,705 28.2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단위: 억 원 

전체 총합에는 가계 참여가 없는 금 및 SDRs, 외환보유액, 콜론·콜머니가 포함됨 

 

반면 보험과 연금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 2010년 24.4%를 

기록했다(자본시장연구원, 2012.4., 39~42쪽). 개인의 보험료 지출도 많은 편이다. 

2011년 기준으로 소득에 비해 얼마나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GDP 대비 보험료(insurance interpenetration)는 11.4%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총 보험료 기준 보험업 규모는 1303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SwissRe, 2012.5.). 개인의 주식 직접투자 비중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거래소(www.krx.co.kr)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주식보유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24.4%, 거래량 기준으로는 82.7%에 달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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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겨우 12.97%에 그친다. 개인들의 주식투자 행위는 기관보다 훨씬 

활발하고 투자액조차 기관투자자보다 많다. 

 

3) 한국금융문화의 확산 

  

한국금융시장이 성장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에서 가계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한국사회에도 금융문화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선 경제지와 

경제방송으로 대변되는 금융저널리즘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 매체는 산업 

정보 외에도 주식 및 채권 정보, 예·적금, 보험, 세금,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지는 외환위기 이후 신문 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0대 중앙지의 총 매출액은 1997년 1조9229억 원에서 2008년 

1조4985억 원으로 22.1% 감소했다. 반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헤럴드경제 등 4대 경제지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2522억 원에서 

4103억 원으로 62.7%나 증가했다. 방송에서도 주식과 부동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 전문 채널이 빠르게 늘었다. 1995년 3월 개국한 보도전문채널 mbn을 

시작으로 한국경제TV, 토마토TV, 비즈니스앤, 석세스TV, 이데일리TV, 

MTN(MCN), 서울경제TV, 쿠키TV, SBSCNBC, M머니가 개국했으며 소위 유사 

보도 채널까지 포함하면 경제 전문 채널은 현재에도 10여 개가 넘는다. 물론 

종합편성채널로 전환한 MBN을 제외하면 이들 채널의 시청률은 미미하다. 

하지만 이것이 대중적인 금융 정보 수요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채널이 급증한 것은 경제 뉴스가 광고주와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 정보 수요 자체가 방송사업자와 광고주가 인식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불가능하다. 

금융 관련 정보 수요의 증가가 인터넷 이용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금융 관련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경제/금융' 주제 카페 

수는 총 211,038개다. 이는 '정치/사회'의 카페 숫자 52,107개의 4배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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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7
. 온라인 결제, 인터넷 뱅킹(Internet banking), 홈 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 등도 2000년대 초에 이미 보편화됐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 모바일 결제, 모바일 뱅킹,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MTS) 등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금융저널리즘이 성장하고, 금융과 관련하여 대중의 미디어 이용이 늘어난 

것은 일상 속에서 금융과 관련된 대중의 행위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엘리트만이 아닌 일반인들 역시 일상 속에서 금융 전 분야와 관련하여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사 속에는 부자도 있고 서민도 등장하지만, 

저축을 할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컨설턴트를 만나고, 주식에 

투자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2. 금융통치성에 대한 선행연구 

 

문화연구는 경제에 대한 경제결정론을 비판하고, 경제를 담론구성체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 소비문화연구나 여성노동문화연구 등 경제에 대해 

후기구조주의적이고 여성주의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Hayward, 2012, 5~6쪽; Baudrillard, 1970/1992; Cameron & Gibson-

Graham, 2003; 강명구, 1993).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나 경제담론의 다양성이나 

복잡성(complexity), 다중성(multiplicity)을 이해하는데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가 나오고 있다(Grossberg, 2010b; 

조영한, 2012).  

이러한 도전은 특히 금융에 대한 분석에서 더 강력하게 제기된다. 금융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에서는 금융이라는 주제가 

낯설다. 하지만 최소한 정치경제학적 전통을 가진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연구 역시 자본주의를 핵심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에 대한 

                              

27
 cafe.daum.net/_ranking/rank_top100_1.html?t__nil_nav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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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따라 금융을 분석하는 문화연구의 이론틀로 

금융문화연구(cultural studies of finance)가 제안된 바 있다(박대민, 2014a). 

여기서는 금융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과학문의 접근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영미권 중심의 경험적인 금융통치성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통치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금융통치성에 대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접근 

 

금융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분석해왔다. 우선 

경제학에서는 효율시장가설과 대중매체행동금융학(behavior finance of media)이 

정보와 금융시장간의 관계를 탐구해왔다. 효율시장가설에서는 과거 가격, 공개 

정보(public information), 내부자 정보 등 어떤 정보도 금융시장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Fama, 1970; 정운찬·김홍범, 2012, 166~167쪽). 

반면 대중매체행동금융학에서는 종목추천(stock recommendation)이나 

사건뉴스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지만, 뉴스가 과거 가격에 

의해 현재 가격이 정해지는 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갖는 등 금융체계의 거품(bubble)과 공황(panic)을 

조장한다고 본다(Shiller, 2000/2003; Schuster, 2006).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도 금융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금융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finance)의 경제구성주의(economic 

constructivism)에서는 제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규범(norm), 

이념(idea), 정당성(legitimacy)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금융체계 및 금융정책에 

관계에 주목한다(Blyth, 2002; Seabrooke, 2006).  

사회학에서는 경제학 등 전문지식 내지 관련 기술 및 도구와 금융체계의 

관계를 행위자연결망분석(actor network analysis, ANT)
28

을 통해 분석하는 

                              

28
 ANT는 과학을 진리에 대한 입증 가능한 이론 체계로 생각하는 실증주의(positivism) 

대신, 사회의 구성물로 보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관점을 따른다(박대민

ㆍ이중식, 2010). ANT에서는 인간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사물행위자도 행위 능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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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회연구(social studies of finance)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arruthers & 

Kim, 2011; Garcia-Parpet, 1986/2007; MacKenzie, 2007; Ho, 2009/2013).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사회문화적 요인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하지만 효율시장가설과 대중매체행동금융학은 문화적 영향력을 개인 심리 

속성만으로 환원한다는 대중매체효과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구성주의적 

금융정치경제학는 경제를 이념이나 규범 등 구조 수준의 문화적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을 정치엘리트의 정책의 결과물로 간주하고 만다. 금융사회연구는 

경제학에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도입하고, 그 작동기제를 질적 방법을 써서 

기술한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금융정치경제학과 유사하게 금융엘리트와 

금융체계 내 전문적 지식 및 도구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 금융통치성에 대한 문화연구의 접근 

 

세계금융시장의 성장에는 대중의 금융참여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대중의 

금융참여가 확대되면서 일상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도 진전됐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미국인들은 1920년대 대공황으로 몸에 베인 

근검절약(thrift)의 습관을 버리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채를 떠안고 사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 주택담보대출 활용, 

중산층의 주식시장 참여가 일상화됐다. 중산층에 대한 신용 확대를 특징으로 

                                                                           

다. 행위자들은 연결망을 구성한다. 행위자의 역량은 행위자 고유 속성이 아니라 연결망

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행위와 구조, 행위자와 연결망은 서로 다른 실체

가 아니라 한 실체의 두 양상으로 이해된다(Callon, 1998, 8쪽). 행위자연결망은 인간행위

자의 연결망인 인맥지도(sociogram)과 비인간행위자의 연결망인 기술지도(technogram)가 

통합된 형태로 그려진다(Latour, 1987). 즉 행위자연결망은 사회기술적 배치

(sociotechnical agencement)의 결과이다(Callon & Caliskan, 2005). 이 때 배치

(agencement)라는 용어는 우선 이질적인 것의 조립, 특히 인간과 비인간, 사회와 기술의 

조합을 의미한다. 연결망은 배치를 통해 재구성되고 행위자의 역량이 재규정된다. 배치

는 일상적이며 끊임없이 반복된다(Delueze & Guattari, 1980/2001; Phillips, 2006, 108~109

쪽; Hardie & MacKenzie, 2006, 3~4쪽; Law,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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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위 '돈 혁명(money revolution)'을 통해 중산층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한 

몫(a piece of the action)을 잡게 되면서 '돈 계급(money class)'이 된다. 이렇듯 

대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신용(credit)을 얻어서 일반적인 

재화·용역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고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현상을 다소 낙관적으로 금융민주화(financial democrat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Nocera, 1994).  

마틴은 일상의 금융화를 대중문화와 감정의 수준에서 살펴본다(Martin, 2002). 

일상의 금융화는 이상적인 금융자아(financial self)를 재구성하고, 이러한 

금융자아는 다양한 사회적 수행을 통해 금융자본주의에 적합하게 훈육된다. 

금융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수많은 우화가 

광고와 보도를 통해 전파되면서 대중금융자본주의를 지탱한다. 소비를 통해 

구현되는 아메리칸 드림은 금융화에 따른 소비자 신용과 부채의 증가로 더욱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미래소득을 현재로 할인해서 가져와 쓴다. 대출을 늘려 

소비한 덕분에 소득이 줄어들어도 소비는 늘어난다. 일상의 금융화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행된다. 아이는 금융사회화(financial socialization)된다. 아이의 

금융독해력(financial literacy)를 키워주기 위한 책과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등이 유통된다. 금융 리터러시를 갖춘 가족은 사업체와 같다. 아버지는 가족의 

최고경영자다. 용돈은 임금이다. 아이는 용돈을 자본처럼 축적한다. 10대가 되면 

학교에서 소액투자를 시작한다. 학생들은 투자동아리(investment club)에서 

이사회 구성원처럼 지분에 따라 투표한다. 금융기관과 경제미디어는 

모의주식투자게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식투자로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됐다. 탈소외(disalienation)가 이뤄진 셈이다. 

금융투자는 인생이자 자아실현이다. 성공적인 투자는 현명함의 증거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 대가가 현인으로 추앙된다. 

이 밖에 현재 금융문화가 어떠한 역사적 합리성 위에 형성됐고 과거의 

금융문화가 어떤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흐름도 있는데, 이는 금융역사문화연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로스버그는 금융위기를 근대성(modernity)의 위기로 규정한다. 자본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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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보편적 등가물(universal equivalent)을 고안하는 것이다. 질적이어서 

측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용가치는 보편적 등가물을 매개로 양적인 

교환가치로 공약화(commensuration)
29
된다. 역사적으로 보편적 등가물의 지위는 

금에서 화폐를 거쳐 파생상품으로 넘어간다. 파생상품은 계산 불가능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계산 가능한 위험(risk)으로 바꾸는 공약화 

장치(commensurating apparatus)이다.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을 통한 공약화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근대성은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약화를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이자, 근대적 합리성의 위기이다. 따라서 

진정한 위기 대응은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 타자의 보편화를 거부하는 새로운 

공약화를 모색하는 것이다(Grossberg, 2010a). 

금융역사문화연구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담론의 역사를 캐내어 다른 

자본주의에 대한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뒤에서 살펴볼 

계보학의 방법을 사실상 사용한다. 예컨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탈규제를 추진하는 기초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계승한 경제권리장전(Economic Bill of Rights)을 내놓았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권리장전은 거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경제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거대권력을 연방정부로 본 것이다. 하지만 

권리장전에 기반한 전혀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거대권력을 대자본으로 보고 국가에 의한 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다(Harsin, 2010).  

금융역사문화연구는 계보학의 방법을 활용해 금융체계의 구성주의적 성격을 

드러낸다. 하지만 금융을 금융체계 내에서만 분석하며, 주체시장사회 전반의 

구성원리, 즉 금융통치성으로 이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29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간의 공약화는 경제적 합리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뒤에서 논

의할 하버마스의 관점을 빌리면 합리화는 언어적 합리화와 화폐나 권력을 활용하는 비

언어적 합리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로스버그는 화폐뿐만 아니라 파생상품도 경제체계의 

기능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절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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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적 금융통치성연구 

 

랭글리는 본격적으로 푸코의 통치성연구를 도입하여 금융과 사회의 관계를 

분석한다(Langley, 2008). 그는 ANT와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활용하여 

대중금융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네 가지 핵심개념으로 금융망(financial network), 

금융권력(financial power), 금융정체성(financial identity), 금융거부(financial 

dissent)를 제시한다. 금융권력이 금융망을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융정체성을 가진 금융주체를 만들어야 대중금융자본주의가 작동한다. 이 

과정은 금융망에 속한 개개인의 수행을 통해 이뤄지는 타협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금융거부에 직면하게 된다.  

랭글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영미권 대중금융자본주의 분석에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확대는 신용평가체계(credit rating system)의 혁신,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분화(segmentation),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의 신용보강과 

세금 혜택,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기관 활성화, 각종 파생상품의 개발, 

담보대출과 파생상품을 공급하는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한 비정상적인 금리 인하,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각종 

계산기법, 대중매체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신화의 확산, 

신화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금융망 속에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및 임대 수익을 통한 이자 상환 등을 실천하는 ‘지렛대 효과 

활용 투자자(leveraged investor)’의 구성 등 다양한 금융망 구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런 금융망은 결국 불평등을 야기한다. 빈민층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은 결국 빈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성화됐다. 

예컨대 금융산업 규제, 재정위기와 관련된 세계적인 시위 등이 그것이다. 

조직화된 금융거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예술(credit art) 등 예술적 행위에 

기반한 표상의 정치, 대안화폐를 사용하는 지역통화제(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LETS),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시민들 간의 대안적인 금융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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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신용협동조합 등은 금융을 재정치화하고 다른 식으로 경제를 

수행하는(performing the economy otherwise) 예이다. 

 

3. 소결: 경험적 금융통치성 연구의 이론적 한계 

 

경제학의 효율시장가설과 대중매체행동금융학은 금융시장에서 정보와 

대중매체의 효과론적 역할에, 정치학의 구성주의 금융정치경제학은 이념의 

역할에, 사회학의 금융사회연구는 전문지식과 학계 및 전문가의 역할에 

주목한다. 반면 금융민주화, 금융표상, 일상의 금융화, 금융역사문화연구, 경험적 

금융통치성연구 등 금융문화연구는 1970년대 이후 생활세계로부터 노동과 

수요만이 아니라 자본과 신용을 조달해야 하는 금융체계의 대중금융자본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금융문화연구는 금융체계가 문화체계와 

생활세계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담론에 의해 구성되며 이러한 담론의 

타당성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융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메커니즘에 부합하도록 담론을 구성하고 일상을 조직화하며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또 금융메커니즘에 맞게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고, 정부를 

조직화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편성을 

갖는 합리성, 즉 금융통치성을 요청하게 된다. 

경험적 금융통치성연구는 선구적인 금융통치성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랭글리는 푸코의 통치성연구 틀을 변형하여 사회와 시장에 대한 금융의 

영향력을 주체와 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하지만 금융메커니즘이 어떤 

통치성 내에 정립되려면 경험적 현상을 넘어서 산업적 통치성과 차별화되는 

이론적 기획을 갖춰야 한다. 이 기획에는 주체, 시장, 사회를 하나의 원리로 

구성하는 통치성에 대한 고찰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금융통치성에 의해 주체 

구성을 설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시장의 통치와 사회의 통치를 이론화한 뒤, 

이러한 금융통치성의 이론틀을 바탕으로 현실의 구체적인 담론 및 담론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사실 금융은 인류가 축적을 하게 되고 빈부격차가 생긴 이래로 생겨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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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있다. 서구 근대사를 금융 지배의 역사로 보는 생각은 대중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류 경제사가의 손에 의해 서술되기도 했다(宋鴻兵, 

2007/2008; Ferguson, 2008/2010).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금융통치성을 18세기 

이후 발전해온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최신 형태로, 특히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미국모형의 심화된 형태로 이해한다. 즉 과거에도 금융에 대한 통치, 

금융에 의한 통치는 존재했지만, 주체구성과 시장통치와 사회통치를 하나의 

원리로 묶어주는 시대정신으로서 금융통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면에 초점을 두고 금융통치성연구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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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론적 논의 

 

1절 금융통치성연구의 이론 

 

여기서는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 등에서 보이는 산업과 상업 중심의 

통치성을 넘어서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금융통치성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금융통치성은 미국모형이 심화되면서 나타난다. 다른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과 

마찬가지로 금융통치성 역시 주체, 사회, 시장을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재구성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금융통치성은 금융체계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금융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시장 및 주체, 사회를 구성하고 개입하는 총체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 때 금융메커니즘은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금융을 통해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을 

뜻한다. 더 나아가 금융통치성 역시 다른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과 마찬가지로 

사회메커니즘이 금융메커니즘과 접합되면서 더욱 발전한다.  

금융통치성은 두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1단계에서 금융통치성은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된다. 시장이 금융화됨에 따라 주체, 사회, 정부가 그에 걸맞게 

재편된다. 2단계에서 금융통치성은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 1단계에서 주체, 사회, 

시장, 정부의 재구성이 사회메커니즘과 접목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 

2단계의 금융통치성은 일반화되어 금융은 물론 시장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때로는 금융과 관계된 현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뜻 

단순히 금융시대의 통치성, 우연한 관계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론 수준, 

합리성 수준, 통치성 수준에서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취급된다. 여기서는 

금융통치성을 두 단계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금융통치성의 대두: 금융화의 금융통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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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모형은 198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면서 논리적으로 최소한 두 형태로 

귀결된다. 미국화(Americanization), 금융화가 그것이다. 첫째, 외치 측면에서는 

미국화,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이름으로 미국식 제국주의의 확산이 

진행된다. 둘째, 내치 측면에서 금융화는 기업화의 심화와 위기의 결과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뤄졌으며, 그 기원은 198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이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실현된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서는 미국모형의 심화 

중에서 특히 금융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0
.  

금융화는 1단계 금융통치성이 대두하는 계기가 된다. 이 때 금융통치성은 

경제체계를 금융 중심으로 전환할 때 주체와 사회를 이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화는 통치영역을 고려하면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국가 

중에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부분인 정부가 금융화되는 정부의 금융화, 둘째, 

시장 및 기업이 금융화되는 시장의 금융화, 셋째, 사회가 금융화되는 사회의 

금융화가 그것이다. 즉 1단계 금융통치성에서는 시장이 금융화되면서 정부와 

사회도 시장의 금융화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또는 시장의 금융화를 정부와 

사회의 문제해결책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금융화된다.  

미국 내지 영미권의 경험을 중심으로 각각의 금융화를 정의해보자. 우선 

정부의 금융화는 정책(policy)의 금융화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의 금융화는 

시장과 사회에 대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금융화되는 현상이다(박상현, 

2008). 경제정책은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눠진다. 먼저 화폐정책의 

금융화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화주의적 관점에서 통화긴축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화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재정정책의 

금융화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재정정책이 화폐정책에 종속되어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것이다(박상현, 2008). 다른 하나는 정부가 재정을 조세가 

아니라 직접금융을 통한 신용(credit)에 의존하는 현상을 뜻한다(Froud et al., 

                              

30
 미국화에 대해서는 네그리와 하트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Hardt & Negri, 

2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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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1

. 사회정책의 금융화는 빈민구호나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금융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대출, 저축, 보험 등을 

소액으로 제공하는 소액금융(micro-finance)는 그러한 예이다(Yunus, 1997/2002; 

Armendáriz & Morduch, 2010). 

다음으로 시장의 금융화의 주요 현상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경제가 산업자본 중심에서 금융자본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헤게모니 

자본주의 체계가 산업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으로 이행하는 체계적 

축적순환(systemic cycle of accumulation)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Arrighi, 

1994/2008)
32

. 둘째,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에 기반한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에서 투자은행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으로 이행하는 탈중개화가 나타난다(Froud et al., 2002). 언뜻 생각하면 

금융화는 경제의 무게 중심이 산업자본에서 간접금융자본으로, 

간접금융자본에서 직접금융자본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산업자본과 간접금융자본의 무게가 한꺼번에 직접금융담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도 있다.  

끝으로 사회의 금융화는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째, 대중이 자신의 신용을 

                              

31
 이를 소위 쿠폰 풀 자본주의(coupon-pool capitalism) 라고 부르기도 한다. 쿠폰이란 채

무자가 채권자에게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에 발행 당시 기입된 액면이자를 뜻한

다. 액면이자는 만기수익률이나 할인된 현재가치와는 다르다. 예컨대 발행가 1000원짜리 

채권의 연간 액면이자율이 10%이고 시장이자율이 1년간 20%로 유지된다고 하면, 1000원

짜리 채권A을 보유시 1년 뒤 1100원을 받게 되는데, 시중의 다른 발행가 1000원짜리 채

권B의 경우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A를 당장 팔 경우 현재가치는 100원 할인

된 900원으로 책정된다. 이 때 채권 A의 수익률은 -10%가 된다. 
32
 아리기의 체계적 축적순환 모형은 세계체계론의 일반 모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체계적 축적순환은 크게 실물적 팽창기(a period of material expansion)와 금융적 팽창기

(a period of financial expansions)로 나눠진다. 실물적 팽창기에는 산업성장이 이뤄지는 

한편 이윤율이 하락한다. 산업의 이윤율이 금융의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산업성장이 둔화

되고 징후적 위기(signal crisis)가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적 팽창기는 금융적 

팽창기로 전환되고 일시적으로 경제 전반의 이윤율이 회복되는 ‘ 좋은 시절(belle 

époque)’이 도래한다. 그러나 금융적 팽창은 위기의 지연 내지 심화에 불과하다. 결국 

최종 위기(terminal crisis)가 도래한다. 한 헤게모니 국가가 앞선 헤게모니 국가의 축적순

환 체계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축적순환 체계를 형성할 때, 헤게모니 이행(hegemonic 

transition)이 이뤄진다. 역사적으로는 16세기 이탈리아 체계에서, 보호비용을 내부화한 

17세기 네덜란드 체계, 생산비용을 내부화한 19세기 영국 체계, 거래비용을 내부화한 20

세기 미국 체계로 전개된다(Arrighi, 199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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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금융시장의 투자자로 대거 참여하게 되는 소위 

금융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대중금융자본주의가 실현된다(Nocera, 1994). 둘째, 

대중은 금융투자자 또는 금융시장에 맞는 어떤 주체로 재구성되고, 이에 맞게 

일상이 재조직화되는 일상의 금융화가 진행된다(Martin, 2002). 금융민주화와 

일상의 금융화에 대해서는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금융통치성에 대한 

문화연구적 접근에서 살펴보았다. 

 

2. 금융통치성의 확산: 심리메커니즘과의 접합 

 

1) 심리메커니즘의 포섭과 행동경제학 

 

푸코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치메커니즘은 크게 사회메커니즘과 

시장메커니즘으로 나누어진다. 각 메커니즘은 고유한 원리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장메커니즘은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으로 

발전한다. 사회메커니즘은 권위주의 통치성에서는 사목메커니즘, 사법메커니즘, 

규율메커니즘으로, 자유주의 통치성에서는 안전메커니즘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푸코의 통치성연구를 정리할 때 지적했듯이,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시장메커니즘만 따르기 때문에 시장통치성인 것은 

아니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시장메커니즘 중심으로 시장과 사회와 주체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메커니즘을 시장메커니즘에 접목시켜서 

시장메커니즘을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도 시장 중심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푸코의 중농주의 설명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 있다. 

중농주의에서는 안전메커니즘과 같은 사회메커니즘을 시장메커니즘에 접목했다. 

중농주의자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가격메커니즘이 작동하여 풍년과 흉년에도 불구하고 곡물 생산량은 최소한 

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으로 발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메커니즘은 안전메커니즘 외에 또 다른 형태가 발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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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메커니즘을 경험적 수준에서 심층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연역적으로 도출하면 안전메커니즘은 

심리메커니즘으로 발전한다. 

심리메커니즘은 이미 미국모형에서 시장메커니즘과 접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흔히 자기계발론에 대한 분석에서 통치성에서 심리학의 활용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기는 하다(예컨대 Rose, 1990), 

하지만 심리메커니즘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안전메커니즘은 기술통계를 

핵심 방법으로 삼는다. 반면 심리메커니즘은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추리통계를 

전면 도입한다. 출생률처럼 비율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나 

선호처럼 서열적으로 측정되는 변인들로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이 확대된다. 즉 

비율변수에서 서열변수로 계산가능성이 확장된다.  

심리메커니즘에서 주체는 전집으로서의 인구에서 표본(sample)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대중(the mass)으로 간주된다. 분석할 사회의 특성은 합리적인 

시민사회에서 심리적인 대중사회로 전환된다. 사회에 대한 지식과 통제를 위해 

사회과학 전반에 심리메커니즘이 도입되는데, 이는 단지 사회심리학 이론이 

활용되는 수준을 넘어서 방법론적으로 추리통계가 확대 적용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0년대 이후 특히 가속화됐다. 물론 

사회과학에 도입된 근대적 추리통계의 기원은 20세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tigler, 2003/2005). 그러나 추리통계가 사회과학 전반에서 일반화된 

방법론으로 활용된 것은 심리학에서 1940~1950년대 추론혁명(inference 

revolution)을 거쳐 영가설유의도검증(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 NHST)이 

보편화된 1960년대 이후이다(조재근, 2013).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에서 NHST를 통해 대중심리에 대한 인과모형이 생산되고 인과적 

지식이 축적된다. 

심화된 미국모형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사회메커니즘과 접합된 사례로서 

행동경제학을 살펴본다. 행동경제학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이론적 기획이다. 

즉 행동경제학은 시장과 금융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체, 시장, 사회 

전반에 대해 기존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혁신한다. 사실 이러한 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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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화와의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은 금융에 대한 통치성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이 완전시장을 효율시장에, 효율시장을 금융시장에, 금융시장을 

실물경제에 근사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즉 실물경제를 금융시장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금융시장을 실물경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실물경제 

논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거품과 공황이 나타난다. 

행동경제학은 산업이나 상업 등 실물경제와 구분되는 금융시장 특유의 

현상으로서 거품과 공황에 특별히 주목한다. 다음에서는 금융화를 넘어서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통치성의 주체, 시장, 사회에 대한 기획을 살펴보도록 

한다. 

 

2) 행동경제학에 따른 금융통치성의 주체, 시장, 사회 

 

푸코는 독일모형과 미국모형의 주체 구성 모형으로 축적과 함께 경쟁을 

제시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고전모형에서처럼 교환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이다.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기업과 동일하다. 인간은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활동 역시 경쟁원리에 따라 

행동한다(Foucault, 2004b/2012, 218~227쪽, 314~343쪽). 

교환과 경쟁은 다르다. 교환은 등가교환을 핵심으로 한다. 즉 1원짜리 상품 

A가 화폐 1원을 매개로 또 다른 1원짜리 상품 B과 교환된다. 그러나 경쟁은 

등가교환이 아니라 등수를 중시한다. 경쟁에서 이긴 1등과 그렇지 못한 2등, 

3등, 꼴찌가 존재한다. 

시장에서 경쟁은 선호와 거울의 양면과 같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선호되어야 한다. 공급자인 기업 간 경쟁 문제는 수요자인 주체 관점에서 보면 

어느 기업을 선호하는 문제,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 문제가 된다. 사실 선호의 

문제는 기업 간 경쟁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미국모형에서는 경쟁이나 소비 등 다양한 선호의 문제를 교환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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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해왔다
33
. 

금융통치성과 더불어 선호의 문제는 비로소 고유한 방식으로 사유되기 

시작한다. 선호하는 주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주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본성에 따르는 주체로 간주된다. 즉 

경제주체는 더 이상 산술적으로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그저 대략적으로 희망하는 인간, 즉 호모 

에스페란스(homo esperance)가 된다.  

인적자본론을 비롯하여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심리학을 동원하여 

노동과정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선호하는 인간과 그들이 만드는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의 성과를 

활용하여 경제학 전반을 가장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인간의 행위는 기대효용가설(expected utility 

hypothesis)로 설명된다. 기대효용가설에서 인간은 흔히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이자 이해타산적 계산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경제적 인간은 행동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효용 기대치에 기초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고 가정한다(von Neumann & 

Morgenstern, 1944).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경제적 인간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인간이 경제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행동경제학이다. 행동경제학은 선호의 문제를 

교환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교환에서 제기되는 질문 형식과 선호에서 제기되는 

                              

33
 선호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은 소득이 일정한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

인지를 설명하는 소비자선택이론(theory of consumer choice)에서 다뤄졌다. 소비자선택

이론은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이론을 시작으로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이론을 

거쳐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이론으로 전개됐다. 한계효용이론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각 재화의 추가적 단위지출로 얻는 한계효용이 같도록 재화 소비량을 결정한다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기반한다. 무차별곡선이론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으로 

효용의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효용이 같은 무차별곡선을 복수로 상정하고 주

어진 예산에서 각 재화의 합리적 소비량을 결정한다. 현시선호이론은 주어진 가격과 소

득 상태에서 선호가 항상 일관되게 수요로 현시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현시선호이론에서

는 선호가 사실상 수요법칙으로 환원된다(박은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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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식은 다르다. 즉 교환에서는 “많고 적음”이, 선호에서는 “좋고 

싫음”이 문제시된다. “많고 적음”은 비율척도로 계산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문제를 구성한다. 즉 사과 2개는 사과 1개보다 두 배 더 많다. 반면 “좋고 

싫음”은 서열척도로 표시되는 변수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즉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한다고 할 때 이것을 몇 배나 더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다.  

사실 선호는 비선형적(nonlinear)으로 변화한다. 행동경제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이러한 비선형적 선호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Kahnemanm & Tversky, 1979). 전망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용이 아니라 심리적 가치(value)에 따른다. 가치 

판단에는 부(wealth)를 기준점에서의 증감에 의해 판단하는 준거 

의존성(reference dependency), 한계가치가 체감하는 민감도 체감성(diminishing 

sensitivity), 손실이 이익보다 강하게 평가되는 손실회피성(loss aversion) 등이 

나타난다(友野典男, 2006/2007, 105~121쪽). 이를 반영한 것이 가치함수이다. 

가치함수는 기대효용가설의 효용함수를 대체한다. 한편 기대효용은 효용과 

확률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기대효용가설에서는 이 확률이 선형적인(linear)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전망이론에서는 이를 비선형적인 

확률가중함수(probability weighting function)에 따르는 주관적인 확률로 

대체한다
34
. 

행동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대해 금융시장을 효율적이기는커녕 심리적인 

경제주체가 구성하는 비합리적 시장의 전형으로서 살펴본다. 이들은 특히 

금융시장을 합리적 경제주체가 구성하는 효율시장으로 간주하는 

효율시장가설을 공격한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효율시장가설은 세 측면에서 부정된다. 첫째 투자자는 

앞서 말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투자자의 비합리성이 나타난다. 둘째 

심리적인 잡음 거래자(noise trader)의 행위는 무작위적이지 않고 서로 따라 

                              

34
 기대효용이론에서 기대효용은 효용에 확률을 곱한 값인데 이 때 확률은 0과 1 사이에

서 1차함수로 그려지는 객관적 확률이다. 반면 주관적 확률은 확실(p=1), 가능성 있음

(0<p<1), 불가능(p=0)의 세 영역으로 나눠지고, 중간영역은 같은 값을 갖는 계단식의 가중

함수로 그려진다(Barr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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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군집현상(herding)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절로 상쇄되지 않고 가격에 

영향을 준다, 셋째, 비합리적 가격 차이가 나타날 때 즉시 차익을 취해서 

군집행동 등의 비합리적 행위의 효과를 상쇄할 차익거래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기관투자자의 필연적인 비합리성, 대체주식 부재에 따른 

위험(risk) 존재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다. 즉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제약이 나타난다. 

경험적으로는 추세에 따르는 모멘텀(momentum) 투자기법 등 

기술분석(technical analysis), 장기적으로는 과대 평가된 승자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는 승자-패자 역전현상(winner-loser reversal) 등 가치투자(value 

investment)에 의해 효율시장가설 중 약형(weak form) 가설과 준강형(semi-

strong) 가설이 반박된다(정운찬·김홍범, 2012, 171~191쪽)
35
. 12월에 주가가 

오르는 달력효과(calendar effect) 등 이상현상(anomalies) 역시 효율시장가설 

내의 단순한 예외로 취급되지만,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행동경제학적 

반례처럼 보인다
36
. 이 때문에 대중매체행동금융학처럼 시장이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행동경제학자들이 미디어의 효과에 주목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박대민, 2014a; Schuster, 2006).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행동경제학이 금융시장 자체가 아니라 금융시장을 잘못 

이해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비판한다는 점이다. 인간이라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는 마치 중농주의가 중상주의를 

비판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심리적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훈육하는 규범적 사고는 찾기 힘들다. 대신 시장인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인지심리학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학은 교환하는 

                              

35
 효율시장은 시장참여자 대다수가 합리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잡음 거래자

가 다수 참여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비합리적 거래자의 행동이 무작위적이라면 서로 상

쇄되고, 상관된다면 차익거래로 상쇄되기 때문이다(Shleifer, 2000). 효율시장가설은 경험

적으로는 과거주가와 현재주가를 통해 미래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약형, 공개정보

(public information)를 통해 미래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준강형, 내부자 정보를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정보를 통해 미래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강형(strong form)으로 유형화

된다(정운찬ㆍ김홍범, 2012, 166~167쪽). 

36 이상현상 사례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 www.investorhome.com/anomaly.htm  

http://www.investorhome.com/anomaly.htm


 

56 

 

이상적 인간이 아니라 선호하는 현실적 인간을, 그 인간의 광포한 시장을, 그런 

시장의 전형으로서 금융시장의 과도한 순환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즉 

행동경제학은 심화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지식이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과 생명권력의 관련 속에서 심리학에 신경과학(neuroscience)이 도입되고, 

이를 다시 경제학에 도입한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이 행동경제학의 

최전선을 구성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Camerer et al., 2005). 더 나아가 

행동경제학은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 일반의 통치성 원리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예컨대 기업가든 정치가든 행동경제학으로 무장한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는 넛지(nudge), 즉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듯이 함으로써, 

장기기증을 늘리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변기 밖으로 

세어나가는 소변량을 줄이는 것 같은 사소한 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넛지는 “자유주의적 개입에 한정”된다(Thaler & Sunstein, 2008/2009). 

 

3) 금융통치성의 개입술로서 등급화 

 

여기서는 금융통치성의 개입술로서 등급메커니즘 내지 등급화를 살펴본다. 

등급화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를 심리와 사회의 통치에 활용하여 시장에 

종속시키고, 이를 통해 권력이 시장과 사회에 개입하는 기술로 활용한 것은 

금융화 이후 본격화됐다. 

기존의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사회와 시장에 대한 개입술은 

가격메커니즘이었다. 좋은 주체 내지 노동력, 좋은 상품 내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이 부여됐다. 

시장과 사회의 구성요소들은 가격을 통해 시장화됐다. 

가격은 비율적으로 계산가능하다. 등급메커니즘은 바로 이러한 

가격메커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다. 즉 비율화할 수 없지만 

서열화할 수 있거나 서열화가 더 타당한 사회의 세부영역을 시장에 접목시킨다.  

그럼 등급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시장에 대한 개입술로서 

신용평가가 있다. 사실 신용이란 믿음의 정도로, 본래 심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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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화된 신용등급을 통해 신용은 등급화되는 동시에 금융시장과 연계된다. 

금융시장에서 신용은 자금조달역량을 의미하게 된다. 신용평가는 자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준다. 신용평가는 시장에서 바람직한 선호의 수준을 

계산하고 공표하여 선호의 기준을 제공한다. 신용등급 부여는 금융시장에서 

신용에 대한 선호를 가격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술이다. 파생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 더 나아가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신용등급을 

부여받음으로써 금융시장으로 진입한다.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개인, 기업, 

정부에 대한 선호가 서열적으로 계산가능해진다. 시장에서 금융통치성이 전면 

적용되면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기법이 만들어진다. 

피치, 무디스, S&P 등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이 급성장한다. 더 나아가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37

이라는 금융상품은 부도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사실상 

시장참여자가 신용등급을 실시간으로 재평가해주는 기능을 한다.  

신용평가는 국가가 개인, 시장, 사회에 개입하는 기술, 그리고 한 국가의 

주권에 다른 국가가 개입하는 기술이다(Sinclair, 2005). 국가는 기업과 개인에게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통치에 다양하게 활용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경영에 개입한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GM)에 495억 

달러의 구제금융(bailout)을 제공하는 한편 자회사 매각 등 경영에 개입했다. 

개인에게도 신용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는가 하면, 파산을 유도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부여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에는 IMF 

등 국제기구를 매개로 지원하는 대신, 재정적자(budget deficit) 감축, 

민영화(privatization), 시장개방 등을 요구한다. 즉 신용평가를 통한 국가 주권의 

제한과 통치에 대한 개입이 이뤄진다.  

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이 낮다고 투자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등급을 

                              

37
 채권의 부도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JP모건이 1997년 개발했다. 예컨대 A기업

에 B은행이 대출할 때 C은행과 CDS 계약을 맺으면 B는 C에 일종의 보험료인 프리미엄

(premeium을 지급하고 C는 A가 부도 시 대출금을 대신 B에게 지급한다. 부도위험이 크

다고 판단될수록, 즉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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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입 대상과 수준을 면밀하게 선별해 관리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낮은 신용등급의 주체는 관리되거나 금융체계에서 퇴출되다. 개인, 기업, 정부의 

생사여탈이 신용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심지어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개인, 기업주, 금융인이 자살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신용등급은 생명권력이 

금융을 통해 시장과 사회에 개입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신용평가는 점차 내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선별력이 하락한다. 심리적 

요인으로 시장의 거품이나 공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거품과 공황의 시기에 

신용등급은 양극화된다. 시장에 거품이 끼면 서브프라임모기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팔려나간다. 반면 

공황이 닥치면 3개월 미국 국채
38
처럼 최상위 신용등급이 부여된 금융상품에만 

수요가 몰린다. 즉 보통 10여 개 등급으로 나누어진 신용등급이 점차 사실상 

투자적격과 투자부적격으로만, 또는 최상위등급과 나머지 등급으로만 나눠지게 

된다. 요컨대 양극화 현상, 즉 서열화된 선호가 두 개의 값만 갖는 명목변수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선호를 더욱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만 

판단한다. 이런 양극화는 심리적 등급화 내에 내재한 모순이다. 

한편 등급화는 사회통치에도 활용된다. 사실 계급제도나 직급체계 등에서 

보듯이 등급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금융통치성의 

개입술로서 사회의 등급화는 시장에 봉사한다. 즉 비율화된 점수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런 식으로 평가했을 때 논란이 큰 사회영역을 대략적으로 나누기만 

할뿐만 아니라 이를 시장과 결부시켜야 할 때 등급화가 활용된다. 심지어 어떤 

                              

38
 미국 국채인 미국재무부증권은 발행시의 만기와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크게 1년 이하

(3∙6∙12개월) 단기채(Treasury-bill, T-bill), 1년 이상 10년 이하(2∙3∙5∙7∙10년)의 중기채

(Treasury-note, T-note), 10년 이상(30년)의 장기채(Treasury-bond, T-bond)로 구성된다. 

미국 국채는 세계 최강대국이자 사실상 기축통화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세계에서 부

도 위험이 가장 낮은 채권으로 취급된다. 특히 만기가 짧을수록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

문에 3개월물 미국 국채의 금리는 보통 세계 단기채권 금리 기준인 런던 은행 간 금리

인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보다도 낮게 책정된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3개월물 리보에서 3개월물 미국 국채 금리를 뺀 TED 스프레드(Treasury Euro-

Dollar spread)가 무려 400bp(basis point), 즉 4%나 되는 등 극단적인 미국 국채 선호가 

나타났다. 



 

59 

 

경우 비율화된 점수가 오히려 부당하고, 서열화된 등급이 더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예컨대 학생 성적은 물론 대학교이나 교수 업적, 학술지 평가 

등에도 등급제가 점수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등급화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가 결정되는가 하면, 이에 따라 신용평가도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는 등급화를 통해 사회의 보다 많은 영역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사회의 등급화는 시장의 등급화와 동일한 방법을 반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보완하기도 한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인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주택청약제도를 생각해보자. 만일 시장을 통해서만 서민주택이 분배되게 

한다면, 자산가들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더 낮은 금융비용으로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주택을 배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의 주체 및 시장의 상품을 등급화하여 시장을 보완하는 기술로서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다. 상품인 주택은 규모와 공급자에 따라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등으로 유형화된다. 주체인 주택청약자는 신용등급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1~3순위로 등급화된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비수도권 이주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이전기관 종사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별도로 최우선 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다. 등급화된 주택청약자와 주택은 청약통장을 매개로 연결된다. 서민은 

주택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함으로써 예금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금융주체로 전환된다. 

청약통장의 예금액은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주택건설의 핵심 

재원이 된다. 주택청약제도는 신용평가만 활용했을 때 주택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금융시장과 연계해 해결함으로써 금융통치성을 

보완·강화하는 방법인 것이다
39
. 

                              

39
 미국은 서민주택문제를 보다 시장 중심적으로 해결해왔다. 즉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층의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직접금융시장에서 유동화하고 파생상품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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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사회의 등급화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신용평가와 다른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와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사회의 

등급화는 궁극적으로 시장, 특히 금융시장과의 접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대안이 아니라 시장의 수단이다. 

 

3. 소결: 금융통치성의 이론과 한국 현실에의 적용 

 

앞서 선행연구검토와 본 절에서는 서구의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계보학적 

전개를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 심화된 미국모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각 모형은 지식과 연계되어 고유한 주체, 시장, 사회에 대한 이론을 갖추고 

있다. 우선 이 모형들은 주체를 시장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고전모형은 

교환주체, 독일모형은 경쟁주체, 미국모형과 심화된 미국모형은 자본을 

축적하는 기업주체나 금융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또 

시장통치와 사회통치 측면에서 보면 고전모형에서는 시장과 사회의 모형으로서 

상업도시와 상업도시에 대한 국가의 자유방임을 특징으로 한다. 독일모형에서는 

시장 경쟁 확립을 통한 국가의 재건과 시장 경쟁 확립을 위한 사회의 질서 

확립을 추구한다. 미국모형에서는 시장을 통한 국가의 건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통치와 동일한 원리로 사회를 구성한다.  

기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모형은 198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1차적으로 시장의 금융화와 이에 상응하는 사회의 금융화는 금융통치성이 

대두하는 징후이다. 더 나아가 금융통치성 아래에 인간은 선호하는 주체와 

의견을 갖는 표본화된 대중으로 재구성된다. 시장과 사회에 대한 지식은 

행동경제학과 추리통계를 통해 쌓여간다. 시장은 효율시장이 아니라 거품과 

                                                                           

전세계적으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했다. 

예컨대 투자은행이 정부가 보증하는 우량모기지인 프라임모기지(prime mortgages)나 알

트A모기지(Alt-A mortgages)와 함께 증권화하고, 이를 쪼개어 섞어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만든 뒤, 신용등급을 상향 부여하여 전세계에 판매한다. 투자은행은 위험을 CDS 거래를 

통해 해소하거나 분산투자를 통해 최소화하는가하면, 이 상품을 재판매함으로써 다른 투

자자들에게 분산시킨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유동화 방식과 관련 파생상품이 금융위기를 

초래 과정에 대해서는 진의 글을 참조하라(Sin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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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을 반복하는 현실적인 심리시장으로 다뤄진다. 사회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시민의 사회가 아니라 심리적인 의견을 가진 대중사회로 다뤄진다. 시장과 

사회에 대한 개입은 등급화를 활용한다. 정부는 신용평가를 통해 개인과 기업과 

타국의 주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의 등급화를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회통치를 강화한다. 요컨대 금융통치성은 행동경제학, 추리통계, 

등급화를 통해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즉 사회와 시장에 대한 국가적 

통치, 개인과 기업과 정부의 행위에 대한 역량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제한하는 시대적 일반 원리로 부상한다. 

정리하면 금융통치성은 주체, 사회, 시장에 대한 이론적 기획 측면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통치성과 구분된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심화된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금융통치성이 1 대 1로 대응되지 않지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시장주체를 교환경쟁축적하는 

주체로, 시장을 효율시장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지식으로서 효용함수를 

포함한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을 핵심으로 삼는다. 사회주체는 전집으로서의 

인구로, 사회는 기업화된 사회이거나 합리적 행위로 환원되는 시민사회, 이에 

대한 지식 축적의 방법론으로서 기술통계와 이론으로서 합리적 선택이론을 

활용한다. 개입술로는 다양한 시장화가 활용된다. 반면 금융통치성은 

시장주체를 선호하는 주체로, 시장을 심리적 시장으로 보며, 이를 전망이론에 

입각한 행동경제학으로 설명한다. 사회주체는 표본으로 환원되는 분화된 

전집으로서 대중으로, 사회는 금융화된 사회이거나 의견 내지 선택의 심리적인 

대중사회로 간주된다. 대중사회에 대한 지식 축적의 방법론으로서 추리통계가 

활용되어 각 분과학문별로 활용된다. 시장과 사회에 대한 개입술로서는 

시장화가 심화된 등급화가 활용된다. 

이러한 금융통치성의 개념은 미국모형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뒤의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은 주로 

금융통치성이 대두하는 과정, 즉 1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이 금융화되고 

이에 상응하는 주체와 사회가 구성된다. 여하튼 한국의 금융통치성 대두 과정 

역시 주체, 시장, 사회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장심리의 문제나 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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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등 2단계 금융통치성의 발전을 요청하는 

흐름도 나타난다.  

 

<표 5>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금융통치성의 비교 

 미국모형 

(신자유주의 통치성) 

심화된 미국모형  

(금융통치성) 

시장주체 교환축적경쟁의 주체 선호의 주체 

시장 효율시장 심리시장 

사회주체 인구 대중 

사회 기업사회, 시민사회 금융사회, 대중사회 

시장메커니즘 가격메커니즘 등급메커니즘 

사회메커니즘 안전메커니즘(기술통계) 심리메커니즘(추리통계) 

시장이론 신고전학파 경제학 행동경제학 

사회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심리학, 심리학적 사회과학 

 

다음 절에서는 금융통치성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선 현대의 

핵심적 통치성으로서 금융통치성은 지식으로서의 담론 중에서도 특히 

대중매체담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와 담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날이 복잡성이 커지는 

현대사회의 통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양의 대중매체담론을 

분석해야 한다. 즉 금융치성연구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중매체담론분석으로서 컴퓨터 보조 담론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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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금융통치성연구의 방법론 

 

여기서는 대중매체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 대한 계보학적 방법으로서 

대중매체담론분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담론에 대한 언어학적 설명을 

검토한 뒤, 언어학에서 말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 

등을 보완한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을 통치성연구와 접목시키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회체계 전반에 대한 담론적 구성을 이해하는데 적당한 대규모 

대중매체담론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 이용의 필요성을 지적할 것이다.  

 

1. 통치성연구에서 담론과 사회의 구성적 관계 

  

1) 언어학에서 담론의 정의와 비판적 담론분석의 개념 

 

언어학에서 담론(discourse)이란 문장(sentence)으로 구성되는 문장 이상의 

언어를 뜻한다. 담론의 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형식주의(formalism)와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대립한다
40
. 형식주의는 언어를 정신적 현상으로 보며, 

언어능력은 개인의 능력이며, 언어의 보편성은 유전적으로 주어진다고 본다. 

형식주의는 언어는 탈맥락적(decontextulaized) 단위로 보고 그 문법적 관계를 

분석한다. 반면 기능주의는 언어를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언어능력은 

소통의 필요에 의해 발현되며, 언어의 보편성은 소통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기능주의는 언어를 맥락적(contextualized)인 발화(utterance)로 보고 

어떤 맥락 속에 사용됐는지에 주목한다(송경숙, 2002, 15~19쪽). 

일반적으로 담론분석은 형식주의와 기능주의가 접목되어 있다. 담론분석의 

유형으로는 언어를 행위로 간주하는 화행론(speech act theory), 발화자의 

의도와 청취자의 해석에 따른 언어의 의미에 관심을 두는 화용론(pragmatics), 

대화를 인접쌍(adjacency pair) 등 구조 중심으로 분석하는 

                              

40
 이 때 기능주의는 언어학적 의미로, 사회체계론에서의 기능주의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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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대화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담화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상호작용 사회언어학(interactional sociolingustics), 한 사회의 

언어 변화에 주목하는 변이분석(variation analysis), 집단의 소통을 참여관찰하는 

소통민속지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 등이 있다(송경숙, 2002, 19~42쪽). 

언어학 관점에서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화연구자에게는 친숙한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은 대표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CDA는 ○1  언어가 사회생활의 환원불가능한 부분이고, ○2  

사회생활의 다른 요소들과 변증법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3  따라서 

사회조사분석에서는 언어를 주목해야 한다는 가정에 따라 수행된다. CDA는 

단순히 텍스트와 담론만을 분석하지 않는다. 이를 사회 구성과 연계하고, 또 

사회를 담론 구성에 연계한다. 요컨대 CDA는 세 차원에서 분석이 이뤄진다. 

텍스트 차원의 분석, 텍스트 생산 또는 해독 과정을 의미하는 담론적 실천 차원, 

텍스트와 담론적 실천 사이에 작용하는 사회제도적 상황의 효과인 사회적 실천 

차원이 그것이다(Fairclough, 1993; 2003/2012, 16~19쪽). 

다음에서 살펴볼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과 푸코의 통치성연구 역시 담론을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버마스는 화행론, 화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을 종합하고 사회체계론과 접목시켜, 담론을 사회체계의 

비언어적 전략적 행위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푸코는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체, 사회, 시장, 국가를 권력의지에 의한 

담론구성체(discoursive formation)로 간주한다. 

 

2) 소통행위이론을 통해 본 대중매체담론과 사회의 구성적 관계 

 

여기서는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을 검토하여 담론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하버마스가 생활세계 속의 공론장이 해주기를 

기대했던 기능분화된 하위사회체계들에 대한 언어적 타당성 요구 역할을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체계가 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론(two level society)을 수정하여 하위사회체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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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체계를 정의하는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이 요청된다(박대민, 근간). 

여기서는 이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은 대중매체체계의 

기능을 모든 하위사회체계들 간의 경계로서 하위사회체계들간의, 그리고 

하위사회체계들과 생활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재구성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관점을 통치성연구와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행적 담론에 의한 하위사회체계의 타당성 

요구라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언어적 소통에 의한 생활세계로부터, 표준화된 

상황에서 화폐나 권력 등의 조절매체를 활용한 비언어적 소통에 의해 

하위사회체들이 기능분화된다. 이러한 조정매체로는 화폐와 권력이 있으며 

각각은 생활세계로부터 경제체계와 정치치계를 분화시킨다. 이렇게 하버마스는 

체계만을 강조하는 사회체계론자들과 달리 사회가 체계와 생활세계가 

공존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2단계 사회론이다(Habermas, 1987/2006). 

그런데 하버마스는 파슨스가 제시한 네 가지 조절매체 중 화폐와 권력은 

비언어적 소통매체로 그대로 두고, 영향력과 가치구속은 생활세계의 

조절매체이기도 한 언어적 소통매체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그는 파슨스의 

문화체계를 행동체계, 인성체계와 함께 생활세계로 환원한다(Habermas, 

1987/2006, 388~439쪽).  

하지만 파슨스의 문화체계를 생활세계 속 문화로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세계로부터 기능분화된 문화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지식을 

전승하는 문화와 구분되는 전문화된 영역으로서 문화체계가 존재한다.  

하버마스는 매체를 크게 언어적 소통매체와 비언어적 소통매체로 나눈다. 

비언어적 소통매체에는 화폐와 권력이 존재한다. 언어는 화폐와 권력처럼 모두 

소통매체다(Habermas, 1987/2006, 413쪽). 그런데 언어도 화폐나 권력처럼 

체계형성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버마스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파슨스를 비판하면서 언어가 두 가지 형태

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버마스는 파슨스가 체계형성 효과를 갖

는 조절매체로 제시한 영향력과 가치구속을 언어적 상호작용으로서 소통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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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된 형식이라고 표현한다(Habermas, 1987/2006, 428쪽). 이는 뒤집어 말하면 

소통의 일반화되지 않은 형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된 상황에서 

소통의 일반화된 형식은 일상적 언어에 의한 합의형성 과정에서 벗어나 성과지

향행위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 하위체계를 형성한다.  

사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억지

스럽다며 애써 무시한다. 왜냐하면 영향력과 가치구속은 화폐는 물론 권력과 비

교해도 측정, 양도, 축적이 어렵고, 소유권과 공직과 같은 뚜렷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Habermas, 1987/2006, 428~429쪽). 

그러나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학계, 예술계, 종교계, 대중매체체계 등은 

언어라는 조절매체가 정박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버마스는 이 중 일부를 

언급했지만 그저 예외로만 치부한다(Habermas, 1987/2006, 429쪽). 하버마스는 

저널리스트, 지식인, 예술가 등이 생활세계 내 공론장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은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체계의 

구성원이다. 전문화된 언어를 통해 문화체계가 생활세계로부터 기능분화된다. 

이와 달리 생활세계의 일상언어는 비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합의 형성과정의 

언어적 소통매체이다. 

문화체계의 논증 방식은 생활세계의 논증 방식과 다르다. 예컨대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자연과학적 지식들에 

의해서만 새로운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Kuhn, 1962/2006). 예술제도론에 따르면 

예술계에서도 예술작품은 예술계에서 예술로 인정한 인공품으로 

규정된다(Dickie, 1984/1998).  

학계, 종교계, 예술계는 대중매체체계와 구분되어 엘리트문화체계 내지 

고급문화체계로 묶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중매체체계는 대중문화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대중매체체계는 최소한 언론계와 광고계를 포함하는 

연예계(대중예술계)로 구성된다. 대중매체체계 역시 일종의 엘리트에 의해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급문화체계에 비해 전문직 특성이 약하고 그 

언어도 생활세계의 언어와 한층 비슷하다.  

문화체계가 경제체계는 물론 정치체계와 비교해도 생활세계적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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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체계의 조절매체는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생활세계와 같은 언어적 소통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문화체계의 언어에 비해 대중매체체계의 언어와 생활세계의 언어는 

더욱 비슷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중매체체계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우선 대중매체체계는 

하위사회체계로서 생활세계로부터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요구에 직면한다. 

주로 언론계는 대중적인 진리에 대한 타당성 요구(사실성)나, 정의에 대한 

타당성 요구(정당성)에, 연예계는 대중적인 미에 대한 타당성 요구(진실성)에 

응답한다
41
. 즉 언론이 사실을 다루고 정의로워야 한다거나, 연예계가 오락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대중매체체계에서는 고급문화체계에 

비해 생활세계의 언어에 더 가까운 언어가 사용되므로 이러한 타당성 요구가 

훨씬 더 빈번하게 제기된다. 

더 나아가 대중매체체계는 생활세계로부터 대중매체체계 자체의 타당성 

요구에 직면하기만 하지 않는다. 우선 대중문화체계를 비롯한 문화체계는 

생활세계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소통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생활세계 속 

공론장과 마찬가지로 기능분화된 하위사회체계들의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들에 대한 “예/아니오”의 입장 표명, 즉 타당성 요구 검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즉 그 자체가 공론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중매체체계는 생활세계가 여타 하위사회체계에 제기하는 타당성 

요구를 대리할 수도 있다. 특히 생활세계 속 공론장과 달리 대중매체체계를 

비롯한 문화체계는 그러한 검증을 전문적이고 기능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대중매체체계는 각 하위사회체계가 주로 생활세계를 향해, 포괄적으로는 

전 사회를 향해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할 때 그러한 주장을 매개한다.  

사회체계론에서는 하위사회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상호침투 

                              

41
 대중매체는 기술적으로는 출판, 신문, 방송 등 전형적인 형태는 물론, 온라인토론장, 

블로그(blog),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영역이나, 과거 운동권에서 애용한 전단

지, 대자보, 팜플렛,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방송에 언론

계, 광고계, 연예계가 공존하듯이, 인터넷도 세 하위대중문화체계가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은 전화처럼 생활세계의 비전문적 언어 소통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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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enetration)로 개념화한다
42
. 이 때 상호침투는 흔히 비언어적 조절매체 

간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대중매체체계는 다른 모든 하위사회체계들 간의 경계로서 

하위사회체계들 간의 비언어적 소통, 즉 상호침투를 언어적 소통으로 변환하여 

매개한다. 특히 현대사회가 고도로 기능분화될수록, 그리고 상호침투가 

심화될수록, 대중매체체계, 특히 언론계에 의해 그러한 비언어적 소통을 언어적 

소통으로 변환한다. 즉 언론계가 하위사회체계의 언어적비언어적 작용과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중매체체계의 하위사회체계 간의 상호침투 자체가 우선적으로 

언어를 통해 매개된다. 즉 한 하위사회체계가 전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체계의 타당성 요구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치인이 

경제인과 직접 대면하여 규제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규제완화가 전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상호침투는 

언론계를 통해 매개된다. 더 나아가 정치인은 언론의 타당성 요구를 예상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미리 재구성한다. 요컨대 대중매체담론은 사회체계를 사실성, 

정당성, 타당성 측면에서 재구성하는 수행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3) 통치성연구를 통해 본 담론과 사회의 구성적 관계 

 

하버마스는 담론의 수행적인 기능을 통한 타당성 요구라는 이름으로 

하위사회체계의 전략적 행위 내지는 비언어적 조절매체의 기능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론 하버마스는 최소한 그의 주저 『소통행위론』에서는 

언어적 소통매체에 의한 하위사회체계의 소통적 합리화(rationalization) 가능성 

보다는 비언어적 조절매체를 통해 하위사회체계들에 의해 생활세계가 

                              

42
 사회학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하위사회체계간 상호침투 외에도 미시와 거시의 연계

(link), 행위와 구조의 교차(cross), 그리고 미시/거시와 행위/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는 교차

연계(cross-link)의 관점이 존재한다(정태석, 2002). 교차연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 설명

이 필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상호침투를 교차연계를 포괄하는 크고 느슨한 개

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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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으로 합리화될 가능성, 즉 식민화(colonization)될 가능성을 더 우려한 

듯이 보인다(Habermas, 1987/2006). 

여하튼 이상의 논의만을 놓고 보면,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은 뜻밖에 

푸코의 통치성연구와 적지 않은 부분을 공유한다. 푸코가 사회도 시장도 국가도 

담론에 의해 구성된 담론구성체로 간주하는 것과 하버마스가 사회체계와 

전략적 행위의 타당성이 언어적 소통과 담론적 수행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소통행위론과 푸코의 

통치성연구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주체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비록 하버마스는 후설과 달리 생활세계를 

형이하학적으로 정의하지만, 소통능력을 보편능력으로 전제하고 주체를 선험적 

존재로 간주한다. 반면 푸코는 주체도 담론구성체로 본다. 사실 푸코에게는 

주체뿐만 아니라 사회, 시장, 국가 등 모든 것이 담론구성체이다. 이 담론은 

보편적이고 선험적이며 합리적인 소통능력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도출된다. 즉 담론은 합리성이 아니라 권력의지에 의해, 주체는 

권력과 권력에 의해 구성된 담론에 의해 구성된다. 

 

<표 6> 하버마스와 푸코의 담론-사회 관계 비교 

 하버마스의 소통행위론 푸코의 통치성연구 

주체역량 소통합리성 권력의지 

언어/담론 소통합리성에 기반 권력의지에 기반 

지식 철학 역사 

방법론 화용론 계보학 

담론과 사회의 관계 언어적 소통에 의한 타당성 주장 담론구성체 

생활세계 평등한 시민의 언어공동체 지배자-피지배자의 전장 

시장과 사회 시장이 생활세계 식민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 의해 사회통치 

 

권력과 담론의 관계는 앞서 계보학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권력을 

강조하면 소통합리성을 공유하는 대등한 시민 간의 언어공동체인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대립으로 채워진 푸코의 전장으로 

대체된다. 물론 그 대립은 지배자 간, 피지배자 간에도 이뤄질 수도 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연대하여 다른 연대세력과 대립할 수도 있다.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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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통치권력의 양상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하버마스가 서유럽적 

근대화의 기획으로 간주한 과정은 푸코에게서는 사목권력, 사법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으로의 전개로 이해된다. 

요컨대 푸코는 하버마스와 달리, 주체와 담론을 중립화하지 않고 지배관계 

속에 자리매김시키며, 생활세계의 상호작용을 권력이 작동하는 지배관계로 

파악하고, 철학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진화된 근대화를 통치성의 역사에 의해 

경험적으로 전개되는 투쟁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자는 담론에 

의한 사회의 구성이라는 형식적 틀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담론과 사회와 시장의 구조적 동일성 

 

푸코의 관점을 이어가면 시장도 담론구성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장은 

어떤 권력의지를 반영하여 담론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구성된다. 유사한 

입장에서 제솝은 ‘경제의 기호학’을 주장한다. 경제적 현실은 경제적 담론 

형성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 다양한 하위 담론과 실천이 서로 조응하며 경제적 

현실을 포괄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때 담론은 경제적 가상(economic 

imaginary)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상은 여러 

개이며 그 중 헤게모니를 가진 지배적 가상이 존재한다(Jessop, 2004). 

경제위기는 경제담론의 위기로 나타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그에 맞는 

새로운 경제담론을 수반해야 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경제학적 지식, 새로운 

정치전략적 담론, 새로운 경제주체를 구성하는 담론 등이 포함된다. 담론이 

생성되는 과정에는 기존에는 경제적으로 사유되지 않은 대상이 경제적 실재로 

포함된다(서동진, 2009; 36~47쪽). 한편 지배적인 경제적 가상을 만드는 주체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신자유주의라는 지배적 가상은 특정 권력집단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담론적 실천에 의해 

구성된다(박명진, 2012, 15쪽). 하지만 경제적 가상이라는 용어는 다소 오해의 

소지를 갖게 한다. 우선 시장, 또는 경제체계가 담론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또 경제담론은 가상이 아니라 실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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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시장을 구분하고 각각에 주체도 고려한다면, 주체와 사회와 시장과 

담론, 기능적 행위와 체계와 화행은 비트겐슈타인이 시사한 일종의 구조적 

동일성(structural identities)을 갖는다. 참인 언어의 논리 구조는 사실의 구조와 

동일성을 갖는다(Wittgenstein 1922/1991; 박정일, 2003, 99~104쪽). 주체와 

사회와 시장과 담론은 사실과 언어가 구조적 동일성을 갖듯이 구조적 동일성을 

갖는다. 사회와 시장과 담론 간에 구조적 동일성이 없으면 담론 내지 화행은 

수행연구(performance studies)의 용어로 부적절한(infelicitous) 것이 된다(Austin, 

1962/1992). 

다만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어떤 본질적 구조가 있다고 보거나, 칸트 

식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실로서 물자체의 구조를 알 수 없다거나, 제솝처럼 

사실의 구조를 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수행연구에 입각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수행을 중시한다. 담론도 담론구성체도 가상이 아니라 

실재이다. 또한 사실과 언어 각각의 구조, 사회와 담론 각각의 구조는 수행에 

의해 동시에 구성된다. 수행을 통해 담론의 구조와 담론구성체인 주체, 사회, 

시장의 구조가 동일성을 갖는 형태로 형성된다. 물론 구조가 모순 없이 

구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담론은 끊임없이 논박된다. 즉 담론의 의미가 미래의 

해석자에 의해 다시 쓰여지기 때문에 담론과 사회 간의 구조적 동일성은 항상 

잠정적이며 또 다른 수행에 의해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2. 현대 통치성연구 방법으로서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 

 

1) 현대 통치성연구에서 대규모 대중매체담론분석의 필요성 

 

푸코는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학계를 비롯한 고급문화계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통치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서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논의를 통해 주장한 것처럼 현대사회의 통치성에서는 대중매체담론의 중요성이 

커졌다. 

우선 현대사회에는 권력과 관계된 지식이 고급문화체계의 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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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담론으로 확대되었다. 푸코는 앎, 또는 지식을 주류인 규율화된 지식과 

주변화된 예속된 지식으로 구분한다(Foucault, 1997/1998, 24~27쪽; 213~219쪽). 

지식의 규율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18세기 이후 과학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근대적 현상이지만 느슨한 의미에서는 사목권력의 시대에도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의 통치성 시기에는 종교계의 지식이, 속의 통치성 시기에는 학계와 

예술계의 지식이 주류였다. 이와 달리 예속된 지식은 이러한 

정통적철학적이론적 지식과 대비되는 실무적역사적기술적 지식이었다. 

그러나 하위체계들이 기능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의 대두와 함께 실무적 

지식이 규율화되고 주류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속되고 

주변화된 지식은 대중매체담론이 된다. 그리고 현대의 통치성에서 권력은 

학계나 종교계, 예술계의 지식 이상으로, 언론계, 연예계의 예속되고 주변화된 

지식을 구성하는 동시에 그러한 대중적인 지식에 의존한다. 

특히 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에서는 대중매체담론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피지배자의 본성에 기초한 통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통치성의 지식은 지배자의 언어로 쓰여진 전문적 담론 이상으로, 

피지배자의 언어로 연성화된 대중매체담론으로 구성된다. 즉 통치성연구에서 

통치성의 토대로서 지식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는 학문적 담론 이상으로 

대중매체담론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일종의 시대정신으로서 사회통치와 시장통치의 원리인 통치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로서 대중매체담론분석은 신문사나 방송국, 인터넷 포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언론계나 예능계라는 하나의 전체적 체계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통치성연구에서 대중매체담론분석은 각 언론사의 

편향상이나 다양성을 따지기 보다는, 하나의 체계로서 수많은 담론 투쟁 중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을 식별하여 부각시키는 기능에 주목한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중매체담론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중매체, 즉 

책,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방송 등만이 아니라, 온라인 대중매체의 게시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댓글, SNS 등을 통해서도 방대하게 형성된다. 사실 

통치성은 편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담론분석에만 집중하여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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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thick description)을 하는 방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대중매체담론을 양화하지 않고 질적인 방식, 즉 중요성이나 특이성의 측면에서 

전형적으로 판정되는 담론들의 내용을 쉽게 검토할 수 있다면, 앞선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통치성의 측면을 좀 더 쉽고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양의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점차 컴퓨터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점차 

늘고 있다(예컨대 감미아·송민, 2012; 강남준·이종영·최운호, 2010; 

김영희·윤상길·최운호, 2011; 이귀혜·강남준·이종영·2008; 송경화·강범모, 

2006;). 하지만 이상의 방식은 단어 수준에서 주로 빈출 빈도를 분석하거나 

저널리즘 관행에 대한 이해 없이 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그친 한계를 

가졌다. 이를 보완하여 텍스트 수준에서 방대한 양의 대중매체담론분석을 돕는 

방법으로는 NSNA를 제안한 바 있다(박대민, 2013). 비록 대중매체체계에서 

온라인 매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중매체체계의 경계적 매개 기능의 측면에 주목한다면, 

기존의 오프라인 대중매체담론이 온라인 대중매체담론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다 포괄적인 대중매체담론분석을 위해, 핵심이 되는 오프라인 

대중매체담론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셈이다. 

NSN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체의 뉴스기사 속 사실, 특히 

개인실명직접인용정보원과 그 인용문을 중심으로 대중매체담론을 쟁점 

중심으로 분석하는 컴퓨터 보조 대중매체담론분석 방법이다. 다음 절에서는 

NSNA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한다. 

 

2) 대규모 대중매체담론분석에서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의 활용
43
 

 

(1) 대중매체담론에서 개인실명직접인용문의 중요성 

 

뉴스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언론이 재구성한 현실을 기술한 것이다. 일찍이 

                              

43
 박대민(2013)을 대폭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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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만은 실제 현실과 머릿속 그림이 다르며 둘 사이를 언론이 매개한다고 

지적했다(Lippmann, 1922/2013). 언론의 현실 매개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정보원 활용이 꼽혀왔다. 뉴스가 정보원의 입을 통해 말해지며 언론사는 

정보원을 통해 원하는 바를 전달한다는 점은 많은 저널리즘 연구자가 

지적해왔다. 예컨대 갠스는 뉴스는 정보원으로부터 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로, 

관료적이고 상업적인 조직에 고용된 전문가인 기자들이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을 독자들에게 맞도록 요약하고 정제해서 변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보원은 뉴스에 등장하거나 인용된 사람, 또는 기사의 배경정보를 

제보한 사람으로 언론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인터뷰한 인물을 뜻한다(Gans, 

1979). 넓은 의미에서 정보원은 인물뿐만 아니라 문서 등 모든 형태의 정보 

출처도 포함된다(임영호이현주, 2001; 한동섭유승현, 2008).  

즉 정보원은 인물 정보원과 비인물 정보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인물 정보원은 

고위관리나 기업 임원 등 기득권 정보원과 시민 등 소수집단 정보원과 뉴스의 

중심이 되는 쟁점 정보원과 그렇지 않은 부차적 정보원, 실명정보원과 

익명정보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동섭·유승현, 2008; 한동섭·임종수, 

2002). 비인물 정보원으로는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한 인터뷰, 공개연설, 기자회견, 

연설 원고, 단체에서 발간 다양한 종류의 문서, 보도자료, 현재의 화제에 대한 

기존 이야기, 통신사 뉴스, 기자 자신의 취재 메모 등이 있다(Bell, 1991). 인물 

정보원은 많은 정보를 보도자료 등 비인물 정보원의 형태로 제공한다. 따라서 

비인물 정보원은 궁극적으로는 인물 정보원이며, 인물 정보원과 비인물 

정보원은 다만 직접 인용 여부에 의해 구분된다. 

영미권이나 영미권의 영향을 받은 일본, 한국 등의 언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범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수준에서도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따른다. 객관주의 저널리즘 아래 기자들은 기사를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요컨대 언론사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전문적인 관행을 갖고 있다(Tuchman, 1978). 

요컨대 언론의 사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사실성 관행에 따라 구성된 

결과물이다. 또한 사실에는 의견이 배제지 않으며, 다만 사실성 관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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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처럼 제시된다.  

이러한 사실성 관행으로 대표적인 것은 기자의 직접관찰, 인용, 수치 제시 

등을 꼽을 수 있다(van Dijk, 1988). 특히 인용은 국내 신문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송용회, 2005; 박재영, 2006; 남궁은정·강태완, 2006). 인용은 

정보원을 실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내용 전달도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Bell, 1991).  

익명정보원이 언론 통제를 피해 내부자 정보나 비리를 폭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사는 정보원을 실명으로 밝히고 직접인용문을 

사용할 경우 인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익명정보원은 조작 가능성 

때문에 사실 전달자로서의 언론의 지위를 약화시킨다(Culbertson, 1980).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익명정보원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한다(예컨대 Fedler et al. 

2005). 

물론 직접인용도 사실 검증의 부족, 선정성, 왜곡 및 조작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김정남, 2005; 이준웅 등, 2007).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취재 관행 측면에서 조작은 기자 자신의 명예 실추 

가능성과 소송 가능성 때문에 억제된다. 정보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누구든 

발언을 듣는 편이 조작보다 편리한 측면도 있다. 기자는 정리한 직접인용문을 

정보원에게 다시 읽어주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정보원은 이 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사화 후에도 정보원은 수정이나 삭제,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데스크의 편집 과정에서도 검증을 거친다. 또한 충분히 많은 

언론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개별 언론사에서 왜곡이 있더라도 

다른 언론사에서 반증이 제기된다. 요컨대 직접인용의 문제점들은 

대중매체체계의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주변화된다. 

저널리즘 관행상 간접인용보다는 직접인용이, 익명정보원보다는 실명정보원이, 

실명정보원 중에서도 조직실명정보원보다는 개인실명정보원이 선호된다. 요컨대 

개인실명직접인용의 활용은, 과용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사실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실성 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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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자 개개인은 기사 주제와 정보원 및 질문의 선정, 직접인용문의 선정 

및 배치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이지만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 

입장에 맞는 정보원은 비중 있게 인용하는 반면 입장이 다른 정보원의 말은 

아예 뺄 수도 있다. 흔히 기자의 의견에 반하는 정보원의 발언은 기사 말미에 

붙이거나, 그마저도 재반박한 직접인용문과 함께 게재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사실기사의 

직접인용문에 대해서는 기자의 직접인용에 대한 타당성 요구와 정보원의 

직접인용 내 의견에 대한 타당성 요구라는 이중의 타당성 요구가 제기되기도 

한다(박대민, 2011). 

하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에 의한 직접인용의 재기술 가능성이 뉴스기사에서 

직접인용의 중요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점이야말로 

대중매체체계가 경계로서 하위사회체계들과 생활세계의 상호작용들을 

매개한다는 의미의 핵심이다. 어떤 것이 더 많이 보도되는가와 같은 양적 

측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개인실명직접인용문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매체담론은 대중매체체계를 포함한 여러 하위사회체계들의 구성원들이 

합종연횡하면서 벌이는 논쟁의 현황, 즉 전사회적 담론투쟁의 논증 양상을 

전면적으로 투영한다. 이러한 논증 양상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양한 

수의 대중매체담론분석은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치성의 

전개와 변천을 꽤 정교하게 보여줄 수 있다. 

 

(2) 뉴스정보원연결망의 개념 

 

강명구는 기사의 정보원 간 공동인용 관계를 이용하여 정보원의 연결망을 

구성하여 권력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강명구, 2000).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직접인용 경향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NSN의 개념을 

도입한다. NSN이란 같은 기사에 두 정보원이 직접인용문으로 함께 인용됐을 

경우 이 정보원들 간에 서로 의미론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만드는 준연결망을 뜻한다. NSN에서 노드(node)은 정보원, 엣지(edge)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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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이 공동인용됐음을 나타낸다(박대민, 2013). NSN의 노드로 

집단실명정보원이나 익명정보원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직접인용된 개인실명정보원만을 활용한다. 

NSN의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2명의 정보원이 모두 다른 

기사에 인용됐다면 NSN에서 2개의 노드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1개의 기사에 2명의 정보원이 인용됐다면 NSN은 2개의 노드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태가 된다. 4명의 정보원이 모두 같은 기사에 

인용되었다면, 4개의 노드가 모두 연결된 NSN으로 그려진다. 2개의 기사에 

3명의 정보원이 인용됐고 이중 2명이 겹친다면, 공동인용되지 않은 정보원 

간에는 연결이 없고, 공동인용된 3명의 정보원은 선으로 연결된 NSN이 

나타난다. 즉 NSN에서 모든 노드가 연결된 결속집단(clique)은 기사를 나타낸다. 

 

 

<그림 1> 뉴스정보원연결망의 기본 형태 

 

NSN에서 정보원의 중요도는 다양한 중앙성(centrality) 수치들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연결정도중앙성(degree centrality)은 공동 인용된 정보원 수를 

의미한다. 다양한 정보원을 인용한 기사는 기자가 더 많이 취재했고, 기사 

길이도 더 길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지면이나 방송 시간이 할애된 톱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연결정도중앙성이 높은 정보원은 단순히 기사에 많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정보원이 인용된 기사, 즉 더 중요한 기사에 더 많이 

인용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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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의 내용에서 정보원과 인용문이 핵심이라면, 뉴스기사의 분석에서 

정보원과 그 인용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기사를 효율적으로 담론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를 기사 분석에 적용한 NSNA를 

제안한다.  

단어 빈도에 주로 의존하는 컴퓨터 보조 내용분석(computerized content 

analysis)와 달리 NSNA는 매체∙기사∙문장∙의제∙정보원 등 분석 기사의 다양한 

요소 간에 관계를 설정하고 가중치(weight)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시각화(visualization)를 통해 정보원 간, 문장 간, 기사 간의 관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손쉽게 가능하여 기사의 복합논증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NSNA는 자료수집(collecting), 정형화(structurization), 연결망분석(network 

analysis) 등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자료수집은 포털이나 언론사 등의 

뉴스기사 아카이브에서 크롤링(crawling)을 해오거나 해당 기관의 협력 아래 

다운로드(download)를 받을 수 있다. 

정형화는 보통 날짜, 매체명, 기사제목, 기사본문 등이 분류된 

반정형자료(semi-structured data)로 저장된 뉴스기사를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기사, 문장, 정보원을 

식별하고 서로 매칭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침표를 기준으로 기사를 문장 단위로 나눈다.  

○2  쌍따옴표를 기준으로 직접인용문을 식별한다. 

○3  앞의 마침표와 첫 쌍따옴표 사이에서 직접인용문의 주어를 찾아 정보원을 

식별한다. 

○4  정보원이 고유명사일 경우 사전(thesaurus)을 이용하여 성, 이름, 소속, 

직함을 일자별로 식별한다. 성, 이름, 소속, 직함이 모두 같은 경우 동일인물로 

간주한다. 반대로 하나라도 다를 경우 다른 인물로 취급한다. 이는 정보원의 

실체보다는 발언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즉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교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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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외이사라고 할 때, 기자가 그 정보원을 학계 측면에서 발언해주기를 

바랄 때는 학교와 교수로, 재계 측면에서 발언하기를 바랄 때는 기업과 

사외이사로 소속과 직함을 부여할 것이다. 각각의 경우 취재기자의 출입처도, 

기사 지면 배정도 다를 것이다. 

○5  정보원이 대명사이거나 ‘성+직함’처럼 이름이 없을 경우 직접인용문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최초로 나타나는 이름을 정보원의 이름으로 보고 

직접인용문을 매칭한다. 

○6  성과 이름이 없을 경우 익명정보원으로 간주한다. 

 

분석과정은 검색, 가중치 부여(weighting), 시각화(visualization)로 나누어진다. 

검색은 분석대상을 잘 나타내는 검색어들(keywords)이 포함된 기사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시각화는 앞서 NSN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정보원을 노드로 하고 같은 

기사에 인용된 두 정보원 간에 엣지를 그린 뒤, 가중치에 따라 노드나 엣지를 

강조한다. 가중치는 노드와 엣지 모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노드에 관한 

가중치만 살펴보면, 빈도(frequency) 외에도 연결정도중앙성(degree centrality), 

사이중앙성(betweeness centrality), 근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중앙성(prestige centrality), 페이지랭크(pagerank)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연결정도중앙성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한 정보원의 절대적 

연결정도중앙성
44
은 분석기사 전체에서 공동인용된 정보원 수를 의미한다.  

 

정보원의 중요도=분석기사들에서 공동인용된 인용된 정보원 수 

 

연결정도중앙성은 해당 정보원이 대체로 얼마나 논쟁적인지를 보여준다. 즉 

연결정도중앙성이 높은 정보원은 다수의 정보원이 인용된 논쟁적인 기사에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사에 인용될 정도로 활발하게 논쟁에 참여하는 

정보원이다. 또 해당 정보원은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여러 하위의제들에 대해 

                              

44
 연결정도중앙성의 절대적 중심성은 한 결점에 직접 연결된 결점의 수, 상대적 심성은 

절대적 중심성을 전체 가능한 결점의 수로 나눈 값이다(손동원, 2002, 97~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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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시할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NSNA은 기존의 빈도분석이나 구글 뉴스(Google News) 등에서 활용하는 

페이지랭크(pagerank)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할 경우 NSNA는 빈도분석보다 정확하다. 예컨대 한 연예인이 연 

기자회견을 여러 매체가 해당 연예인의 발언만으로 기사를 쏟아냈다고 하자. 

인용빈도로 하면 해당 연예인의 가중치는 매체수만큼 높아지는 반면 

연결정도중앙성으로는 0이 된다. 또 어떤 기자가 특정 정보원과 유착되어 집중 

인용했다고 하자. 빈도로는 기사 수만큼 가중치가 높아지지만, 

연결정도중앙성으로는 그 정보원만 인용했을 경우 가중치가 0이 된다. 특정 

정보원의 가중치를 높여주려면 여러 정보원을 여러 기사에서 바꿔가며 함께 

인용해야 한다. 심지어 이 경우에도 해당 정보원과 함께 인용된 모든 정보원의 

가중치가 한꺼번에 높아진다. 결국 여러 기자가 여러 기사에서 다양한 정보원과 

함께 인용해주지 않는 한, 즉 정말로 논쟁적인 정보원이 되지 않는 한, 특정 

정보원이 유착을 통해 혼자만 가중치가 높게 나올 수는 없다. 

둘째, NSNA는 인용문의 내용을 통해 담론분석이 가능한 질적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적 연구 이상으로 효율적이며 체계적이다. 우선 중요한 

정보원과 인용문과 기사일수록 더 적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NSN은 가중치가 

낮은 정보원이 훨씬 많은 척도 없는 연결망(scale free network)의 구조이기 

때문이다(박대민, 2014b). 또 모든 연구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며 연구가 반복가능하다.  

셋째, NSN은 정보원을 통해 전체 기사의 복합논증을 시각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NSNA은 빈도나 연결정도중앙성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전체연결망에서 가중치를 구하는 페이지랭크에 비해 

연결정도는 인접한 노드 수만 세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간단하므로 컴퓨터 

성능을 덜 소비한다. NSNA 기법은 NSN에 파생되는 다양한 연결망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컨대 또는 특정 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아연결망을 

만들 수도 있다. 정보원과 기사 간 2원연결망을 정보원 간의 1원연결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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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사 간의 1원연결망으로 변환하여 뉴스기사연결망을 만들 수도 있다. 

여기서 연결정도중앙성이 높은 기사는 후속기사가 많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기사가 된다.  

 

(4) 대중매체담론분석에서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의 활용 

 

NSN은 기사를 시각화한 것이며 기사는 어떤 담론을 구성한다. 여기서는 NSN, 

기사, 담론 간의 관계를 살펴본 뒤, 이를 통해 NSNA가 대중매체담론분석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도록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NSN에서 노드는 정보원을, 엣지는 공동인용을, 결속집단은 

1개 기사 내 공동인용된 정보원을 통해 기사를 시각화한다. 그런데 사실 

정보원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해당 정보원의 여러 인용문을 함축하고 있다. 

요컨대 한 노드는 특정 정보원의 관점(perspective)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인용문은 우선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명제(proposition)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 인용문은 취재관행을 고려할 

때 단순한 명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인용문은 사실보다는 주장을 담는다. 

사실은 인용문이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명제에 

그치는 듯 보이는 인용문이 실제로는 사실을 선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다. 예컨대 다음 인용문은 단순사실처럼 보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동안 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으로 활용된다.  

 

인용문 1: 홍승도 보금자리론부 부장은 “지난해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에 걸쳐 0.5%포인트 내리는 동안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7차례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홍승도, 2013.3.12. 이데일리)
45

. 

 

인용문은 현황에 대한 판단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담은 주장일 수도 한다.  

                              

45
 발언자, 카인즈 할당 날짜 및 매체명 순. 인용문의 기사와 제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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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2: 김은갑 NH농협증권은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로 은행 대출증가율 

상승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금자리론 등은 은행 대차대조표에 쌓이지 

않는 유동화대상대출"이라며 "연간 대출증가율은 기존 예상치인 4%를 

유지한다"고 밝혔다(김은갑, 2013.5.23., 한국경제). 

 

또한 인용문은 사실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그 보다 높은 수준의 의제 내지 

담론을 함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앞의 홍승도의 발언은 보금자리론의 

금리인상론을 함축한다. 그 동안 금리인상을 과도할 정도로 억제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기사가 정보원을 공동인용할 경우 결속집단 간에도 엣지가 

생긴다. 서로 연결된 결속집단 또는 공동인용한 정보원이 있는 두 기사는 

아무리 작더라도 연관성이 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인용한 두 기사가 

하나는 정치적인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두 

기사는 박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라는 높은 수준에서는 서로 연관된다. 

기간을 한정할 경우 결속집단 간에 엣지가 많을수록 두 기사는 의미론적으로 

더 강하게 관련된다. 예컨대 두 기사가 같은 날에 3명의 정보원을 모두 

공동인용했다면, 두 기사는 같은 내용을 다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러 기사가 정보원 공동인용을 통해 꼬리를 물고 연결될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결속집단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결속집단들로 이루어진 

구성집단이 형성된다. 구성집단 내 결속집단들은 정보원을 매개로 서로 

관련기사 내지 후속기사의 관계를 갖는다. 이는 구성집단이 여러 관련기사들로 

이루어진 의제(agenda)임을 뜻한다.  

더 나아가 검색어로 추려진 기사들을 바탕으로 NSN를 그려보면, 기사에 대해 

여러 구성집단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구성집단은 서로 다른 의제를 

다룰 수 있지만, 각 구성집단에 포함된 기사는 검색어를 부분적이라도 

소재(topic)로서 다루고 있다. 여러 구성집단 가운데 주요구성집단(main 

component)은 핵심의제를, 고립자(isolated)나 종속자(pendant)는 1개의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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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인용된 기사이자 주변화된 의제를 뜻한다.  

요컨대 NSN에서 노드, 엣지, 결속집단, 구성집단, 전체연결망은 각각 정보원 

및 그 정보원의 인용문 내지 명제의 집합으로서 관점, 공동인용 내지 찬반 등 

의미론적 연관관계, 기사 내지 의제를 구성하는 여러 주제, 관련기사의 뭉치인 

의제, 의제의 뭉치인 소재를 시각화한다. 명제, 주제, 의제, 소재 등은 모두 

다양한 수준의 담론을 함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기사, 뉴스정보원연결망, 담론 간의 관계 

기사수준 연결망수준 담론수준 

검색어 전체연결망 소재 

기사뭉치 구성집단 의제 

기사 결속집단 주제 

인용문 결점 명제 

 

 

<그림 2> 18대 총선 국면의 뉴스정보원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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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N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NSN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뉴스소스를 통해 검색어 ‘뉴타운’으로 선별된 용산참사 직후 2주 간의 

기사에서 개인실정보원의 연결망을 그린 것이다. 중앙에 노드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주요구성집단이자 중심의제를 시각화한 부분이다. 주변화된 정보원들은 

하나의 기사에만 인용된 정보원들을 나낸다. 이들 정보원은 최소한 논쟁성의 

측면에서는 주요구성집단의 중심에 가까운 정보원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  

흔히 담론분석 일반은 물론, NVivo와 같은 컴퓨터 보조 질적 자료 

분석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CAQDAS)
46
의 문제로 대규모 자료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인력 

소모가 여전히 크며, 자료의 가중치 부여나 자료 간의 의미론적 관계 부여가 

연구자마다 달라 분석에서 비일관성이 나타나고, 그 결과 비록 연구자료를 

공유하더라도 연구자간에 자료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국 연구의 반복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CAQDAS로 만든 자료를 개인만 사용하는 등 그 활용도에는 

여전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최희경, 2008; Bolden & Moscarola, 2000). 

NSNA에서는 기초자료가 뉴스로 동일하다. 또 NSN의 요소들과 기사의 요소들, 

담론의 요소들이 도식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듯 자료의 가중치 

부여나 분류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당 수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료처리가 쉽다. 그리고 다양한 가중치 부여방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가중치 계산방법 자체는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NSNA에서는 CAQDAS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수 있다. 물론 연구자가 분석목적에 

따라서 분석범위를 달리 한다든지, 연구자의 통찰력에 따라 인용문이나 

결속집단, 구성집단 간의 의미론적 관계를 엣지가 없더라도 논리적으로 

                              

46
 질적 데이터 관리에 적합한 본격적인 CAQDAS는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CAQDAS는 크게 에스노그라프(Ethnograph)와 같은 코드 추출 프로그램(code-and-

retrieve program), 하이퍼리서치(HyperRESEARCH)와 같은 규칙 기반 이론 개발 체계

(rule-based theory building system), AQUAD와 같은 논리 기반 체계(logic-based 

systems), NUD*IST와 같은 색인 기반 접근(index based approach), ATALS/ti와 같은 개념

적 네트워크 개발(conceptual network builder)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Richards & 

Richard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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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함으로써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연구자는 

컴퓨터가 제시하는 담론의 복합논증적 구조를 편의에 따라 이용하면 되지, 그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3. 소결: 통치성연구에서 담론분석과 뉴스정보원결망분석의 

활용 

 

본 절은 통치성연구의 방법인 계보학을 지금의 한국에 대해 적용한다고 할 

때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보학, 

담론분석, 대중매체담론분석, NSNA로 이어지는 방법론의 전개가 통치성연구에 

적합한지를 따져보았다. 요약하자면 계보학은 담론분석을 활용한다. 그것은 

담론과 사회가 구성적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담론은 대립관계 속에서 논쟁의 

형태로 진행되며, 논쟁이라는 수행을 통해 담론의 구조가 재구성된다. 담론과 

사회는 구조적 동일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는 담론의 구조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타당성을 재평가 받고 재구성된다. 현대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되는 담론의 규모도 커졌다. 따라서 현대에 대한 

통치성연구를 위해서는 대규모 담론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사회는 그 

효율성을 위해 비언어적 조절매체를 통해 정치체계와 경제체계를 

기능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언어를 통해 문화체계도 분화시켰다. 

특히 대중매체체계는 모든 하위사회체계 간의 소통을 조절하는 경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따라서 통치성연구가 권력의 시대정신으로서 사회와 시장 

전반을 통치하는 원리인 통치성을 분석한다고 할 때, 현대에 대한 통치성연구는 

대중매체담론분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의 복잡성 이상으로 

대중매체담론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중매체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중치를 다양하게 부여해주는 방법이 필요해진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NSNA를 활용할 것이다. 이 방법은 저널리즘 관행을 참고하여 

계보학적 관점에서 대중매체담론의 핵심으로 정보원과 인용문을 활용하고, 

논쟁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NSNA를 통해 개별매체를 분석할 수도 



 

86 

 

있지만, NSNA의 강점은 전체 대중매체체계에 대한 담론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비록 통치성연구를 연구자의 관심사와 

통찰력에 의해 선별한 소규모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NSNA는 통치성과 관련된 담론의 전개를 보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발표의 구체적 내용이나 지표화된 경제 현황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신 정책에 대한 평가나 경제 상황에 대한 제안 등 담론적 측면의 

분석에 집중한다. 담론 중에서도 특히 대중매체 담론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대중매체체계의 구성원인 언론인이 사회현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반영했는지, 

또는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개별 언론 간 논조 비교 및 타당성 검토나 언론의 다양성 여부 등도 관심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연구는 각 사회적 행위와 담론을 체계 고유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나 지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서민주택과 관련된 각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벌이는 정책 논리나 학문적 논쟁의 타당성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신 

담론을 권력과 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론의 흐름을 때로는 말을 바꾸거나 

반대논리와의 타협도 불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담론은 진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권력과 관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대중매체담론을 매개로 서로 연대하거나 투쟁한다. 물론 

대중매체담론이 사회를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체계는 

하나의 전체로서 수많은 담론 투쟁 중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을 식별하여 

부각시킨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 분석대상인 서민주택과 관련 담론을 살펴본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연구에서 낯선 서민주택 관련 용어들에 대해 정의하고 그 현황을 

기술한다. 이어 각 분석대상을 금융통치성과 담론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시켜본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분석에서 서민주택담론을 통해 

드러나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특징, 특히 금융통치성의 대두라는 측면이 

대중매체담론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87 

 

3절 금융통치성연구의 사례로서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한국의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전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민주택담론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주택은 우선 모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필품이라는 점에서 생명권력의 사회통치와 관련된다. 또한 

주택은 곡물처럼 시장을 통해 공급된다는 점에서 시장통치와도 연결된다. 더 

나아가 주택은 서민에게 가장 규모가 큰 자산으로서 대출의 담보이자 다양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현대사회의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대중매체담론을 매개로 시장통치와 

사회통치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즉 시장통치에 관한 담론인 

시장담론과 사회통치에 관한 담론인 사회담론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금융통치성과 관련하여 시장담론과 사회담론을 이론적 수준에서 정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유형화된 다양한 서민주택담론에 연계하여 구체화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뉴타운과 다양한 주택금융, 즉 주택청약제도,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PF금융, 주택리츠에 관한 담론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각 

용어를 설명하고 분석기간(2008~2013년) 중 현황을 기술해본다
47

. 덧붙여 

                              

47
 여기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서들을 중심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통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의 시장적사회적 특성 전반 및 

이에 따른 시장과 정책의 원리 등에 대해 정리한 개론서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학의 개

론적 지식은 학계나 재계, 정계에서 공통개념으로 통용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자격증 제도를 통해 실무적으로도 활용되며,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연성화되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이에 따른 일련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행위가 타당

하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통치성연구 관점에서는 부동산학을 하나의 통치성 담론으로 

간주하여 최신 이론 수준보다는 개론의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서민주택 관련 통치성

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는 더 적절하다. 참고로 부동산학은 스스로를 생명과 관계된 

학문으로 규정한다. 즉 정치경제학의 분파로서 생명권력의 통치성 자원인 셈이다. 부동

산학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학문”이다. 여기서 부동산활동은 “부

동산을 상대로 하는 인간의 행동”을 뜻한다. 부동산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으

로서의 인간, 즉 생명을 지탱 육성시켜주는 토지와 함께” 부동산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과 생명 현상은… 본질적으로 거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자 실천과학 “인간생활 개선 등을 위해 실제로 현실생활에 활용하는 실천적 

과학”이다(이창석, 2010, 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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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융담론으로 세계금융위기담론도 함께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대상들이 2008년 이후 한국에서 서민주택을 둘러싼 

금융통치성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민주택: 뉴타운 

 

1) 부동산 

 

서민주택은 부동산이다. 서민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택의 사회적 특성과 시장적 특성은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다.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토지의 특성은 다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immobility), 

한정된 재화라는 부증성(limited supply), 완전히 파괴할 수 없는 

영속성(indestructibility), 모두 다른 재화라는 개별성(heterogeneity), 다른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접성(continuity)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인문적 

특성으로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변용성(modification), 쪼개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가능성(divisibility),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을 갖는다. 

건물의 특성은 토지와 대비되는 몇 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없앨 수는 

있지만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durability), 

생산기간이 오래 걸려서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어쨌든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가능성(produceableness), 아파트처럼 용도나 가격이 

비슷한 상품을 지을 수 있다는 대체성(substitutability), 이동식 주택 등에서 

나타나는 이동가능성(mobility), 토지나 건축이 서로 종속되는 지배성, 일단 다 

지으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의 한계성을 갖는다(이창석, 

1986, 114쪽; 2010, 132~143쪽).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의 상품적 특성도 결정된다. 우선 

부동산은 고가로 많은 경우 개발이나 거래에 금융부채를 필요로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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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이 높다. 건물 등 부동산 상품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내구성이 

높고 실물로서 부피가 크며,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진열이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우선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이다. 외부환경에 따라 상품가치가 급변하고, 수급이 사회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계소비 비중도 크다(이창석, 2010, 293~294쪽).  

 

<표 8> 부동산의 특성 

토지 특성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 

인문적 특성 변용성, 분할가능성, 가변성 등 

건물 특성 내구성, 생산가능성, 대체성, 이동가능성, 용도의 한계성 

 

부동산상품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특성도 결정된다. 부동산시장은 

불완전시장이다. 시장참여자가 적고 구매자나 판매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으며,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상품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규제와 높은 

가격 때문에 교환이 어렵고,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없으며, 이윤의 이동성도 

낮고, 규모가 커서 매매 빈도가 낮고, 정부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해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가격이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며 불완전 정보로 인한 

가격 왜곡이 쉽게 나타난다(이창석, 2010, 238쪽). 

 

2) 주택 

 

부동산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주택에 대해 살펴보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방식 외에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용도 기준으로는 주택이나 택지 

등의 주거용 부동산, 상가나 사무실, 호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 관공서나 

종교시설 등의 기타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주택의 정의를 살펴보자. 주택법상으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뜻한다.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을 사회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하여 정의한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주택은 사생활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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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처의 공간, 가족의 공간, 인격 형성의 공간,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서의 

공간이다. 경제적으로 주택은 부동산 상품이며, 따라서 투자대상이자 

재산이다(이창석, 2010, 708~709쪽; 김형선, 2005, 246~247쪽). 

이에 따라 주택문제에 대한 접근은 주택의 생산소비 측면을 보는 경제적 

접근, 공학적 관점에서 주택생산의 표준화나 산업화를 추구하는 건축공학적 

접근, 시설물의 설계적 측면을 보는 물리적 접근, 주거와 주거환경의 생태적 

측면을 보는 사회적 접근 등이 시도된다(이창석, 2010, 709~710쪽). 대체로 

경제적 접근, 건축공학적 접근, 물리적 접근은 주택문제를 시장적 측면에서, 

사회적 접근은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부동산학은 전통적으로 시장적 

측면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창석, 2010, 710쪽). 

주택은 사회 내에 존재함으로써 슬럼화와 같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야기한다. 또 이러한 문제를 개별 가구만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생겨난다. 실제로 모든 국가는 

주택정책(housing policy)을 펼친다. 주택정책이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인 

대책을 한다. 주택정책은 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민간주도형 주택정책을 본격화했지만 1970년대 이후 다양한 

개입도 함께 이뤄졌다(이창석, 2010, 718~730쪽; 김형선, 2005, 263~264쪽). 

 

3) 서민주택 

 

서민주택은 법적 용어는 아닌데, 이에 근접한 법적 정의는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를 들 수 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함께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주택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면적 기준으로 서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서민주택은 규모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된다. 우선 

가격 면에서는 6억 원 이하가 서민주택으로 취급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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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강북의 주택을 지칭한다. 이 때 강북이란 지역은 한강 이북 지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강 이남이라고 해도 고급주택지역이 아니라면 포함되고, 

한강 이북이라고 해도 고급주택지역이면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동부이촌동 등은 강북이지만 고급주택지로 분류된다. 반면 한강 

이남이지만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등은 대표적인 서민주택 지역으로 간주된다.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하는 점은 서민주택은 1대 1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방배동 빌라나 한남동의 유엔빌리지처럼 부촌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된다. 고급화된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타운하우스(townhouse)도 있다. 대체로 강북 지역의 다가구나 다세대는 같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보다 더 서민적인 주거 형태이다. 거주자 수 역시 어느 

정도는 서민주택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대체로 1인이 거주하는 원룸을 

비롯해 2인 가구까지는 서민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3~4인 가구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이지만, 

서민주택 분류로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 3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다자녀노부모 

봉양신혼부부 등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서민주택을 분류한다. 노후도에 

따라서도 서민주택을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오래된 집은 서민주택으로 

간주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는다. 소유의 관점에서는 

서민주택이 아니다. 하지만 임대 관점에서는 소형의 경우 서민주택으로 

간주된다. 공급주체 측면에서는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거나, 정부가 사실상 위탁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은 대체로 서민주택이다. 주민 특성에 따라서도 

서민주택을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나눌 수 있다. 유주택자는 다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1주택자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서민으로 간주된다. 주택 구입 또는 임대 시 차입여부도 

중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차입규모가 

부담스러운 집주인은 소위 하우스푸어(house poor)로 불리며 주목 받았다. 임대 

시 차입규모가 큰 렌트푸어(rent poor) 역시 서민으로 간주된다.   



 

92 

 

<표 9> 주택의 유형 

면적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 

중형국민주택 규모 전용 60㎡ 초과 85㎡ 이하 

중형주택 전용 85㎡ 초과 

세대수 

단독주택 
단독주택: 1주택 1가구 

다가구주택: 1주택 다가구(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빌라): 1주택 다가구 또는 1주택 다세대로 20세대 미만 

도심형 생활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 다가구 또는 1주택 다세대로 

300세대 미만 

아파트: 1주택 다가구 또는 1주택 다세대로 20세대 이상 

거주자

수 

1~2인 가구 1~2인 가구 

3인 가구 이상 
특별분양 대상: 다자녀ㆍ노부모 봉양ㆍ신혼부부 등 

기타: 3인 가구 이상 

가격 

서민주택 6억 원 이하 

일반주택 6억 원 초과~9억 원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공급 

주체 

LH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국민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50년 공공임대주택(임대만) 

SH공사 장기전세주택(20년 전세) 

LH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민간건설사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LH공사 보금자리주택(임대, 분양) 

지역 

최고급 단독주택지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등 

고급단독다세대 청담동, 논현동, 삼성동, 서래마을 등 

고급아파트 밀집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과천, 목동, 분당, 판교, 용산, 여의도 등 

고급아파트 인근 흑석동, 강동구, 광진구, 용인, 성수동, 마포구 등 

업무지구 인근 시청 일대, 역삼동, 분당, 판교, 상암, 송도 등  

강북 뉴타운 시범뉴타운, 2기 뉴타운, 3기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강남 재건축 
대치 은마, 개포 주공, 잠실 주공, 가락 시영, 둔촌 주공, 목동 신시가지, 

압구정 현대, 반포 한신, 이촌동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 등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2기 신도시 검단, 광교, 도안, 동탄1, 동탄2, 양주, 운정, 위례, 판교, 한강, 고덕, 아산 

출처: LH공사·SH공사·주택법·위키피디아, *수도권 중심임  

 

 

고급주택과 달리 서민주택은 안정적인 거주를 주된 기능으로 삼지만, 투자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서민 역시 여력에 따라서는 서민주택을 거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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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투자 대상으로 접근한다. 서민들에게는 보유주택이나 임대보증금이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서민주택과 직접적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복합적인 용도의 주택 유형으로 상가 기능과 주거 

기능이 복합된 상가주택, 사무실 기능과 주거 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텔, 

숙박업과 주거 기능이 복합된 레지던스, 한 빌딩 내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있다. 

 

4) 뉴타운 

 

여기서는 이 논문의 주 연구대상이자 서민주택의 전형적인 형태인 뉴타운의 

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뉴타운이라는 용어 자체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 뉴타운이 국내 신도시와 유사한 개념이다. 서민주택 

공급은 크게 두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택지 조성 방식과 도심 재개발 방식이 

그것이다. 택지 조성 방식은 도시 밖에 정부가  수용한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택지를 조성한 뒤 LH공사 

등 주택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건설사와 함께 서민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도심 재개발은 도시 안에 이미 있는 지역에 노후화된 

주택을 허물고 신규 주택을 짓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건국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주택 공급은 주로 택지 조성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기2기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동산 투기 

조장, 토지 수용 시 보상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큰 비난을 받았다.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신도시 개발의 대안으로 제안됐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이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 사업”으로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함께 균형발전사업의 하나이다. 뉴타운은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 광역화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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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뉴타운은 2002년 취임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강남과 강북 간의 지역불균형 심화
48
를 해소하고, 기존 

재개발 사업
49

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권계획으로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낙후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승주, 2004.9.). 

서울시는 2002년 10월 시범뉴타운을 지정하고, 2003년 3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 뉴타운사업은 초기에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가,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본격 

추진됐다. 뉴타운은 2002년 이명박 시장의 취임, 2005년 뉴타운 지정 후 첫 

입주를 시작한 길음뉴타운 신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 노무현 정부 시기 

주택가격 상승, 특히 2006년 가을의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투자 열풍, 

강남권 집값 급등에 따른 대체 투자 모색, 용산 개발로 인한 강북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복합적 요인에 따라 주택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에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뉴타운지구는 크게 신시가지형과 주거중심형, 도심형으로 나눠진다
50

. 

신시가지형은 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도심형은 도심 및 그 인근의 

                              

48
 가장 심각한 것은 가격상승 차이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축적한 1986년 

9월부터 뉴타운사업 가시화 전인 2002년 1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전국 61.89%, 서울 

61.81%을 기록한 가운데 강북(강북구ㆍ광진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마포구ㆍ서대

문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중구ㆍ중랑구) 26.14%, 강남(강남구ㆍ강

동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100.48% 상승했다.  
49
 기존 재개발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규모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수익성과 

사업추진 편의성만 고려되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했다. 둘째, 공공부문 역할이 부족했다. 

재개발 구역 내의 기반시설은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주변 생활

권역과 전체 도시와 연계되는 부분은 공공부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종합적체계

적 도시개발이 어렵다. 넷째,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점이 제기됐다.  
50
 도정법 상 구분은 이와 약간 다르다. 도정법상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동 단위의 광역

개발로 추진되며 크게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눠진다. 주거지형은 50만제곱미터 이

상 규모로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이다.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

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

심 등의 도시기능회복이 필요한 지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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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2.1.).  

 

 

출처: 서울시 뉴터운사업본부(2004.9.) 

<그림 3> 길음뉴타운 개발 전 항공사진(좌)과 개발 후 조감도 

 

2013년 현재 서울시 뉴타운의 개요는 <표 10>과 같다. 뉴타운 지역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지만 서울 강북의 대지지분
51
 33㎡(10평)의 흔히 빌라로 

불리는 노후화된 다세대주택으로 대부분 6억 원 이하이며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는 서민주택 특성의 공통분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뉴타운 지역 주택 시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요컨대 뉴타운은 가장 전형적인 서민주택주거지이다.  

 

                              

51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지분, 즉 공동주택의 전체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으로 삼는 것은 노후화된데다가 재개발되면 멸실

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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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서울시 뉴타운 개요  

구분 지구 위치 비고 

시범뉴타운 

(2002년 10월23일) 

은평구 은평지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 일원 신시가지형 

성북구 길음지구 길음동 624 일원 주거중심형 

성동구 왕십리지구 성동구 왕십리동 40번지 일대 도심형 

2차 뉴타운 

(2003년 11월18일) 

종로구 교남지구 평동 164 일대 도심형 

용산구 한남지구 이태원ㆍ한남ㆍ보광동 주거중심형 

동대문구 전농ㆍ답십리지구 전농동400, 답십리동 일대 주거중심형 

중랑구 중화지구 중화동 312 일대 주거중심형 

강북구 미아지구 미아동1268 일대 주거중심형 

서대문구 가좌지구 남가좌동 248 일대 주거중심형 

마포구 아현지구 아현2ㆍ3동, 염리ㆍ공덕동 일대 주거중심형 

양천구 신청지구 신정3동 1162 일대 주거중심형 

강서구 방화지구 방화동 609 일대 주거중심형 

영등포구 영등포지구 영등포동 5ㆍ7가 일대 도심형 

동작구 노량진지구 노량진동 270 일대 주거중심형 

강동구 천호지구 천호동 362 일대 주거중심형 

3차 뉴타운 

(2005년12월16일 

2005년 12월29일,  

2006년1월26일,  

2007년4월30)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이문동, 휘경동 일원 

주거중심형 

성북구(노원구)장위지구 장위동 68-8일대* 

노원구 상계지구 상계3ㆍ4동일대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수색동 160일대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북아현동 170일대 

금천구 시흥지구 시흥동 966일대 

영등포구 신길지구 신길동 236일대 

동작구 흑석지구 흑석동 84-10일대 

관악구 신림지구 신림동 1514일대 

송파구 거여마천지구 거여동 202일대 

창신·숭인지구 창신,숭인동 일대 

시범촉진지구 

(2003년11월18일) 

동대문구 청량리촉진지구 용두동, 전농동일대 

재정비촉진지구 

강북ㆍ성북구 미아촉진지구 하월곡동 88일대및 미아동 70일대 

서대문구 홍제촉진지구 홍제동 330일대 

마포구 합정촉진지구 합정동 419일대 

구로구 가리봉촉진지구 가리봉동 125일대 

2차 촉진지구 

(2005년12월16일) 

광진구 구의자양촉진지구 구의자양동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중랑구 망우촉진지구 망우동, 상봉동일대 

강동 천호·성내 천호동·성내동일대(2차뉴타운포함) 

재정비촉진지구 

(2006년10월26일) 
세운지구 종로구 종로3가동175 번지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출처: SH공사, *노원구 월계동 50-1주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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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금융: 프로젝트금융, 리츠,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청약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시장은 불완전시장임에 반해, 금융시장은 

완전시장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두 시장은 양 극단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물론 부동산과 금융이 분리된 것은 아니다. 실물자산인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결합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부동산금융이 존재한다(전광섭, 2007, 58쪽)
52
. 

부동산산업은 부동산금융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며, 동시에 

부동산금융을 통해 금융 전반을 발전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사회적 특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애초에 금융시장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 금융기법이 점점 널리 활용되고, 

부동산활동에서 금융적 합리성이 확산되는 것은 특별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금융은 크게 상업용 부동산 금융(commercial property 

finance)과 주거용 부동산 금융(residential property finance), 즉 주택금융으로 

나누어진다. 상업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서민주택의 생산과 소비는 주택금융의 

도움을 받는다.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주택금융담론의 대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념과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주택금융 

 

주택금융이란 주택 구입, 임차, 건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53
으로부터 

                              

52
 금융상품이란 금융시장에서 자금유통수단을 뜻한다. 금융시장은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금 이전이 이뤄지는 시장이다. 금융이란 자금잉여부문과 자금부족부문 간에 자금

이 이전되는 체계를 뜻한다 
53
 국내법상 금융기관은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으로 구분되며, 예금취급기관은 은

행과 기타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은 기타금융중개기관, 보험회사, 연기금, 금융보조

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간접금융을 취급하는 상업은행과 직접금융을 취급하는 투자은행의 

구분을 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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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주택금융은 주택 구입능력 제고를 통해 주택의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주택건설자금을 제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또 주택투자자금을 조성해 주택 수급을 조절하여 주택시장기구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산업을 발전시키며, 

높은 승수효과
54

(multiplier effect)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는 시장 기능도 한다(전광섭, 2007, 77~79쪽). 

주택금융은 다양하게 유형화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주택의 공급자인지 

수요자인지 여부, 직접금융 활용 여부, 공공성 여부에 의해 주택금융을 

분류한다. 공급자와 수요자에 따른 분류는 주택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하다. 직접금융의 성장은 금융화의 심화를 보여준다. 공공성은 

주택금융의 시장 측면과 사회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분류이다. 

우선 주택금융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1차저당시장(primary mortgage 

market)과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저당증권으로 유동화하는 2차저당시장, 그리고 

주택저당채권을 유통하는 자본시장으로 나눠진다. 1차시장은 간접금융시장의 

성격을, 2차시장과 자본시장은 직접금융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1차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하며, 2차시장에서는 MBS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 MBB)
55
 및 관련 파생상품

56
 등을 유동화하며 

이를 자본시장에 유통한다. 한국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54
 한 경제 변수의 변화가 파급적인 효과를 낳아 다른 경제 변수에 처음의 몇 배나 되는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의 그 효과. 
55
 주택융자대출금융기관이 자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에 기반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채권. 
56
 미국은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파생상품화하여 전세계적으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했다. 그 방식은 서브

프라임모기지를 증권화한 MBS를 상환 순서에 따라 선순위, 중간순위, 후순위로 쪼개고, 

선순위 상품을 우량모기지인 프라임 모기지(prime mortgages)나 알트A 모기지(Alt-A 

mortgages)의 MBS와 함께 섞은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을 만들어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한 뒤 전세계에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부도위험은 

별도로 떼어 일종의 보험인 CDS로 재구성한다. 투자은행은 파생상품의 위험을 파생상품 

재판매나 CDS 거래를 통해 해소하거나, 분산투자를 통해 최소화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의 경제적 위험이 세계적으로 사회화되는 것, 즉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은 금융위

기로 시장이 붕괴한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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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장 규모는 2012년 4월 기준으로 425조원인 반면 같은 해 2차시장 규모는 

24.4조원으로 전체 규모의 5%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여러 정책지원 

아래에 2차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성수, 2012, 102~104쪽). 

주택금융은 자금 이용자에 따라 공급자금융과 수요자금융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공급자금융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가 조달하는 금융으로 

토지매입, 택지조성 등을 위한 개발금융, 건물이나 설비를 건설하는 건설금융, 

개발이나 건설 과정에 필요한 운영비인 운전자금금융 등이 있다. 수요자금융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 또는 전세자금대출처럼 주택 

임대에 필요한 금융을 뜻한다(김병우·이동훈, 2013, 42~43쪽). 

 

<표 11> 주택자금대출잔액 

연

도 

국민주택 

기금(1) 

특수은행 

(2)*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외은지점 

**** 
합계 (1)+(2) 

‘04 452,972 43,734 522,916 5,239 1,624 1,026,485 48% 

‘05 498,315 86,894 492,545 7,140 7,340 1,092,234 54% 

‘06 550,262 128,445 521,136 10,218 4,731 1,214,792 56% 

‘07 595,674 253,420 818,614 62,314 26,609 1,756,631 48% 

‘08 634,020 302,993 992,843 61,850 47,663 2,039,370 46% 

‘09 681,612 329,657 1,175,530 73,671 3,975 2,264,445 45% 

‘10 708,152 337,494 1,223,610 77,010 4,590 2,350,855 44% 

‘11 737,142 335,610 1,330,596 103,984 4,108 2,511,440 43% 

‘12 795,288 359,755 1,365,176 136,442 2,753 2,659,413 43% 

‘13 788,126 392,654 1,438,918 153,766 1,650 2,775,114 43%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2014.5.), 단위: 억원 

*: 농협, 수협, 기업, 산업은행, **: 국민, 신한,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 ****: 미쓰비시 도쿄UFJ, 미쓰이스미토모, 중국, 파키스탄 국립, 

홍콩상하이, 멜라트 은행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 역시 시장적 측면 외에 사회적 측면이 중요하다. 

때문에 주택금융은 민간자본 외에 공공자금도 적극 활용한다. 이러한 

자금원천에 따라 주택금융은 공공주택금융과 민간주택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주택금융은 국민주택기금
57

과 농촌주택개량자금 등 공적 기금에 의한 

                              

57
 국민주택기금은 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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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을, 민간주택금융은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을 뜻한다. 국내 주택금융은 국민주택기금을 비롯해 농협,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적 성격이 강한 특수은행과 과거 한국주택은행을 

합병한 국민은행, 국영화 상태인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금융 비중이 

높은 편이다(전광섭, 2006, 100쪽). 다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 프로젝트금융, 리츠,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청약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금융으로는 프로젝트금융와 리츠에 대한 담론을 

분석한다. 수요자금융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그 특수사례로서 보금자리론을 

살펴본다.  

PF는 애초에는 은행 대출을 통한 간접금융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하지만, PF 

ABS, PF ABCP로 유동화되어 직접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수도 있다. 현재는 은행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간접금융 방식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정부 주도로 유동화하여 

MBS나 MBB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충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PF, 주택리츠,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론을 

살펴본다. 즉 공급자주택금융담론에서 어떻게 기존의 PF 방식이 부당화되고 

주택리츠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또 수요자주택금융담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보금자리론의 확대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8
. 

여기서는 본격적인 담론분석에 앞서 PF, 리츠,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의해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을 설치하면

서 시작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국민주

택을 건설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된다. 정부출연금을 비

롯해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복권기금 등 공적 목적의 자금이 투

입된다(김병우·이동훈, 2013,131~133쪽). 
58
 참고로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주택 관련 부동산금융 분야로는 모기지보험, 주택연

금, 주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분양보증,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 MBS를 제외한 

자산유동화증권, 파생상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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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2> 주택금융담론 분석대상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채권 유동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 

공급자금융 PF PF ABS, PF ABCP 리츠 

수요자금융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MBS 없음 

 

 

(1) 프로젝트금융 

 

일반적으로 PF란 사업주체가 아닌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사업성, 즉 자산가치나 현금흐름을 부채상환의 기본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뜻한다(김병우·이동훈, 2013, 245쪽; 전광섭, 2007, 

216~218쪽). PF는 수에즈운하 건설에 처음 활용된 금융기법으로 주택 등 부동산 

개발 외에도 선박 건조 등 규모가 큰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된다. PF는 원래 

기업금융과 달리 사업주체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관은 원칙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자산 외에 

사업주체에 대해 직접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주택PF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의 보증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사의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금융사가 최종적으로는 시공사에게 대출상환청구권, 즉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PF는 1991년 도입되어 외환위기 이후 발달했다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됐다. 외환위기 전 시공사들은 주로 직접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진다. 외환위기 이후 시공사들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PF를 활용했다. 주택시장 호황기에는 프로젝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형 시행사나 중소형 시공사도 PF를 활용할 수 있었다. 

PF대출은 규모가 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 성장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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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PF에 

의존해온 중견건설사나 저축은행도 대거 구조조정됐다(김완중 등, 2012.2.).  

 

<표 13> 이론적 PF와 국내 주택PF의 비교 

구분 이론적 PF 국내 주택PF 

차주 사업시행사 사업시행사 

담보 프로젝트의 수익 프로젝트의 수익, 시행사 및 시공사의 보증 

상환재원 프로젝트의 기대현금흐름 분양수익금과 시행사 자산 

소구권행사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 제한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 

시공사 신용보강시 시공사에게 소구권 행사 

자금관리 에스크로 계정에 의한 관리 분양관리신탁 등 별도 관리 

차입비용 기업금융에 비해 높음 담보대출대비 높음, 시공사 신용도에 연동 

사업성 검토 수익발생 근거 검증 및 시나리오별 검토 담보자산 검토와 시공사 신용도가 중요 

위험 배분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간 배분 시공사가 대부분 부담 

출처: 강민석(2010.4.) 

 

 

 

출처: 강민석(2010.4.) 

<그림 4> PF 잔액 및 연체율 

PF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간접금융 방식 외에, 자본시장에서 PF ABS(asset 

backed securities, ABS)나 PF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s, ABCP)를 

발행하는 직접금융 방식, 또는 부동산펀드나 리츠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PF ABS는 PF 대출에 대한 ABS을 발행해 유동화하는 

방식이고, PF ABCP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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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의 기업어음(CP) 형태로 PF 대출을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PF ABS 발행은 

점차 확대됐다가 2006년 시장 과열로 PF ABS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PF 대출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중단되고, 이후 PF 

ABCP 발행이 확대됐다. 문제는 PF ABCP가 6개월 미만 단기금융으로 2년 이상 

자금 집행이 필요한 주택 개발에 맞지 않는데다가, 그나마도 최상위 신용등급 

시공사의 지급보증 물건에 한해 단발성 차환 위주로 발행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조금만 나빠져도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었다. 요컨대 기존 방식으로는 주택 건설을 위해 PF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PF에서 부동산펀드나 리츠의 활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김완중 등, 2012.2.). 

 

 

출처: 강민석(2010.4.) 

<그림 5> PF ABS와 PF ABCP 발행액 

 

(2) 주택리츠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규정된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이나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받은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등에 투자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투자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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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뜻한다. 국내의 리츠로는 기업구조조정리츠(company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R-REITs), 위탁관리리츠, 

자기관리리츠가 있다. 각 정의는 <표 14>와 같다(김병우·이동훈, 2013, 301쪽). 

 

<표 14> 리츠의 종류 

자기관리 리츠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위탁관리 리츠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기업구조조정 리츠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리츠는 부동산펀드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다. 국내에서는 

2001년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리츠 제도가 도입되었고, 같은 해 

5월 법 개정을 통해 CR리츠가 도입됐다. 2005년에는 위탁관리형 리츠 설립을 

허용했으며, 2008년 7월 자기관리형리츠가 설립됐다. 리츠는 30% 이상을 

리츠에는 90% 이상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김병우·이동훈, 2013, 306~307쪽). 리츠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리츠 수 100개, 자산 

규모는 16.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는 대부분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형으로 운영 중이다. 2011년 상장된 다산리츠가 횡령 등으로 그 해 

상장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감독이 다소 강화됐지만, 주택리츠를 중심으로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 사업은 거액의 자금이 선투자되어 장기로 

회수되므로 대출 등 간접금융보다는 리츠와 같은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김병우·이동훈, 2013, 301~303쪽). 

 

 
출처: 국토해양부(2014.2.) 

<그림 6> 리츠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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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 한국리츠협회 

<그림 7> 리츠 현황 

 

리츠는 주로 오피스빌딩이나 상가에 투자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국내 주택리츠로는 

기업구조조정리츠의 일종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입하여 임대하는 

미분양리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 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발리츠, 주택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거두는 임대리츠가 있다. 그러나 

리츠는 주택시장 현황이나 주택정책의 목표와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다. 우선 

국내는 전세시장 중심으로 임대료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또 주택리츠는 

임대료가 상승할수록 이익이 커지는데 이는 임대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한다. 호황기에는 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급주택 쏠림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리츠가 많아질 경우 우량자산을 편입하기 위한 경쟁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3)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 또는 주택보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이다(김병우·이동훈, 2013, 77쪽). 자금이 부족한 

서민이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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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에 의한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중에서 담보가 있어 금리가 

낮고, 규모가 크며, 대출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택담보대출상품은 

기간에 따라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으로, 금리 특성에 따라 고정금리상품과 

변동금리상품으로 나눠진다. 미국 등 여타 주택금융 자본주의 헤게모니 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단기이며, 경제규모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LTV도 50% 안팎으로 낮다(김경환조만, 2012, 50쪽). 

 

 

출처: 한국은행, 단위: 조원, % 

<그림 8> 주택담보대출 잔액추이와 금리추이 

 

한국금융시장에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그림 8>과 같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208조원에서 2013년 329조원으로 

58%가량 증가했다. 가계 관점에서도 가계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성수, 2012, 105~106쪽). 대출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2013년에는 

3.86%까지 떨어진 상태로 대출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다
59
. 

 

                              

59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로 신규취급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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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계한 주택담보대출로 10~30년간 

분할상환하는 장기고정금리상품으로 LTV가 최대 70%에 달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의 

제한이 있는 서민대출이다. 신청대상 및 대상 주택 등에 따라 기본형, 우대형, 

연계형, 설계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된다(김병우·이동훈, 2013, 91쪽).  

보금자리론의 재원은 2차시장에서 MBS를 발행해 조달한다
60
. MBS는 ABS의 

일종이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1999년 4월 설립된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KoMoCo)가 2000년 4월 처음 

발행했다. 이후 2004년 3월 KoMoCo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합병해 설립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을 주도한다( , 2013, 372~374쪽). 

MBS 발행액은 공사 설립 후인 2004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위기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한 2009년, 그리고 하우스푸어 대책이 나온 2012년에 

보금자리론 수요 증가와 함께 급증했다. 연도별 보금자리론 잔액과 MBS 발행액 

추이는 <그림 9>와 같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2014.4.), 단위, 억원,  

누적잔액: MBS발행 기초자산과 매입보유자산의 잔액 합계 

<그림 9> 보금자리대출 잔액 및 MBS 발행금액 

 

                              

6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B도 활용하지만 그 액수가 많지 않아서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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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MBS를 발행하는 방식은 <그림 10>과 같다. MBS는 2차시장에서 

유통된다. 1차시장에서 개인 등 주택구입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면, 

은행은 2차시장에서 유동화기관인 주택금융공사나 금융기관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MBS를 발행하여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 

금융투자기관에 할인하여 즉시 팔아달라고 요청하고, MBS가 팔리면 수수료를 

제하고 그 매각대금을 받는다. 유동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기관이 직접 

유동화할 수도 있지만 드물다. 

 

 

출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5.) 

<그림 10> 2차주택저장시장을 통한 MBS 발행구조 

 

(5) 주택청약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공모에 응모하여 분양계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손재영·김재환, 2009). 현재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입주자저축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저축 유형별 

가입자와 청약 가능 주택은 <표 15>와 같다. 

금융위기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 

이상으로, 금리나 소득공제 등 저축상품으로서 매력이 높아 가입자가 많았다.  

입주자저축은 18세기 영국 도시노동자의 건축조합에서 시작됐으며 국내에는 

1960년 갑종주택부금제도를 통해 도입됐다(박은병, 2001). 1977년 청약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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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게 공공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주택청약제도와 

입주자저축제도가 연계됐다. 1978년에는 민영주택 공급에도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됐다. 주택청약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됐다. 2007년에는 기존의 추첨제 대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제를 도입했다(김지현, 2012).  

 

<표 15> 청약저축별 청약가능 주택 

주택유형 청약통장유형 

명칭 공급주체 면적 

국민 

주택기금 

지원여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내거주자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지역주민 

국민주택등 국가, 지자체, 공사 
85㎡ 

이하 
O O O X X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 

건설사 

85㎡ 

이하 
O O** O O** O 

민영주택 민간건설사 
85㎡ 

이상 
X O X O O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지자체, 공사 전체 O* O O X X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사 전체 X O O O O 

출처: 금융결제원 apt2you  

*국민주택기금대신 재정도 활용 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 전용 통장만 가능 

 

 

출처: 금융결제원 apt2you, 단위: 1000계좌 

<그림 11> 입주자저축 가입계좌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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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1~3순위가 나눠지며 청약통장이 없으면 

3순위로 분류된다. 청약 시에는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가점이 높을수록 우선 공급된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비수도권 이주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이전기관 종사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1순위에 앞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 

 

1) 담론의 유형  

  

담론을 통치성 측면에서 분류하는 것은 별도의 심층적인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개략적으로만 검토하여 유형화하겠다. 앞서 살펴본 대로 

통치성은 시장을 중심에 둔 통치성인지, 사회를 중시하는 통치성인지에 따라 

시장통치성과 사회통치성으로 나눌 수 있다. 담론 역시 시장통치성을 

뒷받침하는 담론과 사회통치성을 뒷받침하는 담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시장담론과 사회담론으로 명명한다. 시장담론은 

시장가치를 중시하여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려는 담론, 사회담론은 사회가치를 

우선하여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려는 담론이다. 시장담론에서는 시장과 사회에서 

시장인의 효용극대화 본성이나 이기적 개인주의가 중시된다. 또 개인과 기업의 

교환경쟁축적 행위나 생산소비분배 등 경제활동과 가격메커니즘이 강조되며, 

시장이 사회보다 우선시된다. 반면 사회담론에서는 생활인 간의 소통이나 

이타적인 공동체주의가 중시되며, 일상적 삶(daily life) 자체를 강조한다. 

자본축적이나 지위향상과 관련된 정치경제적 행위보다는 진선미와 같은 

문화적 가치나 생명사랑역사성향토성과 같은 인본적 가치를 중시한다. 

시장담론은 다시 산업담론과 금융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자본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과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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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금융자본으로 나누는 맑스주의적 관행, 국내외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법
61
의 법률적 관행 등을 활용한 것이다(Hilferding, 

1910/2011; Sweezy, 1991; Arrighi, 1994/2008). 

산업담론은 주로 재화의 생산과 그와 관련된 용역과 관련된 담론을 포함하여 

고전모형, 독일모형, 미국모형에서 나타나는 주체, 시장, 사회에 대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내용을 포괄한다. 금융은 넓은 의미의 산업에 포함되지만, 

이 연구에서 금융담론은 주체시장사회정부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금융통치성에 입각하여 전개하는 담론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금융담론은 

우선 시장사회정부의 금융화를 지향하는 담론을 뜻한다. 시장의 금융화 

측면에서는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의 전환,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의 

전환, 세계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의 연계를 지향하는 논의들이다. 사회의 

금융화나 정부의 금융화는 시장의 금융화에 보조를 맞춰 진행된다. 정부의 

금융화 측면에서는 정책의 금융화와 재정의 금융화를 추구한다. 사회의 금융화 

측면에서는 대중의 금융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금융주체의 구성, 일상의 금융화 

측면이 거론된다. 사회의 금융화는 주식투자자가 늘거나 펀드 가입 광고가 

확산되는 것처럼 금융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도 있지만, 금융시장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금융자본이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가 재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세입자가 늘어나면 주택에 투자한 금융자본의 

임대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금융담론은 이론적인 금융통치성의 측면에서 

규정된다. 우선 주체통치에서는 교환경쟁축적하는 주체보다는 선호하는 

심리적 주체의 측면이 강조된다. 이는 일상의 금융화 과정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시장통치 측면에서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의 심리적 

측면이 강조된다. 또 신용평가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사회통치 측면에서는 

                              

61
 국내에서는 2014년 1월 현재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1  일반지주

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3  금융자본의 산업자

본 소유 제한,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산분리가 법

률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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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와 조직이 등급화되어 시장에 접목된다. 

한편 시장담론과 사회담론 사이를 정부를 통해 매개하는 담론으로서 

재정담론이 있다. 금융담론은 통치원리상 자유주의적인 반면 재정담론은 

권위주의적 속성을 갖는다. 즉 국가이성으로서의 통치성이 개입한다. 재정의 

목적은 보통 시장통치성이 사회통치에 실패했을 때 이를 정부가 보완하는 

것이다. 재정담론이 권위주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장 자유주의의 대안은 

될 수 없다. 재정담론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속에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다. 사실 재정은 그 기원부터 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62
. 재정담론은 사회담론과 접목된 금융담론의 초기 형태이자 산업담론과 

금융담론 사이를 매개하는 담론이다.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은 재정담론을 매개로 수렴하는 동시에 금융담론으로 

이행하며, 금융담론은 재정담론이 했던 것처럼 사회담론과 접합될 수 있다.  

 

2) 담론의 금융화 

 

여기서는 담론의 금융화 개념을 금융담론의 개념에 따라 정의한다. 사실 

                              

62
 화페나 금융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맑스, 베버, 짐멜 등 19세기 고전사회학자에게서 

이미 나타난다. 금융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양차대전 중에 사라졌다는 견해도 있지만

(Mizruchi & Stearns, 1994, 313~316)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예컨대 1917년 오스트리아 

사회학자 루돌프 골드샤이드에 의해 제안된 재정사회학(finanzsoziologie)은 그러한 관심

의 예이다. 골드샤이드는 재정사회학을 재정경제학(finanzwissenschaft)과 구분했다. 재정

경제학은 국가가 충분한 조세를 거두는데 필요한 지식만을 제공한다. 반면 재정사회학은 

국가와 재정의 관계를 통해 사회를 설명한다(Blomert, 2001). 블로머트는 

‘ finanzwissenschaft’를 ‘ fiscal economy’로 ‘ finanzsoziologie’을 ‘ sociology of 

finance ’ 로 영역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사회학의 영역은 ‘ fiscal sociology ’ 이며, 

‘sociology of finance’는 금융사회학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블로머트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면을 암시한다. 첫째, 서구 근대 금융은 전비를 마련하려는 국가의 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 둘째, 독일에서는 종종 국가와 사회가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했

다. 셋째, 구제금융(bailout)에서 보듯이, 블로머트는 금융사회학에서 재정사회학적 요소의 

중요성, 즉 금융의 ‘척추(backbone)’로서 재정,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세에 주목한다. 

세계대전 이후 금융에서 정치적 요인은 제거되고 사회적 요인은 간과되면서, 금융이 정

치경제학이나 사회학이 아닌 경제학의 대상으로 주로 취급된 이유는, 금융에서 민간영역

과 국가영역을 구분한 뒤 민간영역은 금융경제학에서, 국가영역은 재정경제학에서 다루

게 된 흐름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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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금융화를 단순하게 금융담론의 양적 성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경제담론, 정치담론, 사회담론 속에서 금융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졌다든가, 

금융체계에 속한 정보원의 인용이 많아졌다든가, 주요정보원의 발언 중에 

금융체계와 관련된 담론이 늘어났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담론의 금융화는 이런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담론의 

금융화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산업메커니즘 기반에서 금융메커니즘 

기반으로 이행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것이다. 

통치성의 수준에서 담론의 금융화는 금융담론이 시장담론은 물론 사회담론에 

접합하여, 시장담론과 사회담론의 타당성에 기초가 되는 현상을 뜻한다. 즉 

시장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담론이 타당하거나 부당한 것은 금융통치성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담론에서 재정부족이 문제시된다. 

재정부족을 금융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덕분에 

사회담론은 실현가능한 것으로 취급된다. 반대로 산업담론의 모순을 해결하는 

수단이 금융메커니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산업담론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담론의 금융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담론은 물론이거니와 산업담론이나 

사회담론의 타당성이 금융통치성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예컨대 대중매체담론에서 국가가 사회와 시장을 통치함에 있어서 

금융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된다. 산업자본은 금융자본화된다. 사회와 

시장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금융적 문제가 부각되고 금융을 통한 해법이 

제시된다.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쏟아진다. 시장주체와 사회주체가 

금융주체로 재구성된다. 심지어 시장 금융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야말로 사회를 금융화하는 주요 과정이다.  

더 나아가 금융주체의 합리성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을 이해하고 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개인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한 국가의 정부에 대한 다른 국가 

정부의 개입이 신용평가를 통해 가능해지고 정당화된다.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영역이 서열화된다. 시장의 신용등급이 사회의 등급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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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되기도 한다. 시장주체와 사회주체의 자유가 등급화를 통해 신장되는 한편, 

등급화에 의해 제한된다. 즉 담론의 금융화는 등급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과 

정부를 분류하고, 자유와 주권에 대한 개입이 등급화 논쟁을 통해 미세조정되고 

실현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담론의 금융화는 정책이나 경영의 결과물로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담론의 금융화는 어쩌면 정치체계나 경제체계 내부에서만 

작동했을지 모르는 행위가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통치성 

아래 대중매체담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전사회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3) 서민주택담론의 유형 

 

앞서 서민주택의 두 측면으로 사회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는 

서민주택담론 역시 사회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주택에 대한 담론을 유형화한다. 

서민주택담론은 통치성 유형에 따라 서민주택사회담론과 서민주택시장담론으로 

나누어진다. 또 서민주택시장담론은 서민주택산업담론과 서민주택금융담론으로, 

서민주택금융담론은 서민주택간접금융담론과 서민주택직접금융담론으로 재차 

유형화할 수 있다. 서민주택사회담론과 서민주택산업담론은 통치담론으로서 

사회담론과 산업담론의 개념을 서민주택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 통치성 유형에 따른 서민주택담론의 유형 

 

서민주택금융담론은 금융통치성의 이론과 주택금융의 유형에 따라 좀 더 

자세히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서민주택담론은 서민주택에 대해 시장의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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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금융화, 정부의 금융화와 관련된다. 또 서민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행동경제학의 관점, 즉 서민주택시장의 주체를 선호하는 주체로, 

서민주택시장을 심리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해한다. 

주체시장사회에 대한 개입기술로서는 신용평가는 물론 서민과 주택의 

등급화를 활용한다. 이러한 여러 기획들은 구체적 경험 사례 수준에서 서로 

중첩될 수 있기는 한다. 예컨대 MBS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증권화라는 측면에서 간접금융을 직접금융에 종속시키는 시장의 금융화이기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을 직접시장에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책의 

금융화일 수도 있으며, 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보제공과 설득을 통해 금융주체를 

구성하는 문제와도 관련될 수도 있다. 

서민주택금융담론에는 주체통치 측면에서는 일상의 금융화나 선호에 대한 

담론이 포함된다. 예컨대 재테크 활동이나 미디어 이용이 주택금융에 대한 

담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든가, 

부동산펀드나 주택리츠 등 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한다든가 하는 언론 

보도가 양산되며, 이와 관련된 재테크 서적들이 출간된다. 

다음으로 시장통치 측면에서는 시장의 금융화, 사회의 금융화, 정책의 

금융화와 관련된 금융담론이 제시된다. 우선 시장의 금융화 담론으로는 

주택개발이익이나 기업신용대출인 기업금융이 아닌 PF 등 개발금융에 의한 

주택건설, PF나 주택담보대출의 활용에 대한 논의, 이러한 대출의 유동화에 

대한 논의, 애초부터 직접금융으로 자본을 모은 부동산펀드나 리츠의 활용 논의,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또 세계금융시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국내자본이 해외주택에 투자하거나 외국자본이 국내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논의, 세계금융위기 영향 논란 등을 꼽을 수 있다. 화폐정책의 

금융화 관련 담론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정책 관련 논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등급화에서는 개인, 기업, 유동화상품 등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를, 

행동경제학 또는 심리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의 심리순환에 대한 개입 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끝으로 사회통치 측면의 서민주택금융담론으로는 앞서 살펴본 일상의 



 

116 

 

금융화에 대한 담론, 주택정책에서 재정 활용에 대한 담론, 재정 보완을 위한 

직접금융시장의 활용에 대한 논의, 등급화 기술을 활용한 주택청약제도의 활용 

등과 관련된 담론을 들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서민주택담론 속 금융통치성의 기획의 유형별 사례 

금융통치성의 기획 사례 

주체통치 선호하는 주체 부동산금융 관련 재테크 활동, 미디어 이용 

시장통치 

시장의 

금융화 

세계금융시장과의 

연계 

국내외 금융자본의 국내외 부동산 교차투자 

세계금융시장의 영향 

금융 활용 PF 대출,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PF채권 유동화: PF ABS, PF ABCP 등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MBS, MBB 등 

직접금융 통한 

자본조달 

건설사의 기업공개, 

부동산간접투자(부동산펀드, 주택리츠) 

사회의 

금융화 
금융민주화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공모형 상품 활성화 

정책의 

금융화 

재정정책의 금융화 
재정정책에 대한 산업정책 및 사회정책의 종속 

공공주택금융에서 유동화, 부동산펀드, 주택리츠 등 활용 

화폐정책의 금융화 저금리정책 

 등급화 신용평가 

행동경제학, 심리적 측면 시장심리, 각종 구매심리, 신뢰도 조사 

사회통치 

사회의 

금융화 
일상의 금융화 (주체통치 참조) 

정책의 

금융화 
사회정책의 금융화 보금자리론, MBS 

등급화 주택청약제도 

 

4)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 역시 일반적인 통치담론의 금융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란 서민주택담론에서 금융통치성이 

담론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통치성에 부합하는 

사회담론과 시장담론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세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사회담론과 시장담론의 부당함이 금융통치성에 의해 제기될 수도 있다. 

시장담론에서 산업담론이 퇴조하고 금융담론이 상대적으로 부상한다. 금융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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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도 간접금융보다는 직접금융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컨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택금융에서는 주택청약제도와 같은 간접금융 중심의 개입술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한다. 수요자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의 

한계가 지적되고 직접금융을 활용하는 보금자리론 등의 방식이 주목 받는다. 

공급자금융 역시 주택PF담론이 퇴조하고 주택리츠담론이 성장한다.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강화되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위기를 통해 강화된다. 시장담론으로서 금융담론은 

물러나는 듯이 보이면서 나아간다. 사회담론이라는 적의 등에 업혀 성장한다. 

즉 기존에 시장담론의 중심이었던 산업담론을 버림으로써 보다 고도화된 

금융담론으로 나아갈 길이 나타난다. 금융담론은 시장을 버리고 사회를 

중시하는 듯이 보임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확산된다. 실은 한 순간도 사회를 

시장보다 중시하지 않았을 테지만, 금융담론은 패권화되기 전까지는 그 발톱을 

숨길 것이다. 금융통치성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들도 

나타난다. 앞서 신자유주의 논의에서 살펴본 재무건전성을 통한 정부의 개입 

논의라든가, 앞으로 검토할 산업적사회적 측면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결국 간접금융이 위기에 봉착하고, 재정투입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이 충분하지 않게 됐을 때, 직접금융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4. 소결: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 분석을 통한 금융통치성연구 

 

본 절에서는 주요 용어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그 특징을 사회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부동산, 주택, 서민주택, 뉴타운, 주택금융,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주택리츠 등은 사회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에서 

규정된다. 즉 시장통치와 사회통치의 측면을 갖는다. 흔히 시장적 관점은 

국가의 개입을 주변화하는 반면, 사회적 관점은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요청한다. 

부동산의 일종인 주택은 시장적 관점에서도 불완전시장이기 때문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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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일반화되지만, 이에 대해 사회문제를 시장원리로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맞서기도 한다.  

2008년 이후 서민주택시장은 금융위기와 투기규제로 침체상태를 겪었다. 

주택산업 분야에서 산업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던 것이다.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고 있었다.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금자리론이 확대된다. 

보금자리론 재원 마련을 위해 MBS 발행이 늘어나면서 2차시장이 활성화된다. 

한편 금융위기로 PF가 어려워지면서 주택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자금 

조달이 정책적으로 모색된다. 요컨대 소비자금융이나 공급자금융 모두 

2차시장의 직접금융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된다. 이러한 과정은 

금융체계 내에서 순수하게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국책금융기관은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사실상 정부가 서민주택 관련 직접금융상품을 개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 해법이 무엇인지,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정책은 

효과적인지, 시장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지, 보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폐기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즉 통치를 위해서는 담론, 특히 서민의 

삶과 직결된 서민주택통치의 경우, 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참여하는 

대중매체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택금융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시장과 사회 

전반을 전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금융화 흐름에 맞게 재조직해야 한다. 즉 

서민주택의 시장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전반을 재조정할 금융통치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민주택담론이 활용된다면, 그 담론은 금융통치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담론의 금융화로 

개념화하고 분석한다. 경제제도의 금융화 자체는 이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신 제도적 금융화가 대중매체담론으로 제시되어 타당성을 평가 받고 

변형되면서 더욱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경우 경제제도의 

금융화는 담론구성체가 되어 사회논쟁 속에서 숨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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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절 연구문제 

 

서민주택담론은 크게 시장담론인 산업담론 및 금융담론과, 시장담론에 

대비되는 사회담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금융담론은 다시 간접금융 중심의 

간접금융담론과 직접금융 중심의 직접금융담론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은 뉴타운담론 내의 두 하위담론으로 본다. 주택금융담론 

중 금융위기담론, 주택청약담론, 주택담보대출은 뉴타운담론 내에서 

주택금융담론과 관련된 하위담론이다. 보금자리론담론, 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은 뉴타운담론과는 별개의 주택금융담론이다.  

분석에서는 우선 각 담론의 전개를 NSNA를 통해 파악한 정보원의 가중치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NSNA은 논쟁적인 기사에 인용된 주요한 

논객으로서 개인실명정보원의 목록을 가중치에 따라 순서대로 제공한다. 한편 

언론사들은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은 특정 정보원을 어떤 소속의 대변자이자 

특정 담론의 화신처럼 인용한다. 각 소속집단이 특정 담론을 일정기간 일관되게 

지지한다면, 정보원의 소속별 가중치 변화의 흐름을 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각 

담론의 비중 변화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담론별로는 우선 뉴타운담론 내에서 산업담론의 확산과 위기와 이와 

병행하는 사회담론의 성장과 위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주택금융담론들의 경우 주택리츠담론 및 보금자리론담론을 한데 묶어서 

직접금융담론의 가중치를 구성하고, 간접금융담론인 주택PF담론과 비교하여 

주택금융담론 내에서 간접금융담론의 위기와 직접금융담론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이 도출되며 그 분석내용은 5장에서 살펴본다.  

 

연구문제 1: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민주택담론에서 중요한 정보원은 

연도별로 누구이며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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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1: NSNA를 통해 본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으로서 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의 주요정보원은 연도별, 소속별로 누구인가?  

연구문제 1-2: 뉴타운담론 내 소속별 정보원 가중치의 연도별 변화를 통해 본 

서민주택산업담론과 서민주택사회담론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1-3: 주택금융담론 내 소속별 정보원 가중치의 연도별 변화를 통해 

본 간접금융담론으로서의 주택PF담론과 직접금융담론으로서의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 간 비중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참고로 이 연구에서 검토한 뉴타운담론이나 세 가지 주택금융담론이 비록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서민주택담론을 담은 것은 아니므로 연구문제 1을 

통해서는 산업담론, 사회담론, 금융담론의 대략의 추세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원의 가중치에 따라 각 담론별로 검토할 개인실명직접인용문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대중매체담론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5장에서 

살펴본 대략적인 담론별 추이의 내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담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산업담론이 쇠퇴하면서 

사회담론이 부상한 것인지,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의 대립과 쇠퇴가 어떤 

담론으로 귀결되는지, 간접금융담론이 쇠퇴하고 직접금융담론이 부상하는 

과정은 산업담론이나 사회담론의 부침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금융담론 

내적인 변화요인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연구문제 2와 

같이 도출된다. 그 내용은 6장과 7장에서 살펴본다. 

 

연구문제 2: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민주택담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2-1: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으로서의 뉴타운담론에서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은 어떻게 확산되고 위기를 맞았는가?  

연구문제 2-2: 분석기간 중 뉴타운담론에서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은 어떻게 

대립하고 그 대립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됐으며 재정담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3: 뉴타운담론 내 금융위기담론이나 심리위기담론의 대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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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2-4: 분석기간 중 주택금융담론에서 주택청약담론, 주택담보대출담론, 

주택PF담론 등 간접금융담론은 어떻게 위기를 맞는가? 

연구문제 2-5: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금융담론에서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 등 직접금융담론은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연구문제 2-6: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금융담론에서 직접금융담론은 어떻게 

사회담론과 접합되면서 성장했는가? 

 

끝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서민주택 관련 금융통치성의 

성장 과정을 정리하고 그 과정을 보다 일반화된 모형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 3은 아래와 같다. 그 내용은 8장 결론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연구문제 3: 금융위기 이후 서민주택담론의 변화 속에서 금융통치성은 어떤 

형태로 대두했는가? 

 

연구문제 3-1: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의 변화 속에서 담론구성체로서의 

시장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 3-2: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의 변화 속에서 담론구성체로서의 

주체와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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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방법 

 

1. 컴퓨터 보조 담론분석 소프트웨어로서 뉴스소스의 활용 

 

본 연구는 효율적인 대중매체담론분석을 위해 뉴스소스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활용했다
63
. 뉴스소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아카이브인 카인즈에 

저장된 반정형자료 형태의 뉴스기사를 NLP하여 정형화된 자료로 변환한 뒤 

NSNA을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64
. 개발언어는 자바(JAVA)를 기본으로 했으며 

UI(user interface) 구현은 html5를 사용했다. 자연어처리는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kkma.snu.ac.kr)’, 검색엔진은 루신(Lucene) 등 공개소스(open source)를 

국문 기사 분석에 맞게 보완해 사용했고, 자료 저장 및 관리와 처리에는 

리눅스(Linux), 하둡(Hadoop), HBase, 맵리듀스(MapReduce), 하이브(Hive) 등의 

오픈소스를 활용했다. 뉴스소스는 크게 일반인버전(오늘의 뉴스, 검색)과 

전문가버전(연결망시각화 및 다운로드)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2014.2.). 

 

① 정보원·문장·기사를 식별하고
65

 매칭하여
66

 사실
67

 중심으로 종합
68

해 중복 

                              

63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업에 의해 추진된 빅데이터 활용 스

마트서비스 시범사업인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뉴스 제공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개

발됐다. 기획 및 개발에는 차세대융합기술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언론정보학과, 컴퓨

터공학과,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연구자는 뉴스팀장으로서 NSNA 

알고리즘 개발, 기사에 특화된 자연어처리 성능 개선에 필요한 저널리즘 영역지식 제공, 

2012년에 개발한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노하우 제공, 팀 구성, 카인즈 자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단계별 테스트 및 버그 확인, 팀간 조율 등 주요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64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을 통해서 오픈베타서비스 중이다. 

네이버에서 ‘뉴스소스’ (147.47.125.161/NSNA/)로 검색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전문

가버전은 NSN를 시계열로 보여주고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UPI 데이터를 활용한 영

문버전(147.47.123.2/NSNA/)도 있다. 
65
 문장, 이름, 소속, 직함, 수치의 자세한 식별방법 및 성능 판별에 대해서는 차세대융합

과학기술원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2014.2.). 여기서는 문장 식

별과 개체명 식별 성능 관련 부분만 기술한다. 문장 식별은 쌍따옴표나 숫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100% 식별된다. 인명, 소속, 직함 식별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는 60~90%이

지만, 사전 활용과 함께 저널리즘 영역지식으로 보강하여 룰 기반을 활용한 결과 2013년 

http://www.mediagaon.or.kr/
http://147.47.123.2/N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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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② 정보원·문장·기사 검색 결과를 가중치
69

에 따라 제시 

③ 검색어에 따른 정보원의 소속별 의견 대조
70

 

④ 연구자를 위해 시계열 NSN과 정형화 자료 다운로드
71

 제공 

                                                                           

7월 20일자 기사 기준으로 인간이 코딩한 것과 비교해 이름은 90.3%, 소속은 92.7%, 직

함은 97.8%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추가적인 정확도 개선은 사전 성능에 좌우되는데, 

현재는 사전은 전화번호부(한국전화번호부, 2013), 한경기업총람(NICE신용평가정보, 

2013),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를 조합하여 구축했다. 사전은 직접입력, 기계학습, 

크라우드소싱(cloud sourcing) 등으로 보강될 수 있지만 베타버전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 
66
 정보원 매칭(예컨대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 시장’의 매칭)은 위튼의 방법

(support vector machine)을 활용했다(Witten et al., 2011/2013, 318-323 쪽). 정보원 매칭 

성능의 경우 무작위 선정 300개의 개체쌍에 대해 10-fold cross validation를 수행한 결과 

95%의 정확도를 보였다. 유사기사의 군집화에 대해서는 정확도, 재현율, F-measure, 순

수도 측정결과 결과 90~100%의 평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정보원 식별에 날짜, 성, 이름, 

소속, 직함, 수치 등 6개의 정보를 핵심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면 분

류는 카인즈에서 인력으로 지면 분류한 결과를 활용하여 간단한 베이지안 방식(Naive 

Baysian classifier)를 통해 미분류된 기사를 분류했는데 평균 75%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2014.2.). 
67
 뉴스소스에서 사실은 성, 이름, 소속, 직함, 수치, 인용문, 수치문을 뜻한다. 

68
 중복 제거 및 종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중복기사 제거: 일자별로 정보원

이나 수치나 인용문이 일정 수준 이상 유사한 기사들을 군집화한다. 이 가운데 가장 사

실에 충실한 기사를 대표기사로 뽑는다. ○2  중복문장 제거: 일자별로 동일 정보원의 인

용문들과 동일 수치를 포함한 수치문들을 군집화한 뒤, 인용문과 수치문의 유사도를 비

교하고, 유사한 기사들로 판정되면 그 중 사실을 가장 많이 포함한 문장을 대표문장으로 

뽑는다. ○3  종합: 대표기사와 중복기사 내 대표문장들을 매칭한다. 
69
 베타버전에서는 정보원, 문장, 기사의 가중치가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1  정보원 가중

치는 우선 개인실명정보원, 집단정보원, 익명정보원 순으로 할당된다. 개인실명정보원 간

의 가중치 비교는 과거 2주간 연결정도값을 활용한다. 집단정보원 간 가중치와 익명정보

원 간 가중치는 동일하다. ○2  문장 가중치는 우선 개인실명정보원인용문, 수치문, 집단정

보원인용문, 익명인용문 순으로 부여된다. 인용문 내에서는 가중치가 높은 정보원의 인

용문이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동일 정보원의 인용문 간의 가중치 비교는 기사 

가중치에 따른다. ○3  기사 가중치는 일자별 뉴스연결망분석에 의한 기사의 연결정도중앙

성 값에 의해 부여된다.  
70
 소속은 출입처 관행과 전화번호부의 산업분류표를 고려하여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누되, 베타버전에서는 대분류와 중소분류 등 두 수준만 활용했다. 대분류는 정치경제

사회문화국제 등 5개로, 중소분류는 법원농림수산학계 등 47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정

치경제사회는 소분류 수준으로 자세히, 문화국제는 중분류 수준으로 느슨하게 분류했

다. 검색결과는 다양성 제고를 위해 소속이 다른 정보원을 먼저 보여준다. 예컨대 정보

원 가중치가 소속1 정보원A, 소속1 정보원B, 소속2 정보원C이라면, 비록 정보원B가 정보

원C보다 더 중요하더라도 정보원B는 정보원A와 같은 소속이므로 검색결과는 정보원A, 

정보원C, 정보원B 순으로 보여준다. 
71
 다운로드 파일은 엑셀 형태로 제공되며 내용을 담은 파일(refefrence file)과 가중치를 

http://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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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료의 분석 및 관리 효율성 극대화 

○6  HTML5를 활용한 UI 구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연동에 

최적화된 시각화 

 

뉴스소스는 기사, 문장, 정보원의 식별에서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며, 정보원 간 매칭이나 기사, 문장, 정보원 간의 매칭도 인간의 작업물과 

비교해 90% 이상의 일치하는 등 비교적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이는 

컴퓨터공학에서 통용되는 수학적 기법 외에도 기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저널리즘 영역지식을 활용한 룰 기반 기법 및 NSNA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 자체가 방대해서 10%의 오류도 무시하기 어렵고, 검색 

결과에 따라서는 각 단계의 오류가 결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오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72
. 따라서 사전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 

분류 성능도 보완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어처리 및 검색 

등에서의 속도 개선도 이루었다. 하지만 저장용량의 한계로 분석결과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용이 아닌 연구용 서버를 사용하여 서버 안정성도 

다소 떨어진다. UI 등이 완성되지 않아 소속, 직함 등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정형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내용분석에서 기사의 일부만 표집하여 소수의 

코더가 직접 코딩하는 방식에 비해, 뉴스소스를 활용하면 최소한 카인즈에 

저장된 1990년대 이후 2900만여 건의 기사 전수를 검색 기반으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담은 파일(degree file)로 나눠진다. 베타버전에서는 매체명, 날짜, 기사제목, 기사본문, 정

보원 이름, 인용문, 검색어, 검색기간, 검색매체, 정보원 가중치를 제공한다.  
72
 예컨대 이름 식별이 90% 정확도, 소속 식별이 90%의 정확도를 갖는다면, 이름+소속 

식별의 정확도는 90%×90%, 즉 81%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식별만을 활용한 대신 

동명이인은 연구자가 직접 식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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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기사 클릭 

  

정보원 인용문 보기 검색 

 
 

뉴스정보원연결망 시각화 스마트폰 버전 

  

<그림 13> 뉴스소스 베타서비스 화면 

 

2. 뉴스소스의 자료 및 주요 변인 

 

분석대상이 되는 뉴스기사 원자료는 카인즈 자료를 활용했다. 카인즈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2014년 4월 30일 현재 29,613,373건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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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즈의 기사자료는 날짜나 기사 번호 등 일부는 정형화된 형태로, 일부는 

비정형상태로 저장된 반정형자료 형태로 저장되어 관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베타 서비스제공 대가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카인즈의 전체 기사를 다운로드받았다. 

원자료에서 실제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추출된 변인은 <표 17>과 같다. 날짜, 

매체명, 기사제목, 기사본문 등은 카인즈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항목별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출해 사용할 수 있었다. 개인실명정보원과 

직접인용문은 뉴스소스의 NLP 기능을 활용하여 추출했다. 정보원의 가중치는 

NSNA를 통해 구한 절대적 연결정도중앙성 값으로 역시 뉴스소스를 활용했다.  

 

<표 17> 이 연구의 변인 종류 

변인 종류 값 형식 변인특성 

검색어 단어 명목 

검색기간 숫자(연/월/일)~숫자(연/월/일) 서열 

날짜 숫자(연월일) 서열 

매체명 단어(매체명) 명목 

기사제목 단일문장 또는 복수문장 명목 

기사본문 복수문장 명목 

직접인용된 개인실명정보원 단어(성+이름) 명목 

개인실명정보원의 직접인용문 쌍따옴표가 포함된 문장 명목 

정보원 가중치 숫자(연결정도중앙성) 서열 

 

검색어와 검색기간은 연구목적에 따라 입력한다. 가능한 검색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10일까지다. 매체는 카인즈가 그동안 제공해온 총 68개 

매체가 서비스되며 그 목록은 <표 18>와 같다. 카인즈에서는 매일경제에 MBN, 

매경이코노미를, 경향신문에 주간경향을 포함시키고, 언론사 소속 인터넷매체를 

오프라인매체에 포함시키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카인즈의 분류체계를 

따른다. 카인즈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2014년 4월 30일 현재 29,613,373건의 

기사가 서비스 중이다. 뉴스소스는 2014년 4월 10일까지 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서비스 종료된 기사까지 포함하므로 기사의 수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소스에서는 개인실명정보원명과 실명직접인용문을 미리 전처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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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명정보원의 가중치 값은 최소값이 0인 자연수이다. 뉴스소스는 

개인실명정보원의 가중치 값을 검색기간 동안 1일 단위, 2주 단위로 계산해 

제공해준다. 즉 사용자가 검색어와 함께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4주간 검색기간을 설정하여 가중치 값을 구하라고 입력하면, 

정보원별로 1일치 기사로 구한 가중치 28개와 2주치 기사(2013년 1월 1일~1월 

14일, 2013년 1월 15일~1월 28일)로 구한 가중치 2개 등 해당 정보원의 총 

30개의 가중치를 구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2주 가중치를 연도별로 

합산해 활용했으며, 1년을 2주 단위로 나눴을 때 남는 날짜는 절삭했다. 원래 

가중치는 공동인용된 정보원 수로 비율변인이지만, NLP 상에 결측 등이 생겨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서열변인으로 간주했다. 

 

<표 18> 분석대상 매체명 

분류 매체명 계 

전국종합 

일간신문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10 

지역 

일간신문 

제민일보, 한라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충북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매일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영남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25 

경제 

일간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프라임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한국경제, 파이낸스투데이, 매일경제, 한국재경신문 
10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스포츠칸 2 

영자지 코리아헤럴드 1 

TV뉴스 SBS, MBC, KNN, KBS 4 

인터넷신문 대덕넷, 이데일리, 투데이코리아, 오마이뉴스, 조세일보, 노컷뉴스. 브레이크뉴스 7 

지역주간지 홍성신문, 김포뉴스, 당진시대, 옥천신문 4 

전문신문 국방일보, PD저널,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4 

시사잡지 시사인 1 

 

 

3. 결측문제의 처리 

 



 

128 

 

NSN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NLP이 필요하다. NLP을 통해 모든 

개인실명직접인용정보원을 추출한다면 NSNA는 정확한 NSN의 형태와 정보원별 

가중치 값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료 누락이 불가피하다. 결측은 

임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사전의 결함 등에 의해 기계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타당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우선 결측이 체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체자료와 

추출자료가 구조적으로 충분히 유사하다면 결측은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추출된 자료의 연결망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즉 

추출된 NSN의 연결정도지수가 보편적인 NSN의 연결정도지수와 비슷한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정보원이 충분히 많이 인용됐고 기사도 충분하다면, NSN은 기간, 매체, 주제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척도 없는 연결망(scale free network)
73
의 파생된 

형태, 즉 두터운 꼬리(fat-tailed) 형태의 멱함수(power law)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거 인용된 정보원이 소수로 적게 인용된 정보원이 압도적 

다수로 존재하는 뉴스 인용의 폭발성(burst)이 나타나는 것이다(박대민, 2014b). 

수학적으로 척도 없는 연결망별 특성은 연결정도지수 γ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같은 종류의 척도 없는 연결망은 같은 연결정도지수 값을 

갖는다(Barabási, 2002/2002, 115쪽). 연결정도지수는 많은 연결을 지닌 결점이 

적은 연결을 지닌 결점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γ값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자. 한 결점 i의 연결선 수를 뜻하는 연결정도를 

ki라고 하자. 연결정도 ki의 분포함수를 연결정도분포함수를 Pd(k)라고 하고, 

이를 연결정도가 k인 결점 수를 총 결점 수 N으로 나눈 양으로 정의하자. 이 

때 척도 없는 연결망에서 Pd(k)는 N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 k가 클 때 k
-γ에 

근사한다(Barabási & Albert, 1999; 강병남, 2010, 38쪽). 이를 나타내는 척도 

없는 연결망의 멱함수 공식을 γ값을 기준으로 변환하면 아래와 같다. 

                              

73
 정규분포의 연결망에는 평균적인 결점과 분포의 정점으로 구체화되는 척도가 존재한

다. 반면 멱함수 분포의 연결망에는 이러한 정점이나 전체를 특징짓는 결점이 없다. 바

라바시는 이를 척도가 없다(scale free)고 표현한다(Barabási & Albert, 1999; Barabási, 

2002; 강병남, 2010, 25~26쪽, 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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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경우 매체와 주제와 기간과 익명 및 실명 정보원 성격을 

막론하고 NSN의 연결정도지수 값은 1.6±0.2에 수렴한다(박대민, 2014b)
74

. 

요컨대 추출한 자료로 구성한 NSN의 연결정도지수값이 1.6±0.2에 수렴한다면, 

추출자료는 전체자료와 수학적으로 구조적 동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뉴스소스를 통해 추출한 뉴타운담론과 리츠담론의 NSN의 경우, 

연도별로 2주치 연결정도의 합산값으로 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정도지수 

값이 1.8 안팎으로 점차 1.6으로 수렴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연결정도지수 값이 

다소 큰 것은 기사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전체 정보원에 비해 정보원 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정도지수 값이 

비슷한 것은 뉴스소스를 통해 추출한 이 연구의 NSN이 한국 언론 일반의 

NSN과 비슷한 인용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연구는 양적인 내용분석이 아니라 질적인 담론분석을 시도한다. 

내용분석에서는 표본으로서 대표성이 중요하지만, 담론분석에서는 전형성, 

특이성, 포괄성 등이 중요하다. 즉 내용분석에서는 추출된 자료가 표본으로서 

전집을 얼마나 정확히 대표하는가가 중요하지만, 담론분석은 추출된 자료가 

의미론적으로 하나의 전형적인 유형인가, 그 유형에서 중요한 담론인가, 담론의 

복합논증에서 각 단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가 문제시된다. 또 

내용분석은 대조되는 담론 간의 양적 비교에 주목하지만, 담론분석은 담론의 

논리적이거나 모순적인 전개의 고리가 되는 세부 명제들을 하나씩 제시하는 

                              

74
 예컨대 12개 언론사(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내일신문, SBS, 시사인, 오마이뉴스)의 약 6개월치 기사(2012년 1월 

16일~7월 10일) 205,391개에서 정보원 33,611명(익명 포함)에 대해 연결정도지수 값을 구

한 결과 언론사별로 1.6329~2.6864의 값을 기록했다. 정보원수가 많은 언론사의 γ 값은 

1.6에 가까웠으며, 정보원수가 적은 언론사의 γ도 같은 연결정도 값 구간에서는 비슷한 

γ값을 갖는 등 수렴 추이가 유사했다. 즉 γ가 큰 언론사도 정보원이 충분히 많을 정도

로 기사를 많이 수집하면 γ값이 1.6에 수렴할 것이다(박대민,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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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비록 근본적으로는 더욱 타당하고 세밀한 담론분석을 위해서 

NLP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연구목적에 맞게 충분히 많은 

매체, 기사, 정보원, 인용문을 추출하여 논리적 공백이 없도록 담론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검색어만 선정했다면 결측문제는 담론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분석절차의 정리 

 

뉴스소스를 활용한 NSNA 및 담론분석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뉴스소스의 전문가버전 사이트에 접속한다. 

○2  검색어를 입력하고, 언론사를 선택하고, 다운로드시 가중치 계산 

기간단위와 다운로드 검색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한다. 이 때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검색기간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75

.  

○3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한다. 다운로드 파일은 두 개이다. 한 파일은 

개인실명정보원의 이름, 소속, 직함, 인용문, 기사id, 기사의 제목, 게재날짜, 

매체명, 기사본문, 검색어, 검색기간, 검색매체를 포함한다. 다른 파일은 

정보원과 기사의 가중치가 나온다.  

○4  연구목적에 따라 파일을 합친다
76

.  

○5  정보원별로 가중치를 구한다. 1일, 1주, 2주 단위의 가중치는 뉴스소스가 

제공한다. 필요하면 연구목적에 맞게 별도로 계산한다
77

. 

○6  전집과 다운로드 자료 간의 구조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결정도가 큰 

값에서 연결정도지수 값을 구해 1.6 안팎에 수렴하는지 파악한다.  

○7  분석할 인용문을 연구목적과 인용문의 가중치에 따라 추려낸다. 인용문의 

가중치는 인용문 내에 원하는 검색어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정보원의 가중치에 

                              

75
 자료가 너무 크거나 다운로드할 기간에 자료가 전혀 없으면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망 시각화를 통해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76
 이 연구에서는 자료가 1년 단위로 끊어지도록 파일을 합쳐서 사용했다. 

77
 이 연구에서는 2주치 가중치를 1년 단위로 합산한 값을 정보원 가중치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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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부여된다.  

○8  추려진 인용문과 해당 인용문이 포함된 기사를 참조하여 담론을 유형화한다.  

○9  유형화된 담론의 논리적 관계와 시간적 순서를 감안하여, 담론 간의 관계를 

파악한 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복합논증표를 그린다. 담론 간의 관계는 

크게 대립과 발전이 있다
78

.  

○10 담론 간 역설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담론을 해석한다. 

 

 

<그림 14> 뉴스소스 전문가버전
79

  

                              

78
 이 연구에서는 복합논증표에서 한 담론은 박스로, 담론 간 발전 관계는 하얀 일방향 

화살표()로, 대립 관계는 검은 쌍방향 화살표()로 그렸다. 시간적·논리적 흐름은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개되는 것으로 그린다  
79
 <그림 14>의 연결망은 뉴타운출구전략 발표 후 4주간의 NSN를 시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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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대상 

 

1. 분석기사의 선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연구는 담론을 크게 시장담론과 사회담론으로, 

시장담론은 다시 산업담론과 금융담론으로, 금융담론은 간접금융담론과 

직접금융담론으로 나눈다. 이러한 이론적 담론유형을 2008년 이후 서민주택 

사례에 적용하면, 분석대상은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 금융위기담론, 

시장심리담론, 주택청약담론, 주택담보대출담론, 주택담보대출담론, 주택PF담론, 

보금자리론담론, 주택리츠담론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각 담론의 내용을 

기사의 개인실명직접인용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그 양상을 분석한다. 각 

이론적 유형에 해당하는 경험적 사례는 <표 19>와 같다.  

 

<표 19> 담론의 유형 

담론의 이론적 유형 담론의 경험적 사례 

사회담론 뉴타운사회담론 

시장 

담론 

산업담론 뉴타운산업담론 

금융 

담론 

세계시장연계 금융위기담론 

심리적 시장 시장심리담론 

등급화 주택청약담론 

간접금융담론 
수요자금융 주택담보대출담론 

공급자금융 주택PF담론 

직접금융담론 
수요자금융 보금자리론담론 

공급자금융 주택리츠담론 

 

우선 검색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년치 기사를 

다루었다. 2008년은 그 해 4월 18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뉴타운담론이 크게 

활성화된 시기이자,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점차 

본격화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성장주의 열망을 등에 업고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 1기를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또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첫 해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복지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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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기사검색어로는 

‘뉴타운’, ‘PF’, ‘보금자리론’, ‘리츠’ 등 네 가지를 선정했다. 

‘뉴타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민주택 관련 산업담론 및 사회담론의 

전개 양상을 포괄적으로 드러내주는 소재로 판단했다. 각 검색어를 통해 추려진 

연도별 기사 수, 매체수, 정보원수, 인용문수는 다음과 같다.  

 

<표 20> 기사검색어별 매체ㆍ기사ㆍ정보원ㆍ인용문의 수 

검색어 연도 매체수(개) 기사수(건) 정보원수(명) 인용문수(건) 

뉴타운 

2008 58 2,465 1290 5,970 

2009 56 1,610 979 3,513 

2010 57 1,234 875 2,611 

2011 50 1,403 780 3,080 

2012 47 1,325 720 2,553 

2013 46 630 416 1,148 

2008~2013 65* 8,667 3,394* 18,875 

보금자리론 

2008 26 96 57 153 

2009 33 106 57 210 

2010 31 149 69 377 

2011 21 78 65 174 

2012 28 124 56 243 

2013 29 118 67 310 

2008~2013 51* 671 281* 1,467 

PF 

2008 49 1,417 807 3,126 

2009 49 890 557 1,793 

2010 51 1,781 824 3,987 

2011 49 2,973 1,093 6,298 

2012 45 1,117 639 2,040 

2013 39 767 466 2,330 

2008~2013 55* 8,945 2,898* 19,574 

리츠 

2008 36 200 182 391 

2009 31 247 180 502 

2010 37 266 181 631 

2011 31 261 250 483 

2012 27 174 167 291 

2013 32 424 313 767 

2008~2013 52* 1,572 1,014* 3,065 

*연도별 중복 제거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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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인용문의 선별 

 

검색어는 기사를 선별하는 기사검색어 외에도 기사 내 인용문들 중에서 관련 

인용문을 선별하는 인용문검색어를 추가로 활용한다. 주제로서 기사검색어가 

포함된 기사 내 인용문이라고 해도 해당 기사나 인용문이 원하는 주제를 

핵심적 또는 직접적 소재로 다루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8년 4월 7일자 전남일보의 ‘한화갑 "범야권 대통합 동참”’이라는 기사는 

총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의 정견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중 김태욱 광주 동구 

한나라당 후보 한 사람만 뉴타운을 언급한다. 이 기사는 뉴타운을 총선의 

쟁점으로 나름 다루기는 한다. 하지만 특정 후보만 뉴타운에 대해 발언하고 

있으며, 다른 후보의 인용문은 뉴타운이라는 하위 의제 수준이 아니라 

총선이라는 상위 의제 수준에서만 김태욱 후보의 인용문과 연계된다.  

따라서 뉴타운과 직접 연관된 인용문만 확실하게 추리려면 기사뿐만이 

아니라 인용문 자체에 뉴타운이라는 검색어를 포함해야 한다. 물론 

뉴타운이라는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뉴타운을 직접적으로 다룬 

인용문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색어와 인용문 간의 관계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것만 체계적으로 추리기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검색어로 추려낸 기사 내 인용문에 대해 추가로 검색어를 활용하여 

인용문의 식별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융담론의 경우 보금자리론담론, 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은 기사검색어로 

‘보금자리론’, ‘PF’, ‘리츠’를 활용했다. 보금자리론의 인용문검색어는 

기사검색어와 같은 ‘보금자리론’이다. 주택리츠담론와 주택PF담론의 

인용문은 각각 ‘리츠’ 또는 ‘PF’로 검색된 기사에 ‘주택’, ‘재개발’, 

‘뉴타운’, ‘아파트’, ‘PF’, ‘리츠’를 포함하는 인용문이다. 여기서 

‘주택’, ‘재개발’, ‘뉴타운’, ‘아파트’ 등은 서민주택, 특히 뉴타운과 

관련된 인용문검색어이다. 또 ‘PF’와 ‘리츠’는 공급자금융 측면에서 

간접금융이 중심이 되는 PF를 직접금융 방식인 리츠로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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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담론 중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 그리고 뉴타운담론 중 

금융담론으로서 금융위기담론, 심리순환담론, 주택청약담론은 전체 뉴타운기사 

내 인용문에서 각 담론과 관련된 인용문검색어를 포함한 것으로 선별했다. 즉 

이들 담론은 우선 공통적으로 ‘뉴타운’이라는 기사검색어로 검색된다. 

인용문검색어는 뉴타운산업담론 및 뉴타운사회담론의 경우 ‘뉴타운’과 

‘재개발’이다. 뉴타운담론 내 금융담론으로서 금융위기담론의 인용문검색어는 

‘금융위기’, 심리순환담론은 ‘심리’, ‘기대’, ‘신뢰’, ‘우려’, 주택청약담론은 

‘청약’, 주택담보대출담론은 ‘대출’이다.  

한편 인용문을 검토할 때는 중요한 정보원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상에서 인용문에 검색어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그리고 

정보원의 중요도에 따라 인용문 검토 순위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개인실명정보원의 인용문 중 주요 단어를 포함한 주요 인용문 

○2  개인실명정보원의 인용문 중 주요 단어를 포함한 주요 인용문 

○3  주요 개인실명정보원의 전체 인용문 

○4  개인실명정보원의 전체 인용문 

 

여기서 주요 개인실명정보원이란 NSNA를 통해 가중치가 높게 나온 

개인실명정보원을 뜻한다. 가중치를 구할 때 검색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NSN에서 각 개인실명정보원의 연결정도값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NSN에서 가중치를 구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모든 정보원이 다 중요해지는 경향, 즉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너무 짧으면 중요한 정보원도 중요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 즉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검색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대통령처럼 다양한 의제에서 

언급되는 일반가(generalist)을 통해 모든 정보원이 연결되는 경향이 생긴다. 

반면 검색기간이 너무 짧으면, 특정시기에 우연히 빠졌을 뿐 실제로는 중요한 

정보원이 추출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치경제사회 등 한 기사 내에서 인용문을 충분히 활용하는 취재분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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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충분히 많다면, 대체로 2주치 기사에서 나온 NSN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구할 때, 적어도 중요도가 높은 정보원은 적절하게 판별된다. 다만 연예기사나 

인터뷰기사, 사설과 같은 의견기사처럼 인용문 사용이 적은 기사의 경우는 

가중치를 구하는 기간을 늘리거나 NSNA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뉴타운담론을 제외한 담론의 분석대상 인용문은 모든 정보원의 인용문을 

대상으로 기사검색어와 인용문검색어로 추렸다. 뉴타운담론의 경우 모든 

정보원의 인용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분석대상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주요정보원의 인용문으로 한정했다. 뉴타운담론의 주요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작화했다.  

 

○1  뉴스소스를 통해 2주 단위로 뉴타운이라는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한 NSN에서 연결정도를 구한다.  

○2  정보원별 연결정도 값을 각 연도별로 합산한다.  

○3  연도별로 연결정도가 상위 20위권인 정보원을 추출한다.  

○4  검색기간 6년 중에 각 년도에 한 번이라도 상위 20위권에 든 정보원의 

인용문을 6년치 기사 전체에서 추출한다. 예컨대 2008년에 중요도가 상위 

20위권에 들었지만 2009년에는 상위 20위권 밖에 들지 않은 정보원이라도, 

해당 정보원의 인용문을 2008년뿐만 아니라 2009~2013년에서도 찾는다.  

○5  추출된 인용문 안에 뉴타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는 뉴타운담론의 

인용문으로 간주한다.  

 

○4 의 절차를 통해 특정연도에 중요하게 부상한 주요정보원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원의 인용문이 분석대상인 

뉴타운담론과 관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5 의 절차를 통해 분석대상 

인용문을 다시 한 번 추렸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각 담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 기사검색어와 인용문검색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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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사검색어와 인용문검색어별 매체ㆍ기사ㆍ정보원ㆍ인용문의 수 

담론의  

경험적 사례 

기사 

검색어 
인용문검색어 

주요 

정보원 

한정여부 

매체수 기사수 정보원수 인용문수 

뉴타운사회담론/ 

뉴타운산업담론 

뉴타운 

뉴타운/재개발 O 49 1503 72 1907 

금융위기담론 금융위기 X 26 77 51 83 

시장심리담론 
심리/기대/ 

신뢰/우려 
O 38 378 32 436 

주택청약담론 청약 X 26 241 66 269 

주택담보대출담론 대출 X 32 245 123 270 

보금자리론담론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X 41 208 280 318 

주택PF담론 PF 
주택/재개발 

/뉴타운 
X 31 406 188 473 

주택리츠담론 리츠 아파트/PF/리츠 X 18 93 5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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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서민주택대중매체담론의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 

 

5장에서는 서민주택 관련 취재 관행을 정보원과 기자의 측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한 뒤, 서민주택담론 각각을 대표하는 주요정보원이 누구이고 

연도별 중요도 추이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또한 서민주택담론 간의 비중 추이도 

개략적으로 비교해본다. 대중매체담론 속에서 일관되게 한 담론을 대표하는 

소속의 정보원의 위상이 부침을 겪는다면, 이러한 부침을 통해 해당 담론이 

얼마나 잘 수용되는지를 추세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절 부동산 분야 정보원의 취재관행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서민주택대중매체담론을 만드는 저널리즘 관행, 즉 

부동산 분야의 취재 관행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부동산 분야는 보통 

종합지에서는 산업부 아래에, 경제지는 별도의 부동산부를 둔다. 여타 산업부에 

비해 현장취재가 강조되며, 이 때문에 경제지에서는 과거에 부동산부가 사회부 

아래 있기도 했다. 증권과 함께 양대 재테크 관련 출입처로서 독자와의 접점이 

많다. 건설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기는 하지만 주택사업을 하는 시공사를 

중심으로 광고가 적지 않다.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가장 중요한 출입처이다. 

이들은 언론홍보에 적지 않은 인원과 재원을 투입한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견건설사도 오랫동안 별도의 홍보 조직을 유지해온 경우가 적지 않다. 

출입처를 비롯한 출입처와의 유대 역시 강한 편이다.  

취재대상은 유형화될 수 있다. 우선 생산자로 시행사와 시공사, 정부 산하의 

LH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현대건설과 같은 민간건설사, 

전문건설업체,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자재업체, 각종 용역업체 등이 있다. 

중개업자로는 분양대행사, 홍보대행사, 정보업체, 부동산중개업소, 컨설턴트 

등이 활동한다. 소비자로는 개인투자자, 기업, 정부, 세입자 등이 있다. 



 

139 

 

부동산금융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 2금융권, 신탁회사 등이 

있다. 개인, 조합,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토지주나 건물주로서 

취재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영역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정당 등이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학과나 부동산 관련 연구소, 교육기관, 시험기관과 같은 학계, 부동산 

관련 신문, 방송, 출판계, 인터넷카페 등 미디어 등도 존재한다. 시민단체나 

조합원, 주민, 세입자, 청약자 등도 꽤 중요한 취재대상으로 등장한다. 

건설사나 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경우도 많지만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기자가 전문가나 정보업체, 건설사 등에 

직접 요청한 자료가 주로 활용된다. 기자들은 출입처 사람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략 연간 1000명 이상 만나게 된다. 정보원 활용은 정치 

분야나 사회 분야에 비해서는 적지만, 경제 분야 중에서는 많은 편이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부동산이 거의 모든 사회영역에 걸쳐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출입처 외에 컨설턴트나 현지 중개업소와 전화통화를 통해 

취재하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나 건설사의 시각과 달리 주민의 

비판적인 관점을 대변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 기사는 그 특성상 르포를 강조하게 되는데, 특히 호황기에 그렇다. 

현장을 많이 간 기자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취재 인력도 줄고 현장취재의 중요성도 불가피하게 줄어든다. 부동산 

기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데다가 재테크 측면에서 민감한 내용을 

다룬다. 때문에 데스크는 기사에 기자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보원의 목소리로 

담아내고, 반대 의견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가격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매도매수 전망이 핵심적인 기사 내용이 된다. 그만큼 상당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때문에 기자들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기도 하며, 부동산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기사에서 언론사 간의 외적 다양성은 다른 분야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사 내 내적 다양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정책 

평가나 투자 전망이 기자마다 엇갈리는 것이 용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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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 결과 

 

1. 뉴타운담론의 주요정보원 

 

4장 연구대상에서는 뉴타운담론의 경우 뉴타운 포함 기사의 NSN에서 

연결정도로 나타난 가중치가 6년 중 한 번이라도 20위권 안에 들면 

주요정보원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할 경우 연도별로 주요정보원 수가 20명을 

크게 넘을 수 있다. 예컨대 뉴타운담론의 경우 2008년에는 20위권 밖이었지만 

2009~2013년에는 20위권 안에 드는 정보원이 다수 포함되면서 2008년의 

주요정보원 수가 43명에 달한다.  

뉴타운담론 주요정보원을 선별하여 소속별로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이텔릭체로 표기된 이름은 해당년도에는 중요도가 상위 20위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다른 연도에는 상위 20위권에 든 주요정보원을 뜻한다.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정보원의 2주치 연결정도 합산값, 즉 가중치다. 

 

<표 22> 뉴타운담론의 주요 개인실명직접인용정보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치 

청와대 이명박(49) 이명박(34) 이명박(8)  이명박(13) 박근혜(8) 

국회 

여 

당 

조윤선(62) 

원유철(46),신지호(44) 

이재선(34),차명진(30) 

나경원(29),홍준표(22) 

박성효(13),김성태(10) 

현기환(8),이노근(1) 

김일수(28) 

홍준표(22) 

이노근(6) 

현기환(4) 

박성효(2) 

김성태(0) 

나경원(10) 

김일수(7) 

현기환(5) 

김성태(4) 

차명진(1) 

현기환(19) 

나경원(16) 

홍준표(16) 

김효재(13) 

장광근(13) 

원유철(11) 

김일수(7) 

차명진(5) 

박근혜(20) 

차명진(4) 

조윤선(0) 

 

심재철(12) 

이노근(8) 

고희선(7) 

김성태(7) 

박성효(7) 

정우택(7) 

야 

당 

박영선(31),박지원(31) 

우윤근(30),최재성(29) 

이용섭(17),백재현(16) 

강창일(8),강기갑(7) 

강기갑(30) 

노회찬(24) 

정세균(23) 

유원일(23) 

이용섭(11) 

최재성(7) 

노영민(5) 

김진표(3) 

백재현(2) 

박지원(0) 

조경태(24) 

노영민(21) 

노회찬(21) 

정세균(18) 

강창일(16) 

김진표(15) 

김진애(3) 

백재현(2) 

이용섭(19) 

김진애(12) 

김진표(9) 

박영선(8) 

송호창(6) 

강기갑(3) 

백재현(1) 

노회찬(3) 

박영선(1) 

정세균(1) 

김진애(0) 

백재현(11) 

송호창(9) 

안철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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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여 

당 
  강동석(15) 김황식(12) 

이원재(16) 

김황식(4) 
이성한(8) 

지 

자 

체 

여 

당 

오세훈(70) 

김문수(14) 

김효수(1) 

오세훈(31) 

김효수(21) 

김문수(11) 

오세훈(20) 

김문수(14) 

김효수(2) 

김문수(31) 

오세훈(28) 

김효수(6) 

오세훈(16) 

 

김문수(1) 

야 

당 
 송영길(5) 송영길(21) 

박원순(18) 

송영길(4) 
박원순(71) 

박원순(19) 

송영길(1) 

경제 

컨설턴트 

박상언(72) 

함영진(37) 

임달호(34) 

고종완(31) 

김희선(28) 

김규정(27) 

양지영(21) 

박대원(17) 

전영진(17) 

함영진(38) 

김규정(34) 

박상언(34) 

김희선(32) 

전영진(21) 

임달호(13) 

이영진(11) 

양지영(10) 

고종완(6) 

박상언(34) 

김규정(29) 

함영진(29) 

이영진(22) 

전영진(17) 

고준석(14) 

김희선(12) 

양지영(8) 

임달호(8) 

함영진(28) 

양지영(26) 

김규정(20) 

박대원(17) 

전영진(17) 

박상언(13) 

김희선(8) 

이영진(4) 

임달호(2) 

고종완(0) 

함영진(42) 

박상언(35) 

김규정(32) 

전영진(17) 

조은상(16) 

양지영(10) 

김희선(2) 

임달호(2) 

함영진(34) 

박상언(15) 

양지영(8) 

안민석(7) 

조은상(6) 

김규정(4) 

금융 
고준석(33),한태욱(32) 

이남수(13),양용화(26) 

이남수(21) 

한태욱(17) 

고준석(15) 

한태욱(20) 

김재언(17) 
이남수(8) 

이남수(21) 

양용화(15) 
이남수(8) 

분양대행  김신조(21) 김신조(10) 김신조(11) 김신조(17)  

연구소 

김선덕(25) 

김현아(11) 

두성규(3) 

두성규(4) 

김현아(25) 

김선덕(19) 

김선덕(9) 

김현아(5) 

두성규(2) 

김현아(10) 

김선덕(9) 

두성규(6) 

김선덕(18) 

김현아(14) 
두성규(7) 

허윤경(7) 
두성규(14) 

문화 
학계 

변창흠(29) 

조명래(9) 

양재모(7) 

김종선(22) 

변창흠(15) 

최현일(13) 

조명래(8) 

양재모(20) 

변창흠(8) 

김종선(7) 

조명래(2) 

조명래(18) 

김호철(15) 

변창흠(15) 

손재영(15) 

박철수(15),박태원(14) 

안철수(14),조명래(14) 

김호철(9),변창흠(6) 

이창무(4),손재영(2) 

변창흠(12) 

조명래(12) 

이창무(7) 

최현일(7) 

김호철(4) 

종교계   문정현(15)    

사회 
시민단체 이주원(6) 이주원(26) 이주원(18) 이주원(6) 이주원(12)  

주민   김영덕(21) 권명숙(17)   

 

연도별 최상위 정보원을 살펴보면 2008년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2009년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2010년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2011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 2013년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이 있다. 

대략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대체로 거의 매년 컨설턴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뉴타운출구전략이 거론되던 2011년과 2012년에는 뉴타운사업이 

활발한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뉴타운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소속별 최상위 정보원으로는 정계 중 청와대 인사로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뉴타운사업을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2008년), 여당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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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조윤선 의원(2008년), 야당 의원으로는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2008년)과 같은 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2008년), 관료 중에는 출구전략을 놓고 박원순 시장과 날을 세웠던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2012년), 지자체 소속 여당 측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2008년), 야당 측 인사로는 박원순 서울시장(2012년)가 있다. 정계 

인사들은 2008년 총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지방선거 등 선거 

이슈로서 뉴타운 논쟁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고, 2009년 용산참사 때는 야당 

정치인 위주로 논쟁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재계에서는 컨설턴트로는 박상언 대표(2008년), 금융인으로는 

부동산 관련 은행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PB)로 유명한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2008년), 분양대행업체로는 분양 관련 컨설팅으로 널리 

알려진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2009년), 연구원으로는 비교적 온건한 

시장주의자인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2008년)과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2009년) 등이 중요한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생각해 재계 정보원은 모두 비슷한 시장지향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재건축(임달호), 분양(함영진), 시프트(양지영), 시황(김규정), 

상가(박대원), 금융(이남수), 개발(전영진), 강남 지역(고준석) 등 각자 나름의 

전문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 때문에 이들은 시장 자율에서부터 정부 

개입까지, 투자자 보호부터 세입자 보호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  

학계에서는 시장보다는 사회를 중시하는 목소리를 내온 변창흠 세종대 

교수(2008년), 종교계 인사로는 용산참사 희생자를 위로하는 ‘거리의 신부’로 

알려진 문정현 신부(2010년), 시민단체로는 뉴타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된 후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이 된 이주원 나눔과 

미래 국장(2010년), 주민으로는 용산참사 희생자 고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2010년)을 들 수 있다. 대체로 문화계와 시민사회의 정보원들은 용산참사와 

관련되는 등 반시장적이고 사회지향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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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주택금융담론의 주요정보원 

 

금융담론 중에서 금융위기담론, 주택청약담론은 뉴타운기사 내 정보원과 

인용문에서 추출된 것만으로 한정했다. 이 담론의 정보원은 뉴타운담론 

정보원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앞서 살펴본 뉴타운담론 

내 금융담론 정보원이 아닌, 보금자리론, PF, 리츠 등 별도의 기사검색어로 

추린 기사 내 인용문으로 대변되는 금융담론, 즉 보금자리론담론, 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의 정보원만을 살펴본다. 각 담론의 주요정보원은 <표 23~25>와 

같다. 외국인 정보원과 식별 오류 정보원은 제외했다.  

전체적으로 세 주택금융담론의 정보원 분포를 뉴타운담론의 정보원 분포와 

비교해보면 금융기관 소속 정보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금융담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편중 정도가 심하다. 반면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소속 정보원은 한 명도 없다. 시민사회와 폭넓은 접점을 갖는 컨설턴트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회의 관점에서 시장적 관점을 비판한 학계의 목소리도 

적다. 국회의원 등 정당 소속 정보원도 많지 않아 금융담론이 정치 논쟁의 

중심에서도 다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주택리츠나 

보금자리론 등 직접금융담론의 경우에 더 심하다. 서민주택사회담론을 주도했던 

소속의 정보원들이 금융담론에서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담론은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전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전개됐음을 

시사한다.  

각 담론별로 좀 더 살펴보자. 우선 간접금융담론인 주택PF담론을 살펴보자. 

이 담론은 세 금융담론 중 가장 많은 정보원이 참여한다. 정보원의 가중치도 

높은데 이는 주택PF가 그만큼 논쟁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도별 

주요정보원으로는 시중은행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연구위원(2008년), 애널리스트인 허문욱 삼성증권 연구원(2009년), 

금융감독원장인 김종창(2010년)과 권혁세 (2011~2012년), 중견주택건설사와 

가까운 연구소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2013년)이 있다. 소속별 

주요정보원으로는 한나라당 간사였던 최경환 의원(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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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으로 농협 부실을 지적한 김영록 민주당 

의원(2008년), 권혁세 금감원장(2011년), 청주 테크노폴리스 PF에 대해 지적한 

김영근 청주시 의원(2010년), 서울시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이종수 사장(2013년), 

애널리스트인 허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2009년), 시행사 대표이지만 업계 

전문가로 알려진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2011년), 신용상 연구위원(2008년), 

컨설턴트인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2010년), 대형시공사들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정책실장(2008년), 학계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2010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택PF담론은 금융위기 이후 PF발 금융위기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주도 아래 중견건설사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큰 화두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발언자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PF가 공급자금융이고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존폐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협회나 연구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입장은 다소 주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23> 주택PF담론의 정보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치 

정당 

(여당) 

최경환(16) 

배영식(5) 

이진복(3) 

김영선(2) 

이사철(1) 

윤상현(0) 

장광근(0) 
나성린(0) 

원희룡(0) 
김애실(4)     

정당 

(야당) 

김영록(5) 

이광재(4) 

김성순(0) 

이용섭(0)   유원일(4)     

행정부 
주재성(2) 

정희식(1) 

진동수(7) 

도태호(1) 

김종창(16) 

진동수(12) 

백기철(3) 

조영제(0) 

권혁세(31) 

김중수(23) 

김재정(0) 

백기철(0) 

권혁세(12) 

최인호(1) 
 

지자체 

(여당) 
    염홍철(0)     김진원(0) 

지자체 

(야당) 
    

김영근(3) 

이재명(0) 
      

정부산하     권소현(0) 김진(0) 김요섭(0) 이종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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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0) 이재준(0) 

경제 

금융 

성진경(16),이재만(16) 

김세중(13),이창근(13) 

조윤호(12),허문욱(12) 

이광수(7),이선일(6) 

최정욱(6),한상희(6) 

고유선(5),이준재(5) 

이효근(4),고준석(3) 

이윤학(3),김석준(2) 

심규선(2),이병철(2) 

조완제(2),임호진(1) 

정일구(1),한창진(1) 

김미연(0),김봉식(0) 

김왕경(0),안상준(0) 

이희철(0),최진규(0) 

한성덕(0) 

허문욱(21) 

조윤호(19) 

홍서연(11) 

이창근(10) 

이광수(8) 

이종우(4) 

조주형(2) 

강인중(1) 

유상호(1) 

이우정(1) 

민영창(0) 

이상헌(0) 

조윤호(13) 

이광수(11) 

이창근(11) 

조주형(11) 

강민석(10) 

강승민(9) 

전용기(9) 

박영도(7) 

이병건(7) 

윤진일(6) 

박형렬(5) 

백재욱(5) 

김세중(4) 

유주연(4) 

김익상(3) 

박은미(3) 

정상협(3) 

강철구(0) 

권재민(0) 

이영주(0) 

주영래(0) 

최희문(0) 

조윤호(17),유상호(14) 

이창근(10),조주형(10) 

백재욱(9),강승민(5) 

윤진일(5),이경자(5) 

길기모(4),이병건(4) 

강민석(0),강철구(0) 

김기명(0),김대형(0) 

김동준(0),김용식(0) 

김진호(0),소재용(0) 

손은경(0),유덕상(0) 

이성권(0),임규성(0) 

정준호(0),허문욱(0) 

이경자(7) 

배문성(4) 

유상호(2) 

정상협(2) 

송민준(1) 

이경화(1) 

김선규(0) 

김진훈(0) 

정혁진(4) 

박상연(3) 

안경훈(3) 

강승민(2) 

김선규(2) 

조윤호(2) 

김선미(1) 

김익상(1) 

박용희(1) 

박춘성(1) 

배문성(1) 

김진훈(0) 

김형근(0) 

박영선(0) 

이광수(0) 

정상협(0) 

조주형(0) 

재계 

이종수(2) 

이재성(1) 

채형석(0) 

최수강(1) 

고광영(0) 

김용찬(0) 

김현진(0) 

허명수(0) 

안진호(0) 

권홍사(0) 

서용식(0) 

조대호(0) 

최종욱(0) 

김승배(17) 

김신조(4) 

신완철(0) 

이상호(0) 

김승배(2) 

김영대(2) 

김재식(1) 

  

연구소 

신용상(21),김선덕(19) 

박재룡(7),김현아(4) 

장성수(2),김덕례(1) 

강종만(0),박성민(0) 

이용일(0) 

 

김현아(11) 

권주안(9) 

두성규(9) 

권오연(6) 

이원형(0) 

장성수(0) 

권주안(12),김선덕(10) 

박덕배(6),김민형(0) 

서병호(0),이홍일(0) 

허윤경(0) 

 허윤경(6) 

컨설턴트 봉준호(2)   함영진(13) 이영진(0)     

협회 
김동수(11) 

윤태순(0) 
김인석(3) 

김정중(0) 

서길석(0) 

김동수(8),강해성(6) 

이상근(6),송현담(5) 

권오열(3),신동수(0) 

임종구(0),최삼규(0) 

박흥순(3) 
김의열(3) 

강경완(0) 

문화 학계 
서승환(4) 

고성수(2) 
 

변창흠(14) 

이현석(0) 
서후석(6) 박창균(4)  

 

다음으로 직접금융담론인 주택리츠담론과 보금자리론담론을 살펴보자. 우선 

주택PF담론에 대비되는 주택리츠담론의 경우, 연도별 주요정보원으로는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 이창근 현대증권 연구원, 김혜준 대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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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2011년), 주택리츠에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의 

이찬우 기금운용본부장,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2013년)을 꼽을 수 있다. 소속별 

주요정보원으로는 서승환 장관(2013년),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2009년), 이찬우 

본부장(2012년), 이성철 서울시 주택제도팀장(2013년), 이계웅 팀장(2008년), 

김승배 사장(2011년),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2013년),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2013년),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2011년) 

등이 있다.  

 

<표 24> 주택리츠담론의 정보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치 

행정부   
구본진(0) 

정종환(0) 
  

정종환(10),박상우(4) 

이원재(2),김재정(1) 

백기철(1) 

  서승환(15) 

여당   김기현(0)         

정부산하         
이찬우(2) 

문윤태(0) 
이재영(0) 

지자체      이성철(1),이도형(0) 

경제 

금융 
이계웅(10) 

신긍호(2) 

이창근(3) 

강승민(0) 

한강수(0) 

김혜준(8),강승일(2) 

김재언(2),한재혁(2) 

이영하(1) 

정준호(1),김대형(0) 

김종국(0),김진호(0) 

이영준(0),황규완(0) 

박광준(1) 

서경덕(0) 

신동수(0) 

김종국(2),임현묵(2) 

이종수(1),황진수(1) 

박광준(0),정상익(0) 

재계 이기근(0)     김승배(4)   김성용(0) 

연구소  강민석(1)  권주안(4) 김태섭(1) 김현아(11) 

컨설턴트     이영진(3),김주철(0) 이영진(4),김규정(2)   함영진(6) 

협회       송현담(4),신동수(2) 김진훈(0) 김관영(0),김진훈(0) 

 

다른 금융담론과 비슷하게 주택리츠담론 역시 서민주택사회담론을 주도했던 

청와대, 국회, 문화, 시민사회 소속 정보원이 전무하다. 대신 국토해양부 등 

행정부가 주택리츠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주택리츠에 대한 

조세혜택 등 각종 정책지원이 더해지는 배경도 된다. 국회도 주택리츠를 

활용하는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컨대 김기현 의원은 건설업계 하도급 

제도 개선 당정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서 하도급업체가 대물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리츠로 매입할 것을 주장한다. 또 주택리츠에 투자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증권사의 정보원도 적지 않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컨설턴트 중 

두드러지는 이는 함영진 역시 증권사가 모기업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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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몸담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과 NH농협의 자회사인 NH농협증권 등 정부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의 역할도 눈에 띤다. 한편 주택리츠는 점차 코람코나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강점을 가진 금융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택리츠에 대한 금융업계의 관심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담론과 대비되는 보금자리론담론은 수요자금융에 대한 

담론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발언은 없다. 학계 

정보원도 없고, 컨설턴트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은행에서 자산가를 

상대로 고객 상담을 하는 은행PB가 컨설턴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보금자리론담론의 개인실명정보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치 

정당(여당) 이한구(0) 권택기(0)     진영(1),나성린(0)   

정당(야당) 
박선숙(0) 

신학용(2) 
이성남(0)   박선숙(0) 

성완종(3) 

김기식(0) 
신학용(0) 

행정부  권혁세(0) 권혁세(1)  김태현(2),김정은(0) 이태성(1) 

지자체(여당)     오세훈(0)       

정부 

산하 

임주재(2) 

박재환(0) 

유재한(0) 

이상섭(0) 

이윤재(0) 

김찬년(1) 

김병주(0) 

김성철(0) 

유석희(0) 

임주재(0) 

장상인(0) 

임주재(5) 

오세욱(1) 

김영범(0) 

김찬년(0) 

이재상(0) 

장상인(0) 

함태규(0) 

김경호(0) 

임주재(0) 

차영봉(0) 

서종대(1) 

김진효(0) 

장병일(0) 

서종대(2),김창호(0) 

박성재(0),우병국(0) 

이무홍(0),장병일(0) 

정정일(0),조학현(0) 

홍승도(0) 

경제 

금융 

김인응(3) 

서춘수(0) 

윤설희(0) 

윤설희(3) 

김인응(2) 

이정걸(2) 

김성수(1) 

서춘수(1) 

김인응(0) 

박철웅(0) 

서춘수(0) 

이정걸(2) 

박철웅(0) 

이경렬(0) 

 
김우중(0),김은갑(0) 

이종훈(0) 

연구소 이철용(1)   강종만(1) 김은희(0)   
김태섭(2),김영도(0) 

이순호(0) 

컨설턴트  함영진(0)   함영진(2),박정욱(0)  

문화 대중문화계     최불암(0)       

 

연도별 주요 정보원을 살펴보면 김인응 우리은행 PB사업단 총괄팀장, 윤설희 

국민은행 도곡PB센터장,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정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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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사업부 팀장,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건설업계를 전반을 대변하는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실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주관기관이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보금자리론 판매처이다. 김인응, 윤설희, 이정걸은 

보금자리론을 추천하며, 성완종과 김태섭은 보금자리론에 비판적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금자리론 정보원의 절대적 가중치가 낮다. 이는 보금자리론을 

다룬 기사 자체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금자리론의 

논쟁적 측면이 부각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이나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발언량에 비해 가중치가 낮은 편인데 

이는 이들이 보금자리론의 금리나 효과, 기능에 대해 혼자 발언하고 기사에서 

쟁점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3. 정보원 가중치로 추정한 담론 비중의 추이 

 

여기서는 정보원 가중치로 미루어본 담론별 가중치의 연도별 변화와 소속별 

대조를 통해 각 담론의 성장과 위축이 다른 담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각 담론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인지 그 대략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담론의 성격과 정보원의 소속 간 관계에 대해 

논해보자. 소속의 특성이 담론의 특성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하지만 

소속을 적절히 유형화하면 소속별로 일관된 입장이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 

예컨대 여당 소속 정보원은 대체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속별 

정보원의 비중을 담론별 비중과 근사할 수 있으며, 소속별 정보원 비중의 

추이를 통해 담론 비중 추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정보원의 소속 유형을 담론의 유형에 맞게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 연구는 크게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을 다룬다. 

뉴타운담론은 산업담론과 사회담론 간의 대립, 주택금융담론은 간접금융담론과 

직접금융담론 간의 대립을 살펴본다. 각 담론을 정보원 소속에 대응시켜보자. 

우선 뉴타운담론은 여당 등 정보원은 대체로 산업담론의 정보원에, 야당 등 

정보원은 사회담론의 정보원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여당 등 정보원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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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보원 또는 정부나 정부기관 정보원을, 야당 

등 정보원은 야당 소속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정보원 또는 학계나 종교계 등 

문화계와 시민사회 소속 정보원을 뜻한다
80
. 컨설턴트나 재계 등 경제 소속 

정보원은 시장 측면과 사회 측면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중립으로 놓았다. 

요컨대 여당 등 정보원이 생산하는 담론은 뉴타운산업담론에, 야당 등 정보원의 

담론은 뉴타운사회담론에 근사한다. 주택금융담론의 경우 주택PF담론의 

정보원의 비중은 간접금융담론의 비중에, 주택리츠담론과 보금자리론담론의 

정보원 비중은 직접금융담론의 비중에 근사한다고 본다.  

먼저 각 담론의 연도별 가중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5~17>과 같다. 

<그림 15>는 뉴타운담론의 정보원 전수와 주택금융담론 정보원 전수의 

가중치를 연도별로 합산한 값의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15>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의 전체정보원 비중 추이 

 

                              

80
 문화계 정보원은 주로 학계 인사다. 학계 인사 가운데 시장지향적인 학자가 있을 수 

있고 사회지향적인 학자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학자가 시장지향적 견해와 사회지향적 

견해를 동시에 피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학계 정보원은 야당 

정보원 대다수와 유사한 사회지향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용되었다. 이는 시장지향

적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는 학자가 아닌 이들을 인용하거나, 시장지향적 견해가 인용된 

학자가 있더라도 가중치가 낮거나, 가중치가 높은 학자가 시장지향적 견해와 사회지향적 

견해를 모두 제시했더라도 사회지향적 견해의 인용에만 활용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소속 정보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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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를 보면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 모두 가중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선 뉴타운 열풍이 가라앉음에 따라 뉴타운담론 자체가 

퇴조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담론의 경우는 뒤에서 보겠지만 주택PF담론이 

위축되면서 주택금융담론 전체의 가중치가 감소했다.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을 비교하면 뉴타운담론의 가중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 간의 비중 차이가 큰 폭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의 첫 번째 그래프는 뉴타운담론 내에서 산업담론을 대변하는 여당 

등 정보원 가운데 주요 정보원의 가중치 합계와 사회담론을 대변하는 야당 등 

정보원 가운데 주요 정보원의 가중치 합계의 추이를 보여준다
81

. 앞서 

살펴봤듯이 뉴타운담론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뉴타운사회담론은 

뉴타운담론 내에서 비중이 2008년 22%에서 2013년 50%로 커졌다. 사실상 

뉴타운사회담론이 뉴타운담론 안에서 부상하면서 뉴타운담론 자체의 위축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82

. 즉 뉴타운사회담론은 

뉴타운출구전략담론처럼 뉴타운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림 16> 연도별 각 담론의 합산 가중치 추이 비교 

                              

81
 원래는 전체 정보원의 가중치 합산을 해야 하지만, 정보원이 너무 많아 소속 코딩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편의상 뉴타운담론의 하위담론의 경우에만 주요정보원을 대상으로 

추이를 비교했다.  
82
 뉴타운사회담론 비중과 뉴타운담론의 가중치 간 상관관계는 -0.8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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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의 두 번째 그래프는 주택금융담론 중에서 간접금융담론을 

대변하는 주택PF담론의 전체 정보원 가중치 합계와 직접금융담론을 대변하는 

주택리츠담론 및 보금자리론담론의 전체 정보원 가중치 합계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다. 간접금융담론은 PF문제로 인한 저축은행 사태가 있던 2011년 이후 

가중치가 크게 줄었다. 간접금융담론이 위축되면서 주택금융담론 자체가 

위축된다. 반면 직접금융담론은 대체로 비중이나 가중치 모두 높아졌다. 특히 

2013년에는 간접금융담론의 가중치를 넘어서면서 의제를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산업담론은 주택금융담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채 가중치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뉴타운사회담론의 뉴타운담론 내 

비중의 추이와 직접금융담론의 주택금융담론 내 비중 추이 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난다
83
. 두 담론의 비중 추이를 비교하면 <그림 17>과 같다. 이러한 

추세 연동의 구체적인 의미는 담론분석을 통해 파악해야 하겠지만, 

뉴타운사회담론과 직접금융담론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림 17> 뉴타운사회담론과 주택직접금융담론의 가중치 추이 

                              

83
 뉴타운담론 내 뉴타운사회담론의 비중과 금융담론 내 직접금융담론 비중 간의 상관관

계는 0.5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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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뉴타운담론, 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 및 보금자리론담론 등 각 

담론을 주도하는 세력을 파악하기 위해 담론별로 정보원 가중치를 연도별이 

아닌 소속별로 합산하여 비교해본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특정 소속 정보원이 

소수인 경우, 성격이 비슷한 다른 소속 정보원과 합치는 식으로 소속 분류를 

조정하도록 한다. 우선 뉴타운담론에서는 청와대, 관료, 지자체는 같은 행정부로 

보고 합친다. 컨설턴트와 분양대행, 연구소는 자문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동일하므로 합산한다. 단 금융은 별도로 계산한다. 종교계와 학계는 문화계로 

보고 합산하고, 시민단체와 주민 역시 시민사회로 보고 함께 계산하다. 

주택금융담론에서는 뉴타운담론과 동일하게 파악하되, 정부산하기관은 행정부 

집합에 포함시키고, 뉴타운에 없던 재계와 협회는 별도의 소속 항목으로 묶는다. 

주택리츠담론과 보금자리론담론은 직접금융담론으로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하나로 묶었다. 이에 따라 2008~2013년 뉴타운담론, 주택PF담론, 

직접금융담론으로서 주택리츠담론+보금자리론담론의 정보원 비중 합산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8~20>과 같다
84
.  

 

 

<그림 18> 타운담론의 소속별 비중 비교 

                              

84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뉴타운담론은 주요정보원의 가중치를, 주택금융담론은 전체

정보원의 가중치를 합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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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살펴보면 뉴타운담론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두 집단은 

국회의원들과 컨설턴트들이다. 반면 주택금융담론에서는 행정부와 금융계의 

정보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국회의원이 뉴타운 논쟁에 뛰어든 것은 특히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이 

정치적 쟁점화가 됐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뉴타운담론에서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지대하다
85
. 뉴타운담론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 업계나 투자자 위주의 

정보원은 물론 학계나 시민사회, 종교계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등 비교적 

다양한 소속의 정보원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전체적인 서민주택담론에서의 영향력은 컨설턴트 등에 비해 약하기는 

하지만, 주택금융담론에서는 행정부와 금융계 등 엘리트 정보원이 중시된다. 

이러한 엘리트 정보원은 장관급이나 행정고시를 합격한 관료들, 금융기관 

수장이거나 고위직은 아니더라도 대형금융기관에 속해 있다. 특히 

직접금융담론에서 행정부 소속 정보원의 영향력은 금융계 정보원보다도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직접금융의 확산에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주택리츠담론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금자리론에서는 

공공기관장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간접금융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직접금융이 주택통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금융을 지지하는 민간금융자본이 정부의 개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즉 금융자본은 규제는 반대하지만 지원은 

요청하며, 정부의 육성책에 의존해 성장한다. 

 

                              

85
 컨설턴트의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자와의 유착 때문이라거나 이들이 손쉬운 취재대상이

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NSNA의 가중치 구하는 방식은 

기자와 유착된 정보원을 평가절하한다. 컨설턴트의 가중치가 높아지려면 다수의 기자들

이 다수의 기사에서 다수의 정보원과 함께 인용해야만 한다. 또한 기자의 취재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요컨대 컨설턴트들은 실제로 논쟁

에서 중요한 논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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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택PF담론의 소속별 비중 비교 

 

 

<그림 20> 주택리츠+보금자리론담론의 소속별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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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컨설턴트 산업자본주의와 엘리트 

금융자본주의 

 

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시계열 변화를 볼 때 서민주택담론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힘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뉴타운담론의 

비중이 줄고 주택금융담론의 비중이 커지는 힘이 있다
86
. 이 힘이 가장 큰 

힘이다. 둘째, 뉴타운담론 내에서 산업담론의 비중이 줄고 사회담론의 비중이 

커지는 힘이 있다. 셋째, 주택금융담론 내에서 간접금융담론의 비중이 줄고 

직접금융담론의 비중이 커지는 힘이 있다. 이 힘은 가장 작을지도 모르지만,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가장 고도화된 상태의 힘, 결과적이고 최종적인 힘일 

수 있다. 직접금융담론의 비중 확대는 뉴타운사회담론의 비중 확대나 

뉴타운담론의 비중 축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본격적인 담론분석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이 세 힘의 중첩 결과로 나타나는 담론적 흐름이 

논리적으로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속별 가중치를 비교해볼 때 뉴타운담론에서는 컨설턴트 

산업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주택금융담론에서는 엘리트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관료와 

금융계 정보원이 중시된다.  

컨설턴트는 사실 엘리트가 아니다. 이들의 지식은 학계의 이론적 훈련에 

기초한 규율화된 지식이 아니라 주변화된 지식, 실무적인 지식, 현장에 밀착된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오랫동안 현장을 관찰하고, 업계와 대면하고, 투자자 

등과 수많은 상담하면서 쌓은 경험적 지식이다. 컨설턴트들은 흔히 말하는 

공식적 정보원이나 기득권 정보원과도 거리가 멀다. 대부분은 영세한 편인 

소규모 부동산정보회사 소속이거나 사실상 1인 기업으로 활동한다. 그럼에도 

                              

86
 주택담론 자체를 위축시키는 힘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 이 연구가 전체 주택담론

을 다룬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담론의 경우는 주택PF담론이 주택간접금융담론

에서, 주택리츠담론과 보금자리론담론 역시 주택직접금융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이기 

때문에 근사적으로는 주택금융담론 내의 대략적인 대립 추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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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들은 뉴타운 관련 기사에서 가장 폭넓게 인용된다. 

컨설턴트들은 재개발을 포함해 주요 개발 현장을 수시로 반복해 살펴본다. 

이러한 경험이 다년간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맥락도 파악하고 있다. 기자나 

투자자 등으로부터 많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현실에 대한 실무적이면서도 

다양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게 된다. 그들의 성향은 다소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평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컨설턴트는 비록 

학계에서는 주변화된 지식인이지만, 그 덕분에 분과학문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장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넘나들며 뉴타운담론, 

서민주택담론, 부동산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생산자 역할을 한다.  

사실 컨설턴트의 담론적 영향력은 대중매체담론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미친다. 이들은 언론 보도는 물론 재테크 서적 출간, 투자설명회와 강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등을 통해 그 어떤 유형의 정보원보다도 많은 투자자와 

업계 종사자들과 많이 접촉한다. 이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재계와 학계 

전반의 실무진들과 광범위한 연결망을 갖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컨설턴트들을 

초청해 잠재수요자들에게 분양전략을 설명하는 동시에 분양할 아파트를 

홍보한다. 자산가들은 컨설턴트와 투자를 논의하고, 컨설턴트들도 정보를 

자산가들로부터 얻는다. 정부는 컨설턴트들을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용한다. 

이들은 겸임교수 등으로 부동산학 관련 학과에 출강해 학계에도 몸 담고 있다.  

반면 주택금융담론에서는 현장에 밀착된 실무적 지식이 중시되는 

뉴타운담론에 비해, 행정적이거나 금융적인 전문지식이 중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금융담론의 공식적 정보원 중심, 고학력 엘리트 정보원들은 

사회담론에 기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발화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87
.   

                              

87
 다만 금융기관 소속 정보원 중 은행PB는 사실상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이들은 컨설

턴트라도 학력은 높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임원급 정보원은 아니다. 전문성을 인정받

아 외부에서 영입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컨설턴트 못지 않게 대중과 접촉하며 자

유롭게 활동한다. 공급자금융보다는 수요자금융에서,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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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서민주택산업담론의 위기와 

서민주택사회담론의 한계 

 

6장에서는 서민주택담론 중 산업 중심 담론으로서 뉴타운담론을 살펴본다. 

뉴타운담론은 2008년까지만 해도 서민주택시장담론의 핵심이었지만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뉴타운시장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이 분열적으로 대립하면서 

점차 위축됐다. 뉴타운담론의 위축은 산업 중심 시장담론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시장담론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정담론을 매개로 

금융담론으로의 이행을 예비한 것이었다. 또한 사회담론은 시장담론에 맞서는 

대항품행이지만, 정작 그 효과를 놓고 보면 금융담론이 시장담론을 주도하도록 

산업담론을 대신 물리치고, 금융통치성을 부지불식간에 뒷받침하는 사회를 

마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살펴볼 것이다. 

 

1절 서민주택산업담론으로서 뉴타운산업담론의 확산과 

비판 

 

뉴타운산업담론은 원래 신도시개발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신도시 조성 방식은 재정 부담과 투기 조장으로 실패한 

서민주택으로 비판받는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뉴타운 개발을 신도시 

조성을 대신할 서민주택정책으로 주장한다. 초기에는 서민주택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측면이 강조됐고, 경기활성화나 재테크 수단 측면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에 

경기활성화론과 재테크담론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뉴타운 정책을 제안한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직후에 18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리면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폭발하게 된다. 여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당시 여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끌어들여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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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남발했고, 야당 후보까지 이에 편승할 정도였다. 

하지만 18대 총선 이후 오세훈 시장이 4차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히자 뉴타운산업담론에 대한 비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판은 

전면적으로 제기됐다. 한 마디로 뉴타운 정책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패하고 있다는 것, 즉 반서민정책인데다가 경제성장이나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판 초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을 촉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결국 뉴타운 

개발이 시장과 사회 양 영역에서 모두 실패했음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뉴타운산업담론 역시 신도시개발담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1. 뉴타운산업담론의 패권화 

 

1) 신도시대안론 

 

뉴타운 개발은 특히 신도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시장은 지방보다는 서울에, 신도시 조성보다는 도심 

재개발에 무게를 둔 서민주택 정책으로서 뉴타운 개발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직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집권 첫 해인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용문 3: 이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짓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신도시보다 효과적”이라면서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기 부양도 되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명박, 2008.9.10., 서울신문). 

 

신도시 개발은 더 이상 신규 추진되지 않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신도시 역시 

축소되거나 연기됐다. 예컨대 행정수도로 추진된 행정도시는 행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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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로 축소된다. 사실 뉴타운 개발 역시 결국 신도시 개발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상승은 물론 공급량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담론은 점차 불가피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도시 내 

나대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주장은 후에 뉴타운출구전략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뉴타운 정책을 지지하는 논리로 남아있게 된다. 

 

인용문 4: 김 국장은 "서울 지역에 나대지가 거의 동난 상태여서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속도조절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수, 2009.8.25., 한국경제). 

 

2) 경기활성화론, 재테크론 

 

뉴타운 정책의 목표는 크게 서민주택공급 외에 경기활성화가 제시됐다. 

뉴타운 개발은 좁게는 서울 지역의 건설 경기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최소한 숨통을 틔워주며, 일자리도 늘려준다는 것이다.  

 

인용문 5: 어제(23일) 뉴타운 성공을 위한 업그레이드 전략 발표·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지사는 "경기 뉴타운은 구도심 재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 욕구 수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문수, 

2009.9.24., 매일경제). 

 

경기활성화론보다 더 주목 받은 것은 재태크담론이었다. 뉴타운 개발은 

집값을 급등시켜 부동산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다. 심지어 홍준표 의원은 뉴타운 

정책의 목표를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재테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용문 6: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값이 상승 안 하면 뉴타운 뭣 하러 하느냐"고 일갈했듯이 뉴타운의 

'알파'요 '오메가'는 집값 상승이다(홍준표, 2008.4.24,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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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론은 특히 부동산 컨설턴트들의 입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유망하다는 식의 투자전략을 알려주면서 사실상 독자를 

주택구입자로 호명한다.  

 

인용문 7: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신혼부부 주택이 나오는 곳이 강북 

재개발 단지나 대형 뉴타운 등 인기가 있는 지역인 만큼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많을 듯 하다"며 "다만 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김규정, 2008.8.11., 이데일리). 

 

뉴타운 재테크담론이 부상한 핵심 배경에는 2007년 하반기 주택가격 급등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은 신도시 발표 등과 함께 몇 차례 상승했지만, 

특히 2007년 여름 이사철에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이어 추석 무렵에 집값이 

폭등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강남 

4구와 인접한 광진구 일부 지역과 1기 신도시인 분당 및 분당 인근의 용인,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용산과 용산 인근인 마포와 상암, 중학교 학군이 발달한 

목동, 인천 송도신도시 등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때문에 주택 투자 

열기가 크게 높아진 상태였다. 서울 강북 중심의 뉴타운에 대한 투자심리는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에서 소외됐다는 보상심리에 의해 정당화된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정책 지원으로 뒷받침됐다. 

특히 시범뉴타운 중 하나인 길음뉴타운이 재개발된 뒤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대감이 현실화됐다. 그 결과 2008년 초에 이르러 뉴타운 재태크담론은 거의 

패권적인 타당성을 갖게 됐다. 뉴타운담론에 반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인용문 8: 서울 성북구 장위 뉴타운 예정지에서 '뉴타운 재개발 바로 알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주원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은 "현재 재개발을 

반대하면 몰매 맞을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운을 뗐다(이주원, 2008.4.23.,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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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테크담론은 뉴타운 투자가치에 대한 전망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점차 변질되게 된다. 즉 뉴타운 재테크 담론은 뉴타운 투자론, 선별투자론, 

대체투자론 등 세 단계를 거치면서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위축됐다.  

뉴타운 투자론은 도심 재개발 지역은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해도 뉴타운 지정 전이나 규제 

완화 전에 미리 투자하라는 선제투자론, 강북의 저가 주택지인데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대지지분이 33㎡로 작아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소액투자론 내지 저가매입론, 광역개발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도심 

역세권인데다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시공사들이 참여해 거주 여건이 좋다는 

가치투자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다는 정책투자론 등 다양한 

투자전략과 함께 제시된다.  

 

인용문 9: 양용화 외환은행 부동산팀장은 “성수, 한남동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1억~2억 원 내외 소액 지분투자가 많아 금액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전매 

수혜를 입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본다(양용화, 2008.11.23., 매일경제). 

 

선별투자론은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한다는 추격매수론과, 이와 반대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추격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투자주의론을 모두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추후 

예정지를 찍어서 장기투자하라는 4차 뉴타운 투자론, 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이나 뉴타운은 아니지만 입지가 좋은 한강변 재개발 등에 투자하라는 

지역선별론, 뉴타운 중에서도 새 아파트, 중대형 또는 중소형,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 등 투자가치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라는 상품선별론, 베이비붐이 

은퇴하기 전에는 유망하다는 시기선별론 등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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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0: 이영진 이사는 "웬만한 뉴타운의 3.3㎡ 지분가격은 3000만원 선, 

한남 뉴타운 등은 최대 6000만원 선까지 올라 재개발 지분거래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3차 뉴타운 지역 

가운데 가격상승이 작았던 곳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이영진, 2010.2.24., 한국경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뉴타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라는 

대체투자론이 점차 힘을 얻는다. 예컨대 뉴타운이든 뉴타운 예정지든 너무 

올랐기 때문에 향후 뉴타운 개발 수혜를 입을 뉴타운 인근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진 신도시 유망지역이나 중대형 아파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주택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공매 물건 등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조언이 보도된다. 

 

인용문 11: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 말에 사실상 마무리된 데다 이달 중순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분양시장은 냉랭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서울지역 뉴타운과 위례신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알짜 물량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조언했다(함영진, 2010.2. 1., 국민일보). 

 

3) 뉴타운확대지정론 

 

뉴타운이 주택공급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의 각종 산업담론이 활성화되면서 뉴타운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는 두 방향으로 현실화되는데, 하나는 

뉴타운을 전국화한 지방뉴타운담론이고,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 사업 등 

뉴타운을 주택 이외 분야로 확대한 재개발 확장 담론이다.  

뉴타운사업은 원래 서울 도심 및 부도심 주변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로 

난개발된 저층 밀집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뉴타운이 큰 

인기를 끌면서, 뉴타운이 경기도는 물론, 지방광역시와 심지어 농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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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어 지방뉴타운, 농촌뉴타운 등이 등장한다. 심지어 뉴타운사업 자체에 

강력하게 반대하던 진보적인 인사들조차 뉴타운 추진을 요청할 정도였다. 

 

인용문 12: 강 의원은 또 “농어촌뉴타운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및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 중 하나로 핵심 농정사업이지만 농식품부가 요청한 

2009년도 예산액 96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21억원으로 깎이는 등 힘을 못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강기갑, 2008.10.6., 내일신문). 

 

다른 한편으로 서울에서는 주거 중심의 뉴타운 개발 방식이 한강변이나 

상업지역의 르네상스 사업이나 준공업지역의 산업뉴타운, 지하철 역사 주변의 

역세권 뉴타운, 심지어 지하도시 개발로도 확산된다. 이러한 뉴타운 확장 

논리에서는 정책 목표 중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택 공급보다는 경기활성화가 

더 중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13: 오세훈 시장은 설명회에서 “산업뉴타운은 주거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었던 기존 뉴타운사업을 산업육성전략에 도입한 것”이라며 “시 곳곳에 

산업뉴타운을 배치해 핵심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세훈, 2009.4.7., 동아일보) 

 

4) 18대 총선기간 뉴타운 공약 논란 

 

뉴타운산업담론이 정점에 달한 것은 2008년 4월 9일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선거라고 할 수 있다. 총선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가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여부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5대광역시 전체에서 뉴타운 공약이 들끓었다. 

전 대선후보이자 현대중공업 주인이며 6선에 도전하던 정몽준 의원이나 당시 

4선에 도전하고 이후 원내대표와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는 홍준표 의원 같은 

거물 정치인도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을 내세웠다. 심지어 뉴타운 공약을 

비판하던 민주당의 후보조차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을 따라 할 지경이었다. 

 



 

164 

 

인용문 14: 지역의 숙원사업인 뉴타운 확대, 중랑천 수상공원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홍 후보는 “뉴타운 확대는 정부의 강북 개발 방침과도 일치한다. 꼭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홍준표, 2008.4.2., 동아일보). 

 

뉴타운 추가 지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므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4차 뉴타운 

지정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투표일 직전에 

은평뉴타운에 방문하며 사실상 뉴타운사업 지원 의지를 시사하자 선거 개입 

논란도 일었다.  

 

인용문 15: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오세훈, 

2008.3.28., 한국경제) 

 

결과적으로는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이 서울 지역구 48곳 가운데 

40곳을 휩쓰는 대승을 거둔 반면, 민주당은 7곳에서만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참패를 맛봐야 했다. 야권의 거물급 현역의원이었던 노회찬과 김근태가 각각 

정치신인인 홍정욱, 신지호에게 접전 끝에 패배한 것도 큰 화제가 됐는데,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뉴타운 공약이 지목되기도 했다.  

 

인용문 16: 서울 도봉갑에서 김근태 의원(통합민주당)을 꺾고 초선의원 자리를 

거머쥔 신지호 당선자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고 어떤 민주당 후보가 부끄럽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신지호, 2008.4.16., 투데이코리아). 

 

그러나 선거 직후 오세훈 시장은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약속을 사실상 

부인했다. 신지호 당선자 역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지정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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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7: “선거 기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세훈, 

2008.4.14., 매일경제). 

 

논란 끝에 결국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시장 안정 후 뉴타운 

추가 지정’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합의하면서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데 합의한다. 이는 사실상 뉴타운의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 즉 한나라당 측에서도 뉴타운 개발에 대한 주민 열망이 대단했고 

공약도 했기 때문에 뉴타운 추가지정을 안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을 뿐, 뉴타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18대 총선은 뉴타운의 다양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변곡점이었다. 뉴타운 개발이 서민주택은커녕 주택공급량도 늘리지 못한다거나, 

집값이 뛰면서 서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거나, 주민 간 갈등은 커지고 

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거나, 재테크 측면에서도 거품만 끼어 투자가치가 

없어졌다는 등의 문제가 점차 고개를 들었다. 결정적으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는 뉴타운 회의론이 본격화된 계기였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를 거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19대 총선에 이르면서 뉴타운은 더 이상 

주택공급 방안도 경제성장 방안도 재테크 열망의 대상도 아니게 됐다. 이미 

2011년에는 뉴타운 세력이라는 낙인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2012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수도권 지역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인용문 18: 한 참석자는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문제 때문에 많은 서민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났고 그 분들의 분노가 총선에 표출되어 수도권 벨트에서 

새누리당이 졌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박 위원장도 “선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뉴타운사업의 문제)호소를 하시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2012.4.24.,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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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타운산업담론의 쇠퇴 

 

1) 반서민정책론 

 

뉴타운사업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서민주택의 공급이다. 즉 뉴타운 개발은 

무엇보다 서민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뉴타운사업 자체가 반서민적이라면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세상승론, 서민주택 공급 감소론, 

재정착률 문제, 보상 문제,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뉴타운 개발로 원주민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주장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전세상승론을 살펴보자. 전세 제도는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을 

매입하여 매매가 대비 40~80% 안팎의 수준으로 임대를 해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매가에 비해 적은 부담으로 2년간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다가 시중금리를 따져봤을 때 월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준다.  

사실 2008년만 해도 경기침체에 접어든데다가, 잠실 재건축 단지 및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시장은 안정돼 있었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주 수요가 늘어나자 전세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전세가 상승 우려가 뉴타운사업이 집중된 서울 

강북 지역의 중소형 규모의 중저가 전세 시장에 한정됐지만, 이내 지역이나 

형태, 규모를 막론하고 확산된다.  

 

인용문 19: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멸실 가구수가 많아지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소형은 물론 중대형 주택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가 상승폭을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현아, 2009.12.22., 이데일리). 

 

전세가 상승 추세는 점차 다양한 근거로 뒷받침되면서 대세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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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뉴타운의 멸실이 입주 물량보다 많고, 강남과 강북 간 지역별 수급도 

불균형하며, 보금자리주택이나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좋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가 상승폭은 

커지고 상승세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인용문 20: 김 연구위원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만여 채 많은 

30만여 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별 수급불균형과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수요,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민 등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많아 

전체적으로 오름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아, 2009. 11.5., 한국경제). 

 

뉴타운사업이 서민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커녕,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등 서민주택은 물론 주택의 절대 수 자체를 줄인다는 

주장은 뉴타운사업이 서민주택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주택정책으로서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개발 주변 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체의 전세 가격을 근본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인용문 21: 하지만 이 날 오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강북에서만 5만호 가량의 

소형주택이 철거된 반면 신축된 소형주택은 1만4000여호에 불과하다"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으로 소형주택이 크게 줄었다"고 말해 뉴타운 

순증효과에 대한 서울시의 오판을 시인했다(오세훈, 2008.4.21., 이데일리). 

 

무엇보다 재정착률 문제, 즉 서민들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뉴타운 개발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문제는 뉴타운사업의 결정적인 문제로 제기됐다. 

뉴타운사업이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시된 재정착률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지만 결국 같은 문제에 봉착했던 것이다. 뉴타운사업으로 세입자는 

물론이거니와, 주거 환경은 떨어져도 자기 집에 살던 집주인도 추가부담금을 

내지 못해 뉴타운 개발로 동네를 떠나야만 하며 그 빈자리는 돈 많은 외지인이 

채울 것이다. 요컨대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값 상승의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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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인용문 22: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장위 뉴타운 조합원의 경우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입주권 전매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합설립인가’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절반에 달하는 가구주가 입주권을 전매한다”며 “입주할 때는 25% 정도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주원, 2008.4.24., 내일신문). 

 

뉴타운이 재개발될 때마다 기존 주민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주한 

지역이 난개발되면서 슬럼화되고, 결국 그 지역을 다시 재개발해야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재개발 지역의 주거환경은 개선되지만,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항상 열악한 채로 남아있게 되는 모순이 생겨난다. 

 

인용문 23: 변 교수는 “현재 방식처럼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게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재정비의 압력을 받게 

된다”면서 “뉴타운사업지구는 새로운 주택 소유형태나 임대주택의 전형을 

보여주는 시범단지로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창흠, 2008.4.23., 

파이낸셜뉴스).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시됐다. 택지 조성 방식과 달리 뉴타운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은 토지 보상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범뉴타운 중 하나인 은평뉴타운은 사실상 택지 조성 방식으로 진행돼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 원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주택 

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인들의 문제도 부각됐다. 

이들은 최소 3년은 걸리는 신축 기간 중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점포를 이전해야 한다. 때문에 이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받는데 대부분 그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았다. 상인들이 사업을 활성화한 대가로 받는 권리금도 

문제였다. 뉴타운 개발 때 권리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권리금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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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열었거나 영업을 잘 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했다. 특히 가계를 옮길 때 새로운 곳에서 장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권리금은 더욱 절박한 문제였다. 

 

인용문 24: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영업이익문제는 둘째치고 권리금은 

법적으로도 보상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보상비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뉴타운사업이지 등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지가 상가나 시장을 끼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함영진, 2009.1.21., 파이낸셜뉴스). 

 

보상문제보다 더 흔한 불만은 재산권 침해 문제였다. 뉴타운사업 지정 이후 

매입자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는 등 토지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분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인용문 25: 김성태 부산재개발재건축시민대책위 위원장은 "도시정비법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개발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재산권, 주거권 등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김성태, 

2010.4.29., 국제신문). 

 

2) 재테크실패론 

 

주택공급과 경기부양이라는 목표 외에 뉴타운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진행이 늦어지자, 뉴타운은 

투자 매력을 잃게 된다. 결국 뉴타운산업담론은 타당성을 완전히 잃게 됐다.  

뉴타운투자론에 대한 경계심리는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폭등론과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할 것이라는 폭락론으로 나타난다. 먼저 폭등론을 살펴보자. 뉴타운 

개발을 하게 되면 집값은 불가피하게 오르게 된다.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 

때문만이 아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조합원들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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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지는 주택을 일반분양한 수익으로 재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조합원이 기존의 낡은 주택만 멸실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기존의 낡은 주택 가격은 미래가치를 

반영해 신규 입주할 새 아파트 가격으로 곧바로 상승한다. 예컨대 현재 사는 

낡은 집이 원래 5000만 원짜리였더라도 사실상 미래의 2억 원짜리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집값이 5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즉시 상승하게 된다.  

 

인용문 26: 김규정 부동산 114 콘텐츠팀장은 “뉴타운이 지정되면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2∼3배 이상 오른다. 용산 등 심한 곳은 평당 억 단위”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목적이 아니어도 개발하다 보면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규정, 2008.4.22., 서울신문). 

 

뉴타운 지정은 노후도 등 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용적률 상향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민들은 정치적 압력을 불사하면서 혜택을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신축 

아파트 예상 가격을 상당히 정확히 추정해 그 최대치까지 즉시 오르게 된다. 

이는 사실상 투자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주택 가격은 

기존 뉴타운은 물론이고, 뉴타운 지정 예정지로 소문이 나도, 심지어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말만 나와도 올랐다. 게다가 뉴타운 이주 수요로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경기 북부 등 이주 대상 지역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결국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인용문 27: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도심을 더욱 집약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집값 안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고밀 복합개발 활성화는 도심지역의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선덕, 2008.3.25., 이데일리). 

 

이러한 현상은 결국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 점차 정책이나 상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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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채 무조건 사들이자는 ‘묻지마’ 투자가 늘어난다. 편법을 넘어 

불법적인 투자마저 판을 친다. 일부 정치인들 역시 주민의 요구에 편승한 

정책을 양산한다. 비합리적인 투기는 뉴타운 주택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켰다.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지만,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심지어 

저소득층 거주지인 강북 재개발 지역의 땅값이 고소득 중산층 거주지인 

강남보다 더 비싸지는 등 부지불식간에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이 이뤄진다.  

 

인용문 28: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집값 상승기엔 중개업자가 매물을 

잡아놓고 업계약서를 쓰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흔했다”면서 “재개발 시장에서 

성행하던 온갖 불법·편법이 최근 부메랑으로 돌아와 투자자들의 손실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임달호, 2008.11.20., 파이낸셜뉴스). 

 

투기가 만연하면서 한편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든다. 처음에는 신중론이 투자전략처럼 제시된다. 이러저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추가부담금이 얼마일지 따져봐야 한다. 

지분쪼개기가 많아져 권리가액이 낮은 대지지분은 현금청산 우려될 수 있다. 

상가투자 시에는 상권 활성화나 인허가 등 여러 문제를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점차 전면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처음에는 부분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예컨대 대지지분의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낮은 지역에서는 

실망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주택 멸실로 이주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랐던 

경기 북부권은 신축이 완료된 후 개발 완료지로 회귀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어 뉴타운 투자가 전체적으로 양극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가격이 급등한 뉴타운 지역 부동산을 대신할 대안투자상품을 찾아보라는 

주장을 넘어서 추격 매수 자체를 자제하라는 주장이 대두한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지만, 결국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실제로 

투매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폭락론이 힘을 얻는다. 뉴타운사업이 

서민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폭등과 폭락을 초래한다면, 이는 

뉴타운사업이 시장메커니즘을 왜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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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29: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정상적으로 보면 강북 아파트 가격이 

강남 아파트 가격만큼 오르거나 강북 재개발 지분 가격이 강남북 아파트 가격 

격차를 반영한 만큼 내려야 한다"면서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강북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임달호, 2008.7.8., 

매일경제). 

 

3) 뉴타운폐기론 

 

뉴타운 개발이 반서민정책이자 반시장정책이라면, 즉 사회통치로서도 

시장통치로서도 실패했다면, 결국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뉴타운산업담론은 사업성저하론과 사업성제고론, 뉴타운실패론과 

뉴타운해제론의 순으로 전개된다.  

먼저 사업성저하론과 제고론을 살펴보자. 오세훈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40개 이상의 뉴타운을 추가 지정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2008년 총선 직후에는 사실상 뉴타운 지정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기존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해 너무 적체됐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됐다. 예컨대 

지분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다. 지분 쪼개기가 만연하면서 

일반분양물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 가능성도 커졌다. 조합원 간이나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으로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도 

늘었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제고할 수도 

없었다. 경기침체로 분양시장마저 침체됐다. 한 마디로 뉴타운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성이 총체적으로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인용문 30: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뉴타운 개발 이후 사업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지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며 “지나친 쪼개기로 일반분양이 감소해 공급 

확대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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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김규정, 2008.9.10., 아시아투데이). 

 

뉴타운사업 부진이 사업성 저하 때문이라면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하는 등 친 산업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거론됐다.  

 

인용문 3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며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포인트 정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광근, 

2011.8.4., 파이낸셜뉴스). 

 

탈규제론은 시장메커니즘으로의 회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론과 병행추진된다. 정부가 뉴타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사회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 간 분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도 모색된다. 

 

인용문 32: 두 연구실장은 “재개발 분쟁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강제적으로 민사 사건에서 조정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를 

도입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광역시나 도 단위로 넓혀 보다 전문적인 

구성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두성규, 2010.9.19., 

서울경제). 

 

뉴타운담론은 근본적으로 과거 신도시사업이 중단된 원인과 동일한 이유, 즉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뉴타운실패론과 

뉴타운해제론으로 이어진다. 초기에는 뉴타운사업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이를 해결할 때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식의 수정주의적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점차 뉴타운 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론이 힘을 얻었다. 

뉴타운사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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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뉴타운 정책은 실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야 할 곳이 지정됐다는 비판, 뉴타운이 오히려 슬럼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용문 33: 현 의원은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구지정 받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및 행위허가제한 등으로 묶여 폐·공가가 집중 발생하면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존 민간주도의 물리적 개선이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 경제 문화적 관점의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기환, 2010.10.22., 부산일보). 

 

뉴타운 대책은 점차 일관성을 잃고 정책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지어 뉴타운 대책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결국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뉴타운 실패론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인용문 34: 최근 경기 뉴타운사업을 주도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 이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정치권 인사 중 처음으로 뉴타운사업 실패를 

인정해 큰 주목을 받았다(김문수, 2011.7.6., 세계일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르러서는 뉴타운 지정 해제론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됐다. 불과 3년만에 뉴타운담론의 지향점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뉴타운출구전략을 앞세운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뉴타운 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뉴타운 

해제론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인용문 35: 전영진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이 표심을 좌우하는 

공약으로 떠올라 시장 상황과 맞지 않게 무리하게 지정된 곳도 적지 않다"며 

"수년간 변변한 추진위조차 결성되지 않은 곳은 시장 논리로도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전영진, 2012.5.1.,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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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뉴타운산업담론은 신도시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 정책목표로는 

서민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핵심으로 경기 활성화가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뉴타운을 재테크 측면에서 바라보는 담론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담론을 통해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18대 총선 직후 뉴타운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뉴타운이 전세값을 올리고, 원주민을 충분한 보상 없이 

쫓아내며, 주택공급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반 서민주택론은 뉴타운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커졌다. 또 집값이 급등해서 결국 

폭락할 것이라는 집값 폭락론은 뉴타운이 재테크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업성이 저하되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논의와 뉴타운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립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뉴타운 개발담론이 패권적인 타당성을 

가진 상태에서 회의론자들은 소수파로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림 21> 뉴타운산업담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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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서민주택사회담론으로서 뉴타운출구전략담론의 

대두와 비판 

 

뉴타운사업이 반서민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친 

서민적인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뉴타운사업에서 투기적인 요소를 억제하고 서민주택 공급 측면을 

강화하고, 둘째,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를 주택 공급 측면 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에 두는 것이었다. 

뉴타운사회담론이 부상함에 따라 서울시나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들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나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뉴타운사업을 개선하는 것이었지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방안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었다.  

뉴타운사업을 개선할 것인가 유예할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여기서는 박원순 

후보를 중심으로 뉴타운출구전략이 본격 논의됐다. 뉴타운출구전략은 

뉴타운사회담론에서 거론된 사회적 측면 강화는 물론이고, 뉴타운사업 자체의 

폐기를 불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출구전략 역시 

신도시담론이나 뉴타운담론과 동일한 비판에 직면한다. 반시장적이고 

반서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매몰비용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즉 

뉴타운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조합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금융비용 등이 

매몰비용이 되어버린다. 이를 시 재정으로 충당려면 사적 비용을 공적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의 정당화와 함께, 필요한 재정 마련이 문제시된다. 

 

1. 용산참사 책임론과 정부개입확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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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참사 책임론 

 

뉴타운 관련 산업담론이 확산됐다가 위기를 맞는 과정은 그 내적 모순에 

대한 인식 확산 때문이었다. 즉 서민주거복지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복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건전한 투자마저 망쳐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강력한 타당성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2009년 초 발생한 용산참사였다. 

용산 재개발은 뉴타운사업의 확장판으로 언급되기도 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이었다. 용산과 여의도 등을 연계하여 서울을 ‘금융 허브’로 

만들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는 등 총 30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가 터졌다. 이에 따라 무리한 추진된 재개발 사업 전반의 

대한 거센 비난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용산 재개발은 주로 상업용 빌딩 

공급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서민주택 공급에 중심을 둔 뉴타운과 사업 

성격이 다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산참사는 재개발이라는 큰 범주 아래에서 

뉴타운사업과 접합되었다. 

 

인용문 36: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이날 용산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예정된 결말”이라며 “뉴타운 재개발은 

소수 강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약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노회찬, 2009.1.23., 내일신문).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재개발 반대론자들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임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된 책임을 물었다.  

 

인용문 37: 강 대표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대통령 

자리 내놓으라는 거센 요구밖에 없다"며 "건설사 수익만 보장하고 영세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을 대책 없이 내모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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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기갑, 2009.1.30., 오마이뉴스). 

 

2) 개입확대론 

 

용산참사 책임론은 단순히 정부나 관련자의 잘잘못을 따지는데 그치지 

않았다. 책임론은 무엇보다 재개발 사업 전반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당위를 제공했다.  

 

인용문 38: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집을 이미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보장에만 무게를 

둬서 세입자 희생이 당연시된 것이 사실”이라며 “용산 참사를 계기로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밀려나는 저소득 서민의 삶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2009.2.4., 내일신문). 

 

기존의 뉴타운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등 민간 주도의 사업이었으며 가격 

상승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시장주도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모색됐다. 하지만 용산참사가 터진 후, 재개발 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의 

개발에서 공공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의 개입은 시장 기능 활성화에서 

주민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 주장도 한층 정당화됐다.  

 

인용문 39: 오세훈 시장은 "클린업시스템이 그동안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역사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꾸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법제화에 매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떤 이익집단의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오세훈, 2010.1.14.,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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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타운사회담론의 확산 

 

1) 서민주택 공급강화론 

 

서민주택 공급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이익환수론, 

뉴타운별 개발 시기를 조율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론, 아파트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다양성 확보론, 뉴타운 이외의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대안개발론이 제시됐다.  

우선 뉴타운이 원주민이 아닌 외부 투자자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기 방지 대책이 다양하게 논의된다. 이러한 대책은 처음에는 투자 과열을 

막는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즉 투기를 억제하면서 뉴타운을 추가지정하거나 

기존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인용문 40: 홍 의원은 다만 뉴타운 개발 강북지역 투기 현상과 관련, “1가구 

1주택에 한해 분양권을 준다든지, 전매제한을 엄격히 하거나 가족, 친지들 

명의로 들어온 투기자들을 색출하고, 국세청 조사를 하는 등 투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준표, 2008.4.17., 파이낸셜뉴스). 

 

하지만 점차 뉴타운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여 기반시설 확충이나 더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에 투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이익환수론이 대두한다. 

이렇게 되면 원주민이든 외지인이든 투자이익은 거의 얻을 수 없고, 공공성은 

대폭 강화된다. 더 나아가 아예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공공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더 많이 마련하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인용문 41: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재개발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지역주민에 

맞추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단순한 거주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여건, 취업, 교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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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의 성격을 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변창흠, 

2009.2.4., 경향신문). 

 

다른 한편으로는 순환개발론이 제기됐다. 기존의 뉴타운 개발은 민간이 

전적으로 주도하면서 시기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때문에 노후 주택을 

일시에 철거하고, 일시에 입주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급등락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 순환개발론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인용문 42: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지금의 전세난은 뉴타운 같은 

도심재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동시 멸실, 동시 입주' 패턴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서 "도심 재개발의 속도 조절과 순차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남수, 2009.9.11., 국민일보). 

 

순환개발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불가피했다. 예컨대 철거 

및 입주 계획을 짜기 위해 뉴타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했다.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평형별 수급을 면밀히 예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이나 임시상가 등을 마련해야 했다. 

 

인용문 43: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해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김효수, 2010.2.1., 

내일신문). 

 

또한 뉴타운 개발에서 문제시된 것 중 하나가 주택 다양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제각기 다르므로 이에 보다 최적화된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아파트는 비교적 품질이 좋기 때문에 중산층의 수요만을 

충족시킨다. 서민의 주택수요를 충당할 다가구 다세대는 부족해지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분양주택은 중대형으로 짓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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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했기 때문에 소형주택 공급은 부족해진다.  

 

인용문 44: 변창흠 교수는 "현재 뉴타운사업추진 프로그램이 없어, 중대형 

아파트 짓는 것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다"며 "환매 조건부·장기 전세형 

주택·토지 임대부 주택 등 대안적 모형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창흠, 

2008.4.23., 오마이뉴스). 

 

주택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민주택을 공급할 새로운 대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주거형 오피스텔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매입형 

임대주택, 뉴타운 미지정 기반시설 확충 등은 그러한 예이다. 이 중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였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세입자에게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의 보증금만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게 제공하는 

장기전세임대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인 84m²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을 통해 신축된 민간분양주택 일부를 기부체납받는 형태로 

공급된다. 저소득층보다는 일반 중산층이 주된 수혜대상이다.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프트는 임대주택으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주거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뉴타운과 차별화된다. 시프트는 민간분양주택 일부를 기부체납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분양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품질과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분양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사실상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시프트는 일종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세가격은 물론 매매가격도 안정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시프트는 뉴타운 멸실로 인한 임대주택 부족을 메울만큼 공급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인용문 45: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프트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고, 대규모 주택 멸실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과 부동산 값 급등 방지를 위해 뉴타운사업 속도조절은 불가피했다”고 

적극 반박했다(오세훈, 2010.4.17.,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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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강화론 

 

뉴타운사업 이익이 원주민이 아니라 외지인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문제가 무엇보다 뉴타운사업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이해했다.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주택 소유주로 자격이 제한된다. 그런데 

외지인도 주택 소유를 할 수 있다. 외지인의 상당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이다. 따라서 저소득 임차인 등 원주민의 이익은 배제되고 투기 성향의 

집주인 이익만 극대화된다. 그나마도 집주인 대부분은 사업 진행 속도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조합의 결정에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다. 결국 조합 내 

임원과 이들과 결탁한 건설사나 정비업체의 이익만 극대화된다.  

 

인용문 46: 이주원 국장은 “현재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의 가면만 쓰고 있지 민간조합이 주도한다 하더라도 거기 

조합원들인 토지 등의 소유자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돼 

있다”며 “그 안에 있는 일부 개발세력들이 건설사와 정비업체와 한 통속이 돼 

주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들만의 게임을 뛰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주민들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주원, 2009.1.21., 노컷뉴스). 

 

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외에도 임차인을 포함하는 원주민을 

비롯해, 여러 이해당사자, 사회적 약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사업 진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용문 47: 이 국장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조합임원 및 시공사, 용역업체와 

관할 공무원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 종합 개선 추진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주원, 2009.1.29.,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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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뉴타운사업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권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예컨대 세입자의 투쟁이 국가경쟁력을 저하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위장세입자가 주민을 선동한다는 등 음해에 가까운 반대론이 정부 

측에서도 제기될 정도였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재산권 제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인 도정법을 개정해 재개발에서 세입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나마 모색하게 됐다. 

 

인용문 48: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재개발 제도 개선대책 TF’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국토해양위원회)은 4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시장·군수가 뉴타운·재개발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세입자와 조합이 협의하는 절차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성태, 2009.2.4., 

투데이코리아). 

 

성장보다는 복지에, 시장보다는 사회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 개입 방향도 

시장원리에 따른 사회에의 개입, 즉 시장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이 아니라, 

사회가치에 따른 시장에의 개입으로 전환된다. 즉 정부가 뉴타운 개발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거복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한다. 

예컨대 뉴타운 개발 보조 측면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조합운영비 지원, 

지방뉴타운 개발 지원 등이 논의됐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서 뉴타운 개발이 이뤄지도록 순환개발을 위한 시기 조정에 개입하고, 

이주대책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국고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된다. 

점차 뉴타운사업의 공익성, 복지 측면이 강조되면서 재정 보조 수준이 아니라, 

뉴타운사업을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뉴타운담론에서 점차 경제적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주거복지 측면마저 넘어서 사회적 문제 전반을 해결하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도록 뉴타운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즉 공원 등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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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시설을 넘어서,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모색된다. 더 나아가 개발 자체를 

유보하고 환경과 문화와 공동체를 보존하는 올드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용문 49: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영국은 뉴타운을 만드는 데 

보통 20~30년씩 걸린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처럼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와 커뮤니티를 해체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주원, 2010.5.27., 

경향신문). 

 

3. 뉴타운출구전략론의 대두와 비판 

 

1) 뉴타운출구전략 이전의 뉴타운 정책의 수정과 논란 

 

2008년 총선 직후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개정안 조례 개정이 이뤄진다. 이는 재개발 사업 

추진하려는 지역의 민원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당시 4차 뉴타운 지정에 

대한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인용문 50: 김효수 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극히 일부 구역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효수, 2008.6.18., 파이낸셜뉴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기존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 그 방향은 복지 강화에 무게를 두되 뉴타운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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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것이었다. 개발과 복지를 병행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일관성이 

부족했고 실효성도 의문이었다. 예컨대 자문단은 사업성을 이유로 임대주택 

확대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사회가치를 위해 소형주택 확대나 디자인 강화 등은 

제안하는 등 양가적 태도를 보였다.  

 

인용문 51: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자문위 연구결과대로 재정착률을 

높이고 아파트 이외에 다양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한편 소형 저가주택을 

늘리면 뉴타운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관리처분을 다 받고도 

과도한 추가분담금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은데 뉴타운사업 진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임달호, 2009.1.16., 파이낸셜뉴스). 

 

오 시장은 주거복지를 강조하면서도 109m²(33평) 아파트 분양가 1억원 

인하론처럼 개발이익을 보장하려 했다. 또한 개발 측면이 강한 산업뉴타운이나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 측면에서 뉴타운의 대체사업으로 저층 

주택 공급 확대를 겨냥한 휴먼타운 및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내놓았다.  

 

인용문 52: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취임 3주년(7월 1일)을 앞두고 14, 17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원래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며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사업이 

투명해지면 서울시내 109m²(33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를 1억 원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오세훈, 2009.6.19., 동아일보). 

 

요컨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뉴타운을 한편으로는 사실상 해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성을 보전하는 방식이었다. 즉 뉴타운사업은 원래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투기를 막기 위해 존치지역으로 묶은 뒤 

광역 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존치지역을 해제하여 부분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나 다름 없었다. 때문에 

난개발 우려 등 회의론이 대두했다. 사업성을 악화시켜 사업진행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존치지역 내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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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그리고 존치지구 해제로 자연스럽게 

뉴타운사업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존치지구 해제지역의 신축 저층 주택으로 

멸실에 따른 이주물량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뉴타운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곳은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양면책을 사용했다. 정부도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뉴타운사업 

보완에 나섰다. 예컨대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뉴타운 지정을 철회하고 

사업비용을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인용문 53: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존치지역은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5~8년간 건축행위를 제한받아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건축허가제한 규제를 풀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효수, 2011.1.4., 한국경제). 

 

서울시나 정부의 뉴타운 대책은 복지 측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정작 그 초점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소형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에 맞춰져 

있었다. 반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축소하는가 하면 기반시설 확충 재원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사회 측면의 대책으로는 한계를 보였다. 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역시 간과했다. 요컨대 뉴타운의 사회문제를 주로 시장을 

통해서만 대응했고, 사회 측면을 최우선시하지는 않았다. 사실 서울시와 정부의 

대책은 개발과 보존의 양립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이미 정당성을 잃어버린 뉴타운사업을 억지로 살리려는 시도로 이해됐다. 결국 

전면적인 출구전략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됐다.  

 

‘인용문 54: 나눔과 미래’ 이주원 국장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밀어붙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뉴타운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주원, 2011.9.30., 한겨레). 

 

인용문 55: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타운은 사업조정으로 

출구전략이 필요한데 무리한 뉴타운 살리기에 나서는 듯한 인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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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김현아, 2011.5.1., 한겨레). 

 

2) 뉴타운출구전략론과 마을공동체론 

 

뉴타운사업을 구원하기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나 

사회적으로나 회의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뉴타운출구전략은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가 먼저 

시작했다.  

 

인용문 56: 김문수 도지사가 지난 3일 "주민 75%가 찬성해도 나머지 25%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운운한 것이다(김문수, 2011.3.7., 경인일보). 

 

그러나 출구전략 논의가 전면 거론된 것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였다. 당시 박원순 후보는 일종의 뉴타운출구전략으로 재개발시 강제 퇴거 

방지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 기존주택을 개보수하는 두꺼비 하우징론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기존의 서울시 정책이 뉴타운 개발은 

계속 추진하되 그 부작용만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추진됐다면, 박원순 후보의 

출구전략은 뉴타운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적 가치와 복지를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  

 

인용문 57: 박 후보는 또 "이명박 정부와 오 전 시장 아래에서 시민의 

기본권리는 크게 훼손됐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의 강제퇴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했다(박원순, 2011.10.19., 투데이코리아). 

 

박 후보의 전면 철회론은 여러 반론에 부딪혔다. 우선 주택공급 부족 우려, 

정책 일관성 훼손, 주택시장 침체, 재개발 사업 전면 표류 등 공급 및 개발 

위주의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 후보의 정책 자체가 복지 공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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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시됐다. 예컨대 두꺼비하우징의 경우 주택공급 효과가 

없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다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집주인들 기존 주택 유지보다는 재개발을 선호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인용문 58: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박 시장이 주택문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 등이 더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이남수, 2011.10.27., 매일경제).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출구전략은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본격화됐다.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로 공동체 파괴, 

즉 사회의 파괴를 꼽았다.  

 

인용문 59: 박 시장은 "뉴타운이란 것이 몇 년간 열병처럼 우리 사회를 헤집어 

놓으면서 주민간 갈등과 삶의 불안정, 공동체 파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박원순, 2011.12.19., 매일경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와는 정책 수립 절차부터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박 시장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책을 수정한다는 목표를 위해, 

사회적 측면을 강화하여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것을 핵심적인 절차로 

도입했다. 심지어 주민과의 대화 결과 뉴타운 전면 해지론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또한 박 시장은 반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이 전임시장의 

휴먼타운 정책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용문 60: 박 시장은 “뉴타운 문제는 외부에서 본 것과 시장이 돼 앉아서 본 

것 사이에 다른 것이 좀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뒤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으로 주민들의 발길을 가까스로 돌렸다(박원순, 2011.11.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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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다. 박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을 선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는 것이 문제시됐던 것이다. 

 

인용문 61: 특히 변 교수는 "뉴타운을 지역여건과 무관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안도 없이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기존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존치구역으로 전환, 정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창흠, 2011.4.27., 노컷뉴스). 

 

시민과의 소통,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정부와의 보조 등을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박 시장 본인의 출구전략 공약은 다소 시장적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점차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안된다. 예컨대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도시재정비기금을 마련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식이다. 사회문제에 치중한 

듯한 출구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점차 

수그러들었다. 전세난이나 재정착률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기대도 생겨났다. 

  

인용문 62: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주택시장 침체와 재개발·재건축 등의 

추가분담금 상승이 맞물려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지 않았다"며 "원주민이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2011.11.10., 아시아경제). 

 

그리고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뉴타운ㆍ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뉴타운출구전략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의 출구전략은 뉴타운 추가 지정이 없음을 명시하고, 

기존의 뉴타운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을 재검토하며, 기존 주택을 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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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타운출구전략이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것은 크게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미세조정으로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 우선 뉴타운출구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야당 소속인 박 시장이 시장 

지향적인 주택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인지 박 시장은 사회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오히려 

시장적 측면을 강조하는 등 타협적 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인용문 63: 박 시장은 “과거 뉴타운사업은 일부 대기업들 위주로 진행됐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주도해 진행하게 된다”며 

“마을 경제가 살아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원순, 2012.3.5., 한국경제). 

 

3) 뉴타운출구전략에 대한 비판 

 

뉴타운출구전략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뉴타운사업 수정안에 비해 비교적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뉴타운출구전략 역시 기존 

서민주택담론 비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판, 즉 반시장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다.  

우선 초기에는 뉴타운출구전략이 반 시장적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 침체를 

불러오리라는 우려가 컸다. 출구전략으로 인해 뉴타운사업이 경착륙하고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발차익이 없으면 

재개발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매물이 양산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의 

반발도 예상됐다. 정부와 서울시, 전임시장과 현 시장의 정책 간 비일관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출구전략의 비용을 민간과 공공이 

각각 얼마만큼 부담해야 할지도 불확실했다. 이러한 우려를 덜고자 뉴타운 

개발을 사업성과 주민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구별하여 해제하거나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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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책이 추진됐다. 

 

인용문 64: 박 시장은 뉴타운 출구 전략과 관련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침체가 안 오도록 조치를 하겠다"며 "사업성만 있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오히려 

뉴타운 추진을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원순, 2012.8.27., 한국경제). 

 

뉴타운출구전략이 반시장적이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비판은 그것이 정작 

반서민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예컨대 민간 부문의 서민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주택 공급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개발 자체를 막아서 

도심의 노후도를 가중시킬 우려도 있었다. 개발이 되더라도 무계획적이고 

부분적으로만 개발이 진행돼 난개발이 될 수도 있었다. 공급부족으로 

중장기적으로 전세난을 가중시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집주인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었다. 뉴타운출구전략으로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이 사실상 동결된 하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결국 공급 

부족을 해소를 위해 뉴타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반복됐다. 

 

인용문 65: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서울시는 절대적인 택지 부족 

상태여서 해마다 주택멸실에 따른 이주와 결혼 등으로 생기는 3만가구 이상의 

신규주택 수요를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거 공공성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합의점을 조기에 찾는 것만이 

안정적인 주택공급 해법”이라고 말했다(박상언, 2012.2.16., 문화일보). 

 

뉴타운출구전략의 정책 실행 가능성 측면의 문제제기도 나온다. 너무 

이상적이고 급작스러운 정책이라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수조사에서는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성 평가 방법의 한계가 

지적된다. 전수조사에 걸리는 시간도 너무 길어서 사업성이 있던 지역마저도 

개발을 어렵게 만든다. 법 개정과 제도 개선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주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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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정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뉴타운출구전략 시행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매몰비용 문제이다.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등이 건설사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비용이 사업 철회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되면서 주민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뉴타운사업은 개별 사업 규모도 워낙 크고 

사업장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뉴타운 해제가 이뤄질 경우 매몰비용을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부담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정부, 서울시, 주민, 

기업이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이 모색됐다. 즉 정부와 서울시가 주민의 

매몰비용만 보전해주고, 기업은 손실을 떠안되 정부가 해당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손비처리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인용문 66: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뉴타운 지구 해제가 가시화되면 퇴로가 

막힌 주민과 투자자들은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양지영, 2012.2.5., 

한국경제). 

 

주목할 점은 뉴타운출구전략의 핵심 쟁점으로 매몰비용화된 금융비용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다. 일단 해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재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장기적으로 고수하기는 어려웠다. 다른 공공 부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민주택정책 역시 재정문제가 정책 추진 역량과 한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이해됐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청됐다. 

 

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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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뉴타운사회담론의 전개 

 

18대 총선 이후 뉴타운산업담론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었지만, 그 패권적 분위기가 급반전된 계기는 바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였다. 용산 재개발은 서민주택 개발 중심인 뉴타운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재개발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로 묶여 전면 재검토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개입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요컨대 신도시조성을 시장 

측면과 사회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고 대안으로 제시됐던 

뉴타운사업이 같은 이유로 재검토되기 시작한다.  

용산참사 이후 뉴타운담론의 중심은 사회담론으로 이행했다. 우선 산업담론 

내에서도 사회적 측면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서민주택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익을 환수해서 재투자해야 하거나, 순환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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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세난을 해소하거나, 저가 소형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점차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늘리고, 공동체 

활성화나 교육문화시설의 확충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뉴타운산업담론을 보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뉴타운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 즉 뉴타운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뉴타운출구전략론 역시 뉴타운산업담론과 

동일한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 반 시장적 정책일 뿐만 아니라 반 서민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뉴타운출구전략으로 주민들이 조합 운영비 등으로 

빌려 쓴 비용이 매몰비용화되는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다. 이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입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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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서민주택담론의 재정담론화와 한계 

 

뉴타운사업은 집값 상승을 바탕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해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산업담론과 사회담론 모두 한계에 봉착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 모두 재정담론이 접합된다. 즉 어떤 식으로든 

뉴타운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된다.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론 

 

뉴타운담론과 재정담론의 접합은 우선 재정투입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민간자본 활용과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이라는 뉴타운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편, 재정부족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인용문 67: 서 대표는 "단순 개발 보다는 구역을 구분해 장기적 비전이 있는 

뉴타운 지역은 '신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장기 개발하고, 산복도로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순차적,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성수, 2010.4.27., 부산일보). 

 

재정부족은 재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즉 

재개발을 통해 지역이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서 재정부족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그 반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즉 재개발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투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된다.  

 

인용문 68: 장 의원은 “방만한 재정 운용과 뉴타운 개발,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 등으로 대표되는 남발된 개발사업과 무리한 조기집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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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기채 및 급전을 도입해 재정위기가 가속화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세환, 2011, ). 

 

사실 재정부담 아래에서 뉴타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이라는 

발전주의적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신 주거복지를 위한 재정투입론이 

정당성을 얻었다. 이러한 논리로 우선은 재정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용문 69: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순환재개발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의 대책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빠져 있다"면서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용산참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수현, 2009.2.10., 경향신문). 

 

이는 뉴타운사업의 패러다임이 시장논리에서 사회논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재정투입은 시장활성화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원칙적인 직접개입으로서 요청된다.  

 

인용문 70: 이주원 국장은 "시장경쟁원리에서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재개발복지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주원, 2011.11.4., 내일신문). 

 

2. 재정부담 논란 

 

서울시에서 출구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후에는 사업추진비의 

매몰비용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 재정 지원이 정당화된다. 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책임론을 지렛대로 중앙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정부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책임론과 서울시 

책임론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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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71: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정부가 지자체 

재정을 보조하게 돼 있는 만큼 정부의 매몰비용 보조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뉴타운사업은 부추긴 정부 책임도 있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사회 전체에 부담이 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명래, 2012.11.24., 한국일보). 

 

인용문 72: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서울시가 국비 20%를 지원받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정부가 10% 추가로 보조를 해주고 있어 실제 

서울시 평균 국비 보조율은 28.8%에 달한다"며 "여기에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423억원을 더하면 정부 보조율이 42%로 박 시장이 말한 40%는 

이미 달성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이석준, 2013.9.6., 한국일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재정투입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용문 73: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 등은 “수도권의 택지부족, 재정문제 

등을 감안하면 자가 60%, 민간임대 30%, 공공임대 10%의 비율에 맞춰 정책 

방향을 맞추는 게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말한다(김수현, 2010.5.27., 경향신문). 

 

요컨대 재정부담 담론은 여전히 모든 서민주택담론의 타당성을 좌우하는 

논리적 한계로서 기능한다. 즉 재정이 확보되면 재정을 투입해도 되지만,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재정투입하면 안 된다. 뉴타운을 추진하든, 출구전략을 

추진하든, 임대주택을 공급하든, 기반시설을 확충하든, 재정이 문제시된다. 

요컨대 재정담론이 서민주택 통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정해준다. 더 나아가 

재정부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서 갖는 대리된 주권을 일정부분 

민간자본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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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74: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원순 시장이 복지 

정책에 올인하면서 오랫동안 추진해온 개발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그 결과 

부작용만 커졌다.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선별 추진하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최현일, 2013.11.19., 매일경제). 

 

3. 요약 

 

뉴타운산업담론이든 뉴타운사회담론이든 결국 재정문제로 귀결된다. 처음에는 

뉴타운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소득을 높여 세수를 늘림으로써 

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뉴타운 개발 과정에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되려 재정에 부담만 늘어난다. 결국 뉴타운 개발 자체가 

재정 한도 내에서 선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게 된다. 뉴타운사회담론의 

주창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당연시한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뉴타운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으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여 재정 투입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재정이 충분한 상황에서 

매몰비용 보전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회 복지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다. 결국 뉴타운사업 실패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벌어진다. 책임 있는 쪽이 재정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은 재정담론으로 수렴한다.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의 문제는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고, 재정 때문에 

극히 일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는 

무엇보다 재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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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재정담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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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뉴타운담론에서 나타난 산업통치성 

 

이상의 논의를 주체구성, 시장통치, 사회통치 측면에서 정리해보자. 우선 

뉴타운산업담론은 서민을 집주인이자 투자자로 호명하는 반면, 

뉴타운사회담론은 서민을 세입자이자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시장 측면에서 뉴타운산업담론은 시장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가능한 배제하고 사회적 갈등이나 외생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인정한다. 

적극적인 지원은 특혜로 간주된다. 반면 뉴타운사회담론에서는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당연시한다. 특히 사회문제 발생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원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 

측면에서는 뉴타운산업담론은 시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 방식은 조합이나 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 즉 규제완화나 감세 등이다. 

예컨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만 제고해주면, 민간자본인 조합과 시공사 

등이 직접 주택공급의 주체가 된다. 반면 뉴타운사회담론에서는 사회문제는 

시장과 별개로 취급된다. 

뉴타운산업담론에서 뉴타운사회담론으로의 이행은 서울시장 면면의 변화에도 

나타난다. 즉 서울시장직은 시장지향적인 이명박에서 시장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려다가 실패한 오세훈, 그리고 사회 요구를 

최우선시하는 박원순의 순으로 넘겨진다. 이러한 전개는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이 힘을 얻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정책이 반 시장자유주의적이라고 단정지을 수많은 없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질적으로 더 심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담론에서 사회담론의 부상은 무엇보다 산업담론의 퇴조 때문이다. 사실 

산업담론은 용산참사만으로 위축된 것이 아니다. 앞서 산업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미 예전부터 내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다. 다만 

산업담론은 어떤 정점에서 사고로 나타나고 말았다. 이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새로운 자원으로서 새로운 시장담론을 찾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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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서민주택금융담론의 위기와 사회담론을 

통한 직접금융의 정당화 

 

7장에서는 주택금융담론의 전개를 살펴본다. 금융위기 이후 산업과 연계된 

간접금융 중심의 주택금융담론은 모두 위기에 봉착했다. 여기서는 간접금융 

중심 주택금융담론으로 공급자금융으로 주택PF, 수요자금융으로 주택담보대출, 

개입술로서 주택청약에 대한 담론을 검토한다. 대신 서민주택담론에서 

산업담론과 간접금융담론을 대신하여 직접금융담론이 점차 부상한다. 여기서는 

공급자금융의 경우 주택리츠와 수요자금융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론의 

부상을 살펴본다. 서민주택 관련 산업적 위기를 해소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할 재원이 정부와 은행에서 마련될 수 없다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민간자본을 직접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발상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금융에서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담론이 동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담론은 

시민단체나 야당, 또는 학계 등 기존의 서민주택담론에서 사회담론을 생산한 

집단이 아니라, 행정부와 민간금융자본의 입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1절 금융위기 이후 시장담론의 위기 

 

1. 금융위기담론과 시장 중심 금융담론의 위기 

 

1) 금융위기 영향 논란 

 

뉴타운 개발 등 서민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위기의 영향에 관한 담론은 주로 

산업담론과 관련되어 네 단계로 전개된다. 첫째, 영향이 없다는 주장, 둘째,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주장, 셋째,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 넷째,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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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선 서민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위기의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주택시장 침체 원인이 있었다든가, 세계시장과 

국내시장 간의 동조화 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의 동조화가 약하거나 

깨졌다는 주장 등으로 나타난다. 

 

인용문 75: 고 지점장은 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준석, 2008.12.12., 매일경제). 

 

점차 금융시장과 서민주택시장 간 직접적인 접점에 주목하여 금융위기의 

영향을 지적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예컨대 대규모 민간주택 공급에서 대부분 

활용되는 주택PF가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으로 자취를 감췄다든가,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그 결과 서민주택 매수세를 감소시켜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는 등의 논의가 나온다. 

 

인용문 76: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건설업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선덕, 

2008.9.17., 한국경제). 

 

금융위기가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즉 

투자환경 악화, 투자심리 악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장 양극화나 미분양 적체, 

불황 장기화 등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된 거의 모든 현상의 원인으로 

금융위기가 제시된다.  

 

인용문 77: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져 사람들이 선뜻 집을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수현, 2013.8.4., 헤럴드경제). 

 

이에 따라 금융위기는 뉴타운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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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금융위기 여파를 극복하기 전까지 무리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즉 금융위기 담론이 뉴타운 재검토론과 접합된다.  

 

인용문 78: 권순형 J&K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창신ㆍ숭인뉴타운의 경우 

상업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사업 반대 목소리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지구계획이 수립된 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라며 "특히 공공사업임에도 개발이익이 보장되고 개발이익은 분양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다 보니 주택 경기 침체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권순형, 2013.6.13., 서울경제). 

 

금융위기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위기 영향론은 서민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론과도 접합된다. 예컨대 금융위기로 인해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적체 물량이 쌓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멸실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든가,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든가 하는 논의가 나온다. 반면 금융위기로 

정부의 각종 부양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인용문 79: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시중에 유동자금은 풍부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장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임병철, 2012.2.21., 서울경제). 

 

2) 주택시장 침체의 상징적 기점으로서 금융위기 

 

사실 금융위기는 부동산시장 침체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는 상징적으로 주택시장 침체의 출발점이자, 침체의 

원인, 그리고 침체기 자체로 간주된다.  

 

인용문 80: 개발구역이 밀집한 공덕동의 롯데공인 전창호 사장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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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한숨지었다(전창호, 2011.11.22., 한국경제).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서민주택발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금융 구조가 적지 않게 다르기 

때문에 설사 서민주택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과 대책은 미국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한국의 

PF 사태를 등치시킨 것은 심각성을 비유하는 상징적 측면에서 접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문 81: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은 "월가 금융쇼크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되진 않더라도 적체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로 금융권의 자금이 

묶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부동산 시장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상호, 2008.9.17., 한국경제). 

 

금융위기가 주택시장 침체와 동일한 개념처럼 상징화되면서 금융 문제 

해결이 서민주택 시장 회생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된다.  

 

인용문 82: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유로존 금융위기가 여전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 수도권의 하향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정욱, 2012.7.19., 경인일보). 

 

사실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과 해석은 1998년 외환위기의 경험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경기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이 서민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정당화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인용문 83: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뉴타운 태스크포스(TF)팀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 등에 공적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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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뉴타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문석진, 2012.1.30., 

파이낸셜뉴스). 

 

3) 반 금융담론 이후 금융담론 

 

서민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위기의 영향론은 한편으로는 뉴타운사업을 

비롯하여 건설사, 은행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정당화되거나 구조조정론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반면 사회담론이나 뉴타운사업에 대한 회의론들과 접합되면서 

금융적 개입에 대한 반대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적 

지원은 반 서민정책이라는 것이다.  

 

인용문 84: 황도수 경실련 상집부위원장(건국대 교수)은 "부동산 사업자를 

지원해 금융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국가의 중산층 및 서민층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을 자산가들의 지갑으로 돈을 옮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황도수, 2009.3.18., 오마이뉴스). 

 

언뜻 보면 금융 일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금융담론이 사회담론이고 접합될 가능성이 싹트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서민주택 금융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인용문 85: 손석춘 새사연 원장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는 통계와 어려운 

수치로 포장돼 있지만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줬다"면서 "우리 모두가 주변의 어려움에 

대해 말할 때 경제 민주화가 가능하다, 이번 블로거들의 토론이 함께 대안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앞으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밝혔다(손석춘, 2010.1.24., 오마이뉴스). 

 



 

206 

 

2. 주택시장심리의 위기담론 

 

시장에 대한 심리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금융 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뉴타운담론 내의 시장심리 담론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금융보다는 산업 측면의 위기가 부각된다. 그러나 시장심리 담론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금융담론과 접합된다. 첫째, 금융위기담론은 시장심리위기담론과 

상승효과를 일으킨다. 즉 금융위기로 시장심리는 악화된다. 예컨대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뉴타운담론에서도 시장심리가 중요하다거나, 

사업 추진에서 시장심리가 악화됐다거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담론이 유통된다. 또한 시장심리의 악화는 금융위기의 심리적 심각성을 

강화시킨다. 둘째, 심리가 산업은 물론 금융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융통치성은 

사회메커니즘으로서 심리메커니즘에 주목한다. 비록 대중매체담론에서 

행동경제학이 이론적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히 금융위기 이후 

대중매체담론 속에서 시장심리의 순환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에 적지 않은 

관심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주요정보원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담론 내 시장심리에 대한 논의가 주택담보대출담론이나 

주택청약담론보다도 더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심리담론의 전개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그 전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뉴타운사업 토대로서 심리, 특히 사회적 신뢰가 언급된다. 주민 

간의 신뢰, 정부와 주민 간의 신뢰 등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다.  

 

인용문 86: 서울시 장위뉴타운사업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한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주민과 공공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은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모든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세용, 2008.8.21., 경인일보). 

 

점차 경기순환에서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논의된다. 예컨대 규제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등 과도한 기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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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을 유발한다. 

 

인용문 87: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도심재생사업은 구역지정이 

되는 순간 미래 개발이익이 매매가격에 선반영 되는 등 폭발적 기대심리를 

발생시킨다”며 “2~3차 뉴타운 사업도 시범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자치구의 의도나 정치적 입김에 따라 

뉴타운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은 지역이 지정된바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2010.8.24., 이투데이) 

 

호황에 대한 기대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는 심리에 부담을 주어 서민주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인용문 88: 조 청장은 “경기 및 인천지역은 뉴타운 건설과 재개발 기대감,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가격급등 등 여전히 투기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혐의가 포착되면 철저히 조사에 착수,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전원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불법 행위는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성규, 

2008.7.10., 경기일보). 

 

경기 또는 정책에 대한 실망감, 또는 거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시장심리가 

위축되면 결국 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단계를 보면 거품이 터지는 

초기에는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동한다. 

호황기라면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세가 무작정 유입되겠지만, 위축기에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이나 입지 좋은 주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거품을 우려한 정부는 가격 하락에 대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또한 주택건설업체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또는 

주택시장 호황기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한다. 결국 투자열기는 빠르게 식어버린다.  

 

인용문 89: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지난해에는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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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올해의 지방선거 공약 등 ‘핑크빛 전망’이 맞물리면서 

재개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들어 경기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열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고 말했다(김규정, 2010.3.5., 파이낸셜뉴스). 

 

과거의 호황이 거품임을 인식하면서 매수심리가 사라진다. 손절매가 시작되고, 

투매가 이어진다. 이어 장기적인 불황이 찾아온다.  

 

인용문 90: 부동산컨설팅업체인 나비에셋의 곽창석 대표는 “대단지에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뉴타운마저 분양 성적이 신통치 않아 시장침체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뉴타운 

분양시장도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곽창석, 2012.2.13., 한국경제). 

 

불황에 직면하면서 거품기에는 상상할 수 없던 과감한 시장 활성화 대책이 

쏟아진다. 점차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생겨난다.  

 

인용문 91: 이광수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일반 분양물량 축소, 임대 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주목된다”며 “부동산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광수, 2013.4.1., 

헤럴드경제).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긍정적 효과는 자극하고 부정적 효과는 

억제하기 위해 심리에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공약 남발을 방관하거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대감을 부풀리는가 하면, 규제나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치로 기대감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지만, 때로는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사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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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92: 원혜영 의원은 18일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뉴타운 문제점을 법 

개정으로 풀어보겠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주민 의사결정 

과정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원혜영, 2011.4.18., 세계일보). 

 

3. 요약 

 

1) 금융위기담론 

 

 

<그림 24> 금융위기담론의 전개 

 

금융위기 이전에는 해외 주택에 대한 자산가의 직접투자나, 주로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국내 금융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 또는 해외 금융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논의 외에는 국내 부동산시장과 외국 금융시장 간을 

연계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기담론은 국내 주택시장을 

세계금융시장과 연결시켰다. 금융위기 직후 금융위기에 대한 영향력에는 논란이 

있었다. 주택경기침체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강력한 규제 때문에 촉발된 

것이기는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장기화됐다.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라는 주택시장과 관련된 문제로 촉발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유사한 위기 가능성이 전면에 거론되기 시작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 호황을 가정한 다양한 사업 모형에 대한 회의가 대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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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편 금융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건설업계나 금융기관, 그리고 주민에 대한 지원론이 대두한다.  

 

2) 시장심리위기론 

 

금융위기 이후 시장심리에 대한 위기 담론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시장심리는 

사실 사회적 요소이지만 시장의 환경적 토대로 간주된다. 시장심리는 

경기순환에 영향을 준다. 시장심리는 때로는 거품을 초래하거나, 그 결과 

공황을 유발하고, 공황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심리는 순환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심리를 정상화할 수 있다. 즉 호황 때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심리의 

과열을 막고, 불황 때는 각종 지원을 통해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시장에 

잘못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주류 의견은 

심리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리에 대한 개입은 시장 

원리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사법메커니즘 등 사회적 개입술을 동원할 수 있다. 

 

 

<그림 25> 시장심리담론의 전개 

 

요컨대 시장심리위기담론에서는 시장과 사회가 결합되어 있다. 즉 사회적 

측면인 시장심리를 회복하여 시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가 

시장메커니즘과 사회메커니즘을 접합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러한 생각은 서민주택시장에서 간접금융의 위기를 직접금융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정부가 개입하여 직접금융을 

활성화할 때,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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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서민주택 간접금융담론의 위기 

 

1. 공급자간접금융의 위기론: 프로젝트금융발 위기론 

 

1) 프로젝트금융발 위기론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은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파생상품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다. 즉 금융위기가 주택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내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유사한 것이 보금자리론이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을 

유동화한 MBS의 발행규모가 크지 않고, MBS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은 더욱 

적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은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문에서 촉발되는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은 

상존했다. 그 가운데 PF발 금융위기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졌다. 

 

인용문 93: 건산연 박성민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 PF는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고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연체율 

14.3%가 전액 부도가 나더라도 대손충당금이나 토지담보 등으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주택시장 침체,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주택시장 침체 해결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박성민, 2008.11.24., 내일신문).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주택시장 호황을 

바탕으로 주택PF 규모는 급성장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주택경기침체로 주택개발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PF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 규모를 볼 때 

주택PF 부실화는 금융체계 전반의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인용문 94: 신용상 연구위원도 이날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와 비은행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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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감독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악화로 은행권의 여신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규모가 커지면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신용상, 2008.7.21., 파이낸셜뉴스). 

 

주택PF의 문제는 우선 불확실성이었다. 불확실성 하에서는 등급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가 양극화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인용문 95: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키코 등으로 

부도 리크스가 커진 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규선, 2008.11.24., 

서울경제). 

 

이에 따라 주택PF와 관련된 경제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는 크게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진행됐다. 우선 실물 부문에서는 

주택PF를 부실화하는 미분양 규모가 건설사별로 얼마나 되는지, 감당할 

수준인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가 문제시됐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상장된 대형건설사에 대한 시장의 검토가 

보도됐다. 초기에는 이들 건설사는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이해됐다. 반면 

중견주택건설업체는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건설사 위기론은 

중견건설사에 PF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위기론으로, 결국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위기론으로 확대됐다.  

 

인용문 96: 저축은행들의 부실과 관련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대출이 막힌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에도 

PF를 통해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 미분양 사태와 원자재난이 지속될 

경우 여신 축소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신용상, 2008.3.2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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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개입론 

 

주택PF의 부실이 금융체계는 물론 경제체계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시스템리스크론이 점차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PF 

부실 책임론이 대두한다. 책임을 질 주체로는 우선 건설사를 비롯해, 건설사에 

방만한 PF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거론된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실패하고 금융기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주택PF부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인용문 97: 이진복(한나라당 의원): "93개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 경제부처 및 

기관퇴직자들이 감사 또는 이사로 취임한 곳이 72곳으로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된 주택담보대출문제와 부동산 PF 문제도 은행의 무리한 외형 확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이진복, 

2008.10.25., KBS). 

 

정부책임론은 정부개입론으로 이어진다. 간접개입으로는 실물 부문에서의 

규제완화, 금융 부문에서의 금리인하 내지 동결 등이 거론됐다. 

 

인용문 98: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경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로 PF와 저축은행 사태가 가닥을 잡기까지는 중립(동결)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성권, 2011.6.2., 경향신문). 

 

그러나 산업자본의 입장에서는 간접개입만으로는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았고, 

기다리기에는 예상되는 위기의 규모가 너무 컸다. 간접지원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실물과 금융 측면에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됐다. 예컨대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나 개발이 지연되는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부실화된 PF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의 채권 매입 규모를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나 중견건설사의 

PF채권으로 대폭 확대하고, PF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도 늘리자는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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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인용문 99: 장 연구위원은 아울러 “미분양 주택을 공공부문이나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주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성수, 2008.11.11., 

파이낸셜뉴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었다. 

설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전체 시장을 떠받치기에는 부족했고, 

즉각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일부에서는 정부지원무용론도 제기됐다.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택PF 

위축은 민간자본 주도로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였다.  

 

인용문 100: 봉준호 닥스플랜 사장은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택지 

매입으로는 100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지방 부동산을 구입할 만한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봉준호, 2008.12.10., 매일경제). 

 

3) 구조조정론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선별지원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옥석 가리기, 즉 구조조정이 공론화된다. 흔히 

구조조정은 부실화된 이후에 시행하지만, 정부는 지원을 위해 부실화 전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선제적 구조조정안을 내세웠다.  

 

인용문 101: 김 원장은 2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환영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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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차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이나 비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창, 2010.4.29., 아시아투데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 관행보다 엄격한 기준이 평가에 

적용돼야 했다. 강화된 회계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도입이 시작된 것도 자연스럽게 재무기준 

강화로 이어졌다. 

 

인용문 102: 건설산업연구원 권오연 연구위원은 “PF사업은 부채 인식조건이 

강화되면서 재무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분양 사업은 

주택인도기준으로 수익이 인식되면서 재무지표상 매출이 이연되고 중도금은 

부채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권오연, 

2010.10.27., 이투데이). 

 

일부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당초 

설립취지를 무시한 채 이윤추구를 위해 주택PF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투기를 

조장하고 거품을 만들었으며 결국 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인용문 103: 진 위원장은 "양극화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800만 명인데 역할을 해야 할 신협, 저축은행이 아파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하러 다닌 결과"라며 "금융 쪽에서 공백이 생기면서 

이를 틈타 일본계 자금이 대부업으로 들어오고 사금융이 커졌다"고 

비판했다(진동수, 2009.12.18., 이데일리). 

 

결과적으로 대형건설사와 시중은행은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지원을 받았지만, 중견건설사와 저축은행은 대거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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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04: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크레딧애널리스트는 "대형 건설업체들은 

부실 우려가 낮은 PF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외 플랜트 등에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에도 업황 침체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반면 중견 

건설업체들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공공부문의 저가 

수주경쟁 심화,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김익상, 2010.2.3., 이데일리). 

 

4) 대안개발론 

 

금융위기로 시작된 주택금융에 대한 우려가 주택PF를 통해 현실화되고, 이에 

따라 주택PF의 주 행위자였던 중견주택건설업체와 저축은행이 대거 

구조조정됨에 따라 주택PF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모색됐다.  

우선 산업적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선호됐다. 기존의 아파트 신축은 

시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주택PF를 일으켜 택지를 매입한 뒤 선분양을 통해 

확보된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신용이 높아야 하고, 분양도 잘 

돼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이러한 사업모형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가장 큰 비용인 택지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2008년까지만 해도 뉴타운 열풍으로 재개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재개발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용문 105: 허 사장은 “앞으로 주택사업은 금융비용 부담이 큰 PF사업 대신 

필요하면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허명수, 2009.7.8., 

경향신문). 

 



 

217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는 아파트 신축 공정률이 80%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주비나 운영비, 건설비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PF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주택시장 침체에 뉴타운 거품론마저 

대두하면서 재개발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주택PF를 유동화하여 일단은 

시간을 벌려는 시도가 확산됐다. 미분양 아파트 등을 담보로 유동화하는 PF 

ABS나 SPC를 설립해 회사채 형태로 유동화하는 PF ABCP 등을 발행하여 

은행으로부터 빌린 PF를 상환하는 일종의 차환을 하는 것이다. 

 

인용문 106: 강승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부산연산자이의 경우 

미분양 물량에 대해 유동화해 건설PF를 상환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했다"면서 

"연말까지 용인 성복자이와 일산자이의 미입주 주택에 대해서도 유동화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예정이어서 입주 리스크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강승민, 2010.10.12., 이데일리). 

 

하지만 PF ABS나 PF ABCP 발행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만기가 6개월 미만의 

단기로 발행되기 때문에 수시로 차환해야 했다. 게다가 국내외 금융시장이 더 

악화되어 시장에서 물량 소화가 어려워지면 이러한 방식도 쓸 수 없게 된다. 

 

인용문 107: 박 실장은 "나머지 PF의 경우 만기 단기화와 ABCP 비중의 

확대로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이 늘었다"며 "신용등급 A급 업체에서 PF 

우발채무 부담이 두드러졌고 향후 PF 축소과정에서 사업의 질적 차이, 

주택사업 역량에 따라 업체 간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춘성, 

2013.3.26., 파이낸셜뉴스). 

 

근본적으로는 주택사업 구조를 바꿔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분양제 대신 

후분양제 도입, 시공사 보증에 의존하는 PF 방식의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인용문 108: 이와 관련, 김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PF대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본연의 역할대로,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의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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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주택의 점진적인 후분양제도로의 이행, 대한주택보증의 부보비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진, 2011.6.3., 아시아투데이). 

 

그런데 후분양제를 활용하고, 주택개발비용을 PF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대폭 늘려야만 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수행한 

사업이력(track record) 없는 시행사가 많지 않은데다가 그나마 있던 

대형시행사도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가 문 닫거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미분양 

등에 발목이 잡힌 상태였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공개를 할만한 여력도 

갖추지 못했고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게다가 주택사업 규모는 대기업 

계열 시공사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주택리츠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리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나 기관투자가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뒤, 이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양한 

주택사업에 대해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직접 

개발하여 매각하는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투자자는 리츠에 부분적으로만 

투자하고 배당을 받으며,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중간에 거래해 

유동화할 수도 있다. 

 

인용문 109: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백기철 과장은 “이번 조치로 리츠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폐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백기철, 2011.1.26., 파이낸셜뉴스). 

 

2. 수요자간접금융의 위기론: 주택담보대출담론의 사회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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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을 통한 민간과 공공의 자구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금융은 주로 1차시장에서의 대출이라는 

간접금융 방식 중심이었다. 예컨대 시공사는 자기자본에 비해 규모가 큰 대규모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F 중심의 개발금융에 의존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직접, 또는 시공사 보증 아래 대출을 

받았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서민들은 적지 않은 목돈이 들어가는 주택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했는데, 이 자금은 2차시장에서 거의 유동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황이 다소 변했다. 우선 PF 중심의 개발금융이 마비됐다. 시공사는 

개발사나 주택조합에 자금을 제공할 여력을 잃었다. 궁여지책으로 건설사는 

공사비 대신 현물로 떠안은 미분양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주택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나 취등록세 등 

거래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인용문 110: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방의 경우 계약금 5% 정액제 및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자후불제 등의 계약조건 완화 혜택을 제공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6ㆍ11 대책 수혜 

지방 미분양 단지들에 청약해도 대출 및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2008.6.29., 서울경제). 

 

재개발을 추진하던 조합은 사업추진비를 시공사가 아닌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됐다. 이는 과거와 달리 시공사가 보증을 제공할 

여력이 없어졌고, 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 부담도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합이 건설사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장점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경향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산업자본인 시공사가 아니라 

금융자본에 기반해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문 111: 비판이 일자 유기홍 재개발조합 위원장은 “우리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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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시공사가 아닌 은행에서 직접 사업비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다른 뉴타운·재개발 지역보다 6천억원 정도 비용을 적게 

들였다”며 “성과급은 이번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받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유기홍, 2009.3.31., 한겨레). 

 

2) 대출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론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대출 등 간접금융에 대한 통제는 과세와 함께 주된 

시장개입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됐다. 정부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가격 변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금융위기 

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대출규제강화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침체 심화로 규제완화론에 힘이 실렸다. 대출규제 완화 신호를 

통해 시장심리를 개선시킬 수도 있었다. 

 

인용문 112: 김규정 부동산 114부장은 "DTI 규제가 다시 시작될 경우 

심리적인 매매수요 위축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로 돌아서고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난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규정, 2011.3.11., 서울경제).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여기에 대출규제완화가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인용문 113: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를 유연화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윤경, 2010.10.11., 문화일보). 

 

시장침체가 심화되고 민간의 금융부담이 커지면서 대출규제완화를 넘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졌다. 즉 정부가 재정투입과 

신용보강 등을 통해 매수자나 세입자 등 개인과 재개발 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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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인용문 114: 박희균 서울시 정비지원팀장은 “소요 경비의 최대 80%까지 

신용대출이 지원되며, 사업 진행과정마다 한도 내에선 횟수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뉴타운사업의 신용대출에 쓰이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자금은 

올해 300억원이 남았고, 내년엔 250억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희균, 2010.12.20., 한국경제). 

 

3) 정부 시장개입의 외부효과론과 사회문제화 

 

서민주택간접금융에 대한 정부개입과 함께 그에 대한 외부효과도 문제시되기 

시작한다. 우선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한 반대론이 제기된다. 예컨대 금융위기로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로 경기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인용문 115: 김일수 팀장은 “자칫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안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급격히 확대할 경우 오히려 거래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2금융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서민경제를 악화시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크다”고 조언한다(김일수, 2009.9.12., 

매일경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서민주택금융 개입이 되려 정책목표를 훼손한다는 

지적은 더 뼈아팠다. 예컨대 강남 고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대출규제가 되려 

서민주택인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집값을 상승시킨다.  

 

인용문 116: 함 실장은 "소형아파트에서 중대형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물론 내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이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강북 

중소형아파트로 몰리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결국 강북 집값 강세는 

대출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함영진, 2008.4.7.,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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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급 없는 전세자금대출 확대 역시 전세가격만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길 기대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았다. 

주택임대시장만 집주인이 우위인 공급자시장이 됐다. 집주인들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얻는 수익률이 낮아지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을 이자율 하락폭만큼 올려서 임대수익을 제고하려 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했다. 

 

인용문 117: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국민주택기금 담보대출 이율이 

워낙 낮고 시중은행 이율도 주택담보대출 이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이 담당하던 전세대출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전세수요를 늘리고 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2013.8.20., 서울경제). 

 

정부개입의 외부효과 문제 외에도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가 조합의 매몰비용 문제와 주택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팔지도 못하고 과중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렌트푸어(rent poor)가 사회문제로 부상한다.  

우선 은행 대출을 통해 사업추진비를 마련한 조합의 경우,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문제는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이러한 금융비용이 조합원이 부담할 매몰비용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이 

경우 특히 저소득층 원주민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인용문 118: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뉴타운 지구 해제가 가시화되면 

퇴로가 막힌 주민과 투자자들은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양지영, 

2012.2.5.,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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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문제시된다. 주택매매시장에서는 매매가격이 대출금보다 하락한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뉴타운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소액투자자들은 충분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금융비용과 가격하락에 더 

취약했다. 때문에 뉴타운 지역 주택에 대한 차압과 경매 처분 우려가 커졌다.  

 

인용문 119: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연초 재개발, 뉴타운 기대감으로 

강북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사람들이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당황하고 있다"며 "대출이자나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깡통 아파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경, 2008.10.23., 경향신문). 

 

뉴타운 지구에서 깡통주택이 양산되면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대된다. 또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대신 재개발 전에 조합에 

지분을 파는 현금청산 물량도 늘어나면서 일반분양물량이 늘어나고 결국 

미분양이 적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담보대출 부실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다. 세입자의 

금융비용도 커진다.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해 취약해진 사람들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으로 불리게 된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는 점차 시장문제를 넘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인용문 120: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제때 갚지 못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하우스푸어'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렌트푸어'라고 해서 주거비나 대출금이 사회 

문제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보육, 노령연금, 청년실업, 전세값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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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하우스푸어 걱정하는데요."(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2012.11.5., 

KBS)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된다. 그 결과 주택시장 침체를 넘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될 위험도 제기된다.  

 

인용문 121: 한은 금융통계팀 이상용 과장은 “주택대출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취급됐던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추가분이 취급된 데다 

재개발 아파트가 많아지고 뉴타운 관련 전세자금 취급이 늘면서 증가했다.”며 

“신용대출도 은행들의 마케팅 강화와 대출 수요 증가로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 

빚 규모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상용, 2008.9.4., 쿠키뉴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우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대출부담을 대출로 막는 

일종의 돌려 막기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밖에 주택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 기금을 활용한 주택매입 방안도 거론된다. 

 

인용문 122: 조 대표는 "주거비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1인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이 국민주택기금으로 

가능하게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희재, 2012.4.4., 서울경제). 

 

점차 직접금융의 활용방안이 모색된다. 예컨대 MBS를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보금자리론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이용해 만기를 앞둔 주택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장기대출로 대체하는 리파이낸싱 방안이 모색된다. 주택매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자산 유동화 방안으로 살던 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형태로 매달 생활비를 받고 나중에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역모기지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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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23: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장기저리분할 

상환대출을 확대하고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1천370억 원을 반영하고, 서민 

전월세 자금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93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한구, 2012.11.19., SBS). 

 

 

3. 개입술의 위기: 주택청약제도폐지론 

 

서민주택시장에서는 우선 두 가지를 접합시켜야 한다. 상품과 구매자, 즉 

서민주택과 집주인 및 세입자인 주민이다. 정부가 배급 등을 통해 직접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식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 맞지 않는다. 서민주택과 

주민은 모두 근본적으로 명목변인이므로, 이를 접합시키려면 서민주택과 주민 

각각을 등급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대로 신용등급제도는 주체, 상품, 사회, 시장을 등급화하여 

자유주의적으로 접합하는 금융메커니즘의 방법이다. 그런데 신용등급만을 

활용할 경우 서민주택정책 목표와는 모순이 생긴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이 

주택 구매 시 더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모순을 청약제도로 해결한다. 청약제도 역시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등급화 기술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제도와 쉽게 접목된다. 하지만 

청약제도는 서민주택 수요자를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등급과는 반대로 

등급화한다. 

청약제도에서는 우선 주택을 등급화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식으로 최저가격제를 도입한다. 

다음으로 청약자를 등급화한다. 서민주택의 경우 자금이 넉넉지 않은 서민에게 

사실상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그렇게 하여 서민주택에 관한 한 청약기회를 

서민에게 더 제공한다. 

더 나아가 청약가점 계산방식을 수시로 변형시킴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예컨대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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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세 자녀 부모를 우대한다.  

청약제도는 서민을 금융시장에 참여시키는 일종의 주체 구성 방식이자 

금융민주화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서민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함으로써 예금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금이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공공주택금융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재원은 서민주택 건설이나 서민주택 

금융에 활용됨으로써 시장의 순환이 형성된다. 

요컨대 청약제도를 통해 사회적 요소가 시장화되며, 금융적인 

시장통치메커니즘이 사회의 통치메커니즘으로 전환된다. 청약제도로 시장의 

등급화와 사회의 등급화가 접합된다. 

 

1) 신용등급을 통한 서민주택 통치술로 청약제도 

 

청약제도는 시장과 사회에 대한 통치로서 청약자를 등급화해서 시장과 

사회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위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청약제도를 둘러싸고 경제적 투자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지식을 유통하는 청약담론이 필요하다. 

청약담론은 개인이 스스로를 ‘청약가점 56점’처럼 아주 면밀하게 

등급화하고, 이 등급을 매개로 청약자 개인을 구체적인 투자 등의 행위와 

연결되는 주체로 확인시켜주고, 청약자 스스로 자신을 상품과 접합시킬 수 있게 

하는 지식을 제공한다. 

 

인용문 124: 닥터아파트의 이영호 센터장은 “청약 당첨권에 들어오려면 

56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하철 9호선 역과 500m 정도 거리로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이 좋은 데다 브랜드 인지도도 있어 일반 분양은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영호, 2009.5.21., 파이낸셜뉴스). 

 

주택과 청약자 각각을 등급화하고 접합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주택 측면에서 청약통장별로 정해진 주택공급기관과 주택평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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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유형화된다. 예컨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다든가, 주택 규모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가입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청약가점을 통한 등급화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청약경쟁을 통해 선호되는 주택에 더 높은 가점이 부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민주택은 도시별, 지역별, 구역별, 단지별, 평형별, 동호수별로 서열적 

등급화가 진행된다.  

 

인용문 125: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청약가점이 최소한 70점 이상 돼야 당첨권에 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은 은평→왕십리→위례신도시 순으로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은경, 2008.8.4., 파이낸셜뉴스). 

 

다음으로 청약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약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한 청약통장에 따라 유형화된다. 또 가입기간과 

적립액 등에 따라 청약가점이 부여되며 등급화된다.  

청약담론 속에서 청약자는 청약가점에 따라 분화되어 구체적인 청약행위와 

접합된다. 예컨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가입했더라도 청약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장롱 속 청약통장”으로 만드는 사람, 가입기간이 짧거나 

불입액이 적어서 청약가점이 아직 낮은 사람, 1순위 자격은 있지만 좋은 

분양물건을 기다리는 사람, 1순위 통장을 쓰기 싫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택에 청약하는 사람, 실수요자나 투자자 등등 유형이 다양하다.  

 

인용문 126: 김일수 부동산팀장은 “특히 서민층의 경우 우선 자금 부담이 덜한 

보금자리임대주택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뒤 추후 지분형 분양주택(일명 

반값아파트·아파트값의 반만 내고 지분을 반만 갖는 것)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김일수, 2008.10.4. 매일경제). 

 

사실 청약제도는 상당히 복잡한데다가 수시로 변화해서 일반인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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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따로 공부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다. 때문에 청약담론은 우선 

청약전략으로 제시된다.  

청약전략은 서민주택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등급과 서민주택이라는 상품의 등급을 스스로 최적으로 접합시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청약전략은 개인과 상품의 매우 구체적인 등급화를 

수반한다. 

 

인용문 127: 부동산뱅크 신경희 팀장은 “주요정책이 유보된 만큼 낙폭이 

둔화됐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불황기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청약전략을 새로 짜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앞날도 가늠해 볼 수 없다. 때문에 유망 공공택지지구 내 미분양 

물량이나 서울 내 뉴타운 지역의 조합원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수요자들에게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경희, 2008.12.24. 서울파이낸스). 

 

청약제도는 시장에 대한 통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통치이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와 시장을 연계해서 통치하는 방법인데, 이는 서민주택 

정책에서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청약제도는 혼인자 수 추이와 주택 

공급 추이를 맞춰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인용문 128: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2004년부터 매년 

31만 건 이상의 혼인이 이뤄지고 있어 연간 5만 가구가 공급될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전망"이라며 "다만 분양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는 최대 10년까지 보유해야 하는 만큼 각자의 재테크 전략에 맞는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함영진, 2008, 이데일리). 

 

시장통치에 초점을 둔 등급화인 신용등급제도와 달리 청약제도가 사회통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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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는 점은 신용등급이 낮을 수도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청약제도에서는 유리한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컨대 

장기무주택자는 물론, 세 자녀 가정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 신혼부부 

등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 때문에 청약제도가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으로도 심심찮게 

논의된다. 

 

인용문 129: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3자녀ㆍ노부모 부양ㆍ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밀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요건이 완화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선회하는 등 유연한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이미영, 2010.1.6., 한국일보). 

 

2) 청약제도에 대한 논란과 폐지론의 대두 

 

신도시 정책과 뉴타운 정책이 그랬듯이, 청약담론이 발전함에 따라 

청약제도도 결국 내적 모순을 가진 것으로 기술되면서 수정되거나 폐기된다. 

첫째, 시장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나온다. 예컨대 투기적 청약이 나타난다. 

투기가 진정되면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우려된다. 선호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를 역이용하는 투자법이 제안되기도 한다. 

 

인용문 130: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장기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분양가도 저렴한 공공택지지구를 

노려볼만하다”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대형보다는 환금성이 

높은 소형 위주로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박상언, 2009.8.16., 

서울경제). 

 

청약제도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있다. 우선 저소득 유주택자나 

이주여성과 같이 청약제도의 사각지대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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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31: 박 구청장은 “청약 과정 자체가 내국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송파에 사는 2000여명의 결혼 이주여성들은 오죽 하겠느냐”며 “이들도 

송파구민인 만큼 주거 안정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로 번역된 

청약 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동시통역 서비스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박춘희, 

2013.9.12., 한국경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약제도가 서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오히려 

훼손할 때이다. 예컨대 청약제도로 주택공급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이 때문에 서민주택 가격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청약제도의 

복지 측면을 강화하는 조치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용문 132: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가점제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 등이 주택 매수에 나선 것도 한 원인”이라며 “집값이 상승폭은 

큰 반면 하락폭은 낮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영호, 2008.2.10., 서울경제). 

 

인용문 133: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주택 공급이 서민 지원 목적도 

있지만 건전한 중산층 양성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 성격도 강하다"며 "3인에서 

4인 가족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세제나 주택청약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면 누가 

자녀를 더 낳고 기르려 하겠느냐"고 말했다(이원재, 2012.2.14., 매일경제). 

 

등급화 자체의 문제도 있다. 예컨대 장기무택자와 신혼부부 중에 누가 더 

우선순위인가처럼 등급화가 모호한 문제도 제기된다.  

 

인용문 134: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장기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 청약 

가점제의 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혼부부에게 금리혜택 등을 줄 

경우 생애최초 내집 마련자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김희선, 2010.2.22.,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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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가 청약자나 주택상품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결국 

등급화를 조정하는 규제완화가 이뤄진다. 예컨대 서울 주민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도 서울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이 한데 묶인 만능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기도 한다.  

 

인용문 135: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청약자라면 본인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고 공공에 청약할 것인지, 민간에 

청약할 것인지 예치금을 정리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능통장은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까지 선택 청약할 수 있지만 최초 청약 시 선택한 주택의 종류와 

규모를 2년 이후에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함영진, 2011.5.2., 아시아투데이). 

 

다른 한편으로는 등급화가 심화되어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청약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 한편으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결국 모두 최고 가점을 

받게 된다. 즉 청약하는 사람은 모두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청약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 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은 

가장 좋은 입지의 주택에만 청약하고 다른 주택에는 청약하지 않는다. 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하나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 다른 곳에서는 미분양이 양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청약가점제 폐지론이 대두한다.  

  

인용문 136: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수도권 분양 시장에 대해 "이사철 

도래와 계절적인 요인으로 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이 골라볼만한 

단지는 더러 있다"며 "하지만 최근 실시된 김포한강신도시 청약 결과를 보면 

여전히 실수요자나 투자수요 유입이 미미해 되는 곳만 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2011.4.23., 아시아투데이). 

 

인용문 137: 함 센터장은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2006년 33.5대 1에서 지난해 

1.7대 1 로 낮아질 만큼 청약가점제의 실효성은 미미하고 수요확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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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한시적인 감면혜택이 

주어진 양도세, 취득세 등의 항구적인 세율인하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함영진, 2013.2.24., 파이낸셜뉴스). 

 

4. 요약 

 

1) 주택프로젝트금융담론의 위기 

 

주택PF담론은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까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주택금융담론이었다. 주택PF는 한국식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뇌관으로 이해됐다. 우선 규모에 비해 과도한 주택PF 자금을 조달한 

중견건설사와 주택PF 자금을 제공한 저축은행이 진앙지로 꼽혔다.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중견건설사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들의 위기가 

금융체계 전반의 위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론과 

구조조정론이 엇갈렸다. 정부의 지원론은 처음에는 규제완화나 금리인하 등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나 

사업 중단된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부실화된 PF채권 매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접개입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점차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은행과 대형건설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구조조정 압력은 더 커졌다. 반면 지원론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들의 위기에 책임론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지만, 지원 여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대신 지원은 대대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선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즉 지원론은 

구조조정론에 흡수됐다. 그 방식은 우선 정부가 시중은행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은 중견건설사를 구조조정하는 방식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한 뒤 시중은행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조조정의 홍역을 치른 뒤, 주택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초기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후분양제 도입이나 보증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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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지 않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결국 개발사의 자기자본 확대론이 대두하고 결국 주택리츠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그림 26> 주택PF담론의 전개 

 

2) 주택담보대출담론의 위기 

 

노무현 정부 말기 주택가격 급등으로 각종 규제가 시행됐다. 그 중 

대출규제는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심리를 위축시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거래가 중단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세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임대료 부담에 빚을 지게 되는 렌트푸어가 

늘어난다.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출액이 담보 한도를 넘어서 심지어 

집값보다 더 많아지는 깡통주택이 양산되고 차압우려가 커진다. 많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샀다가 경기침체로 집을 되팔지도 못하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늘어난다. 대출 규제가 선별 규제로 완화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강북 등 서민주택 지역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더 나아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234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한도 상향은 가계대출만 늘리고 전세가격만 올려놨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 여력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컸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연기금이나 민간 부동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림 27> 주택담보대출담론의 전개 

 

3) 청약제도폐지담론의 위기 

 

주택청약제도는 시장논리만으로는 서민주택이 서민에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등급화를 통해 해결하는 시장과 사회에 대한 정책적 개입술이었다. 하지만 

청약제도 역시 점차 시장논리에 포섭되고 만다. 다양한 청약전략이 대두하고 

투기적 청약 문제가 제기된다. 모든 사람이 1순위 청약통장을 갖게 된다든지, 

1순위 청약통장은 가격과 입지가 가장 좋은 아파트 분양에만 활용되고 다른 

모든 주택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 청약으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등급화의 실패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등급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청약대상 주택 이 통합된 주택청약통장인 주택종합청약저축이 

나온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큰 인기를 끄는데, 이는 사실 청약통장으로서의 

매력보다는 비교적 높은 금리나 소득공제 혜택 등 금융상품으로서의 매력 

때문이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정작 기존 청약통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적 개입 과정에서 소외된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택청약제도가 주거복지를 되려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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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들은 주택청약제도 폐지론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림 28> 주택청약담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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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사회담론과 접합된 서민주택 직접금융담론의 대두 

 

1. 사회담론을 통한 공급자직접금융의 정당화: 주택리츠담론 

 

1) 정부지원론 

 

금융위기 직후 금융상품, 특히 부동산금융상품은 강한 회의론에 직면하게 

됐다. 리츠 역시 같은 운명에 처했다. 국내에는 공모형 리츠는 물론 리츠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해외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리츠에 투자한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기로 글로벌리츠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88
 리츠 투자 신중론이 제기됐다.  

 

인용문 138: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글로벌 리츠 펀드는 

대개 자산의 45∼50%를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미국 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 수익률이 바닥이었다”고 설명했다(이계웅, 2008.1.12., 

동아일보). 

 

사실 금융상품인 리츠는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시장, 특히 국내 

주택시장에 잘 맞지는 않았다. 리츠는 임대수익을 배당해야 하는데 국내 

서민주택시장은 전세 위주인데다가 월세라고 해도 수익률이 높지 않았다. 더 

높은 임대수익이 기대되면 임차인을 가차없이 내보낼 수도 있어야 한다. 

시세차익이 예상되면 주저 없이 팔아야 한다. 한 마디로 리츠는 시장수익을 

최선의 목표로 하는 반면 서민주택시장은 사회적 측면이 강했다. 때문에 

금융위기 전에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 중에서도 리츠보다는 운용자산 중 부동산 

편입 비중이 낮은 부동산펀드가, 리츠 중에서는 주택보다는 오피스빌딩이나 

                              

88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장리츠의 경우, 금융위기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주가

가 떨어지면, 임대료는 일정하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높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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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 리테일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리츠가 더 활 

성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PF가 마비되면서 정부는 그 대안으로 주택리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시장에 의한 주택공급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정부개입론이 

힘을 받게 됐다. 세계적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경제성장도 둔화되면서 

정부가 섣불리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 결국 대안으로 

재정투입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주택리츠가 주목을 받았다.  

주택리츠는 국내주택시장과 잘 맞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사실상 주도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리츠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리츠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90% 이상 배당하면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다. 여기에 추가로 세금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용문 139: 김 위원장은 “여력이 있다면 정부가 대물변제 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 가용재원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라며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나 미분양 펀드가 매입하고자 할 때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2009.3.8., 한국경제). 

 

2) 미분양리츠론, 임대주택리츠론, 주택개발리츠론 

 

2008년 이후 주택리츠는 크게 세 방향에서 그 쓰임새가 논의됐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미분양리츠, 주택을 직접 개발해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주택개발리츠, 하우스푸어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임대주택리츠가 

그것이다. 미분양리츠는 주로 PF를 통해 지어졌다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리츠가 

보통 30% 정도 할인해 매입하는 구조였다.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택 재고를 줄여서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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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40: 강승민 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분양 주택은 1100가구 내외로 

이중 380가구를 cr리츠에 매각해 미수금을 회수했다"며 "400억원 규모의 

환경시설관리공사 지분도 매각해 2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전분기에 비해 

5158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강승민, 2009.7.8., 이데일리). 

 

미분양리츠의 경우 리츠를 설립한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자본의 부담은 줄이고 대신 시공사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됐다. 

예컨대 시공사는 주택리츠에 상당액을 내놓아야 하며 미분양 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큰 폭의 할인을 해주어야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분양리츠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예컨대 미분양리츠에게 부분적으로 선순위 분양을 

허용하고, 미분양리츠가 시장에서 매각에 실패한 주택물량에 대해서는 

매입확약을 해주는 등 파격조건을 내걸었다. 요컨대 산업자본보다는 금융자본의 

이익이 우선시된 셈이다. 

 

인용문 141: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건설사들이 모두 부도나는 등 

시장 상황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주택보증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리츠 등이 미분양 펀드를 매입할 때는 시세보다 30% 정도 

할인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구본진, 

2009.3.30., 세계일보). 

  

주택개발리츠 역시 용적률을 완화하여 리츠의 매입가능 물량을 확충해주거나, 

주택리츠와 상업용 부동산 리츠를 함께 취급하고, 개발리츠와 임대리츠를 

혼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모색된다.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개발리츠를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이기도 했다.  

 

인용문 142: 이영하 LH 리츠펀드사업단 차장은 "대토 보상자가 대토를 

개발리츠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사업구조"라며 "첫 시범사업을 하남미사지구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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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이영하, 2010.12.23., 매일경제). 

 

주택임대리츠는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의 월세전환이 이뤄지고 

임대료도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주택임대리츠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용문 143: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연기금, 생보사, 리츠 · 펀드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임대시장을 키우고 건설사들의 미분양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원재, 2011.5.1., 한국경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대주택리츠는 하우스푸어 

대책이자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방안으로 각광받았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책금융기관이 참여하기도 했다. 

 

인용문 144: 이 사장은 “LH가 주거복지 분야인 매입임대와 임대주택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희망임대리츠 사업은 현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하우스푸어가 이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최장 5년간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로 살수 있고 이후 다시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재영, 

2013.10.18., 이투데이). 

 

인용문 145: IBK투자증권 정상익 구조화금융본부장은 "국책 사업인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에 단독 금융주관사로 참여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금융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익, 

2013.11.7., 파이낸셜뉴스). 

 

3) 새로운 서민주택 공급자금융 패러다임으로서 주택리츠론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주택산업 및 주택금융이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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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졌다. 예컨대 

미분양리츠의 경우 초기에는 시공사들이 자체 부담이 적지 않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미분양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연기금 역시 관심을 가졌다. 

 

인용문 146: 김 사장은 또 “리츠가 현재 답보상태를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공사들은 부실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리츠로 풀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또 “공제회나 연금도 PF를 통한 투자가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얻는 리츠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김대형, 2011.1.20., 파이낸셜뉴스).  

 

미분양리츠가 시장에 비교적 잘 안착하면서 주택리츠에 대해 정부를 

중심으로 낙관론이 확산됐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심지어 주택리츠 규모에 비해 훨씬 큰 LH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는데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왔다. 시장에서는 리츠가 

자원 배분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기대도 나타났다. 

 

인용문 147: 서 장관은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 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됐지만 

재정 수혈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승환, 

2013.11.18., 국민일보). 

 

인용문 148: 김 상무는 "무디스가 그동안 쌓아온 방법론을 기반으로 우리 

시장에 맞는 방법론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리츠 평가를 통해 주택공급 

안정화를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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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현수, 2011.7.1., 이데일리) 

 

주택리츠는 서민주택 자금조달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즉 

고도성장기에는 산업자본의 논리로, 또는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서민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리츠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인용문 149: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 도화구역내 공공형 리츠사업인 '누구나 

집'은 전·월세난으로 주거 불안에 떠는 서민들과 젊은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영길, 2014.4.24., 머니투데이). 

 

4) 주택리츠의 잠재된 모순  

 

주택리츠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리츠담론의 내적 모순은 

거론되고 있었다. 예컨대 미분양리츠는 미분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시공사가 들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리츠에 넘어가면서 미분양 물량으로 잡히지 

않았을 뿐, 리츠가 사들인 주택을 되팔지 못하면 사실상 미분양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임대수익률을 거두지 못하면 리츠는 청산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분양 물량이 잠시 손바꿈을 했을 뿐, 다시 시장에 재고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인용문 150: 다만 이 소장은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은 환매기간 

사업주체의 사정이 악화되거나 환매거부 등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주는 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리츠·펀드를 통해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각이나 임대가 되지 않으면 다시 

미분양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영진, 2010.4.24., 서울신문). 

 

투자성 측면에서 주택리츠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때문에 주택리츠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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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투자대상일지 모르지만,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소외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국내에서도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리츠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용문 151: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 서경덕 연구원은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바닥권을 벗어나고 일본, 싱가포르 리츠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해 연초 이후 

글로벌, 아시아 리츠는 선방했지만 수익률 상승 부담이 존재한다”며 

“투자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뀔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소외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분산투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경덕, 2012.7.27., 이투데이). 

 

주택리츠는 주택을 자산으로 삼지만 기본적으로 직접금융상품이다. 즉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가 투자하는 상품인 것이다.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는 사실 성격이 크게 다르다. 부동산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경기침체로 청산 

시점에서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배당이 지연될 위험도 있다. 

서민주택은 주민이 거주하는 실물이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 외에도 사회적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막대한 자금을 단기로 차입하여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투자자의 성향에 잘 맞지 않는다. 

 

인용문 152: 동부화재 기업금융부 이종수 부장은 "주택시장이 빈사상태에 빠져 

집값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건설사들이 직접 떨이에 나서 가격절충이 쉽지 

않다"며 "할인분양물량을 리츠가 매입해도 금융비용만큼 임대수익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제값 주고 산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종수, 2013.3.13., 파이낸셜뉴스).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의 차이에 따른 주택리츠의 한계는 특히 국내 리츠 

대부분이 사모형으로 공모형 개발리츠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더 문제시된다. 

특히 2011년에 상장된 다산리츠가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한국증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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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간에 상장폐지되면서 공모형 리츠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졌다. 사모형의 

경우 자금조달이 공모형보다 쉽지 않고 청산기간도 짧은 편이라, 규모가 크거나 

개발기간이 길고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인용문 153: 한재혁 코람코자산신탁 자산운용팀장은 "국내에서는 직접 

아파트를 개발하는 리츠(Reits)나 펀드가 드물고 주로 기관이 투자자로 나서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간접투자상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한재혁, 2010.6.13., 서울경제). 

 

주택리츠의 목적이 서민주택정책의 사회적 목표에 반한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리츠는 서민주택 공급이 적어서 임대료가 오를수록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리츠가 많아질수록 

주택개발이나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 요컨대 주택리츠는 재정 부담 없이 주택개발 재원으로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택의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인용문 154: 이광수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ㆍ월세 수요가 늘면서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며 

"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오피스나 호텔, 대형 상업시설 등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펀드나 리츠 등 간접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광수, 2013.7.14., 

서울경제). 

 

2. 사회담론을 통한 수요자직접금융의 정당화: 보금자리론담론 

 

1) 금리인하 후 추천론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비율이 낮아서 담보가 충분하며 연체율이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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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갖고 있다. 요컨대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안전한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수요자인 서민 관점에서는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과 

자산에 기초한 신용등급에 기반하여 대출한도와 금리 등이 결정된다. 이는 주택 

구입이 더 절실한 서민이 이미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 자산가에 비해 더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상환기간이 짧은 단기대출이라는 점도 문제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상품 중 하나가 보금자리론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이기는 하지만 1차시장에서 판매한 대출을 MBS로 

유동화하여 2차시장에서 유통시켜 자금을 충원한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2차시장에서 MBS로 처분했으므로 추가 대출여력이 생긴다. 대출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금리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89

. 금융위기 이후 거론된 

보금자리론의 효과로는 우선 비교적 단기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함으로써 

주택금융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이 금융위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할 때 상환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기존 대출을 차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인용문 155: 차 지사장은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및 주택신용보증 등 다양한 

주택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인 무주택자와 저소득 계층, 

그리고 정책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돕는데 

역량을 집중해 최상의 친서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차영봉, 2011.1.28., 경남도민일보). 

 

하지만 초기에는 보금자리론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시장 논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전형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론이 서민주택금융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89
 다만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 

MBS를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여러 금융기관의 손을 거치게 되어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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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56: 박 의원은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 임주재 사장을 

상대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 들어 몇 차례나 인상돼 1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7.8%나 된다"며 "보금자리론의 경쟁대상은 금리 5.2%의 

국민주택기금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박선숙, 2008.10.20., 서울경제).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와 함께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은행의 

신용경색도 점차 해소되어 금리인하 추세가 가속화됐다. 또 회사채나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MBS처럼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보금자리론의 금리인하 여력이 

커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MBS 직접 발행을 통해 발행대행금융기관에 

주는 수수료를 줄이는 등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금리인하에 박차를 가했다. 더 

나아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상품이라든가, 금리를 국고채나 CD, 

코픽스 등에 연동한다거나, MBS 발행 방식을 다양화한다거나, 금리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변화를 꾀했다. 신용등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출금리를 더욱 

차등화함으로써 금리인하 효과를 노리기도 했다. 

 

인용문 157: 한편,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을 개발하고 

소득계층과 신용도를 고려한 대출금리 차등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임주재, 2009.1.3., 

파이낸셜뉴스). 

 

결국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간의 금리차이가 축소됐다. 

금리인하로 보금자리론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판매처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의 판촉도 강화됐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라는 차환론도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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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58: 김 팀장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며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으로 CD연동형 대출보다 

0.5~1.0%포인트밖에 높지 않다"고 말했다(김인응, 2009.12.21., 한국경제).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보금자리론의 매력은 더 커진다. 저금리 

상태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아서 금리인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인용문 159: 주택금융공사 강원본부 김찬년 팀장은 “11월이 계절적으로 

이사수요가 느는 시기인데다 시중금리가 상승한 것이 보금자리론 판매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시중 금리 상승의 신호가 강해질수록 고정금리 

선호현상은 더욱 뚜렷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찬년, 2009.12.10., 

강원도민일보). 

 

2) 보금자리론 공급확대 및 주택금융공사 기능 확대론 

 

보금자리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금자리론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더 많이 유동화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고 자생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용문 160: 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은 2일 공사 창립 6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보금자리론 8조원, 유동화증권 발행 10조원, 주택신용보증공급 

10조원 등 매우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는 바, 공사 임직원 모두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공사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자체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성장기반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임주재, 2010.3.3., 

내일신문). 

 

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판매방식이나 판매처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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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기금 확충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금자리론 확대론에는 야당도 가세했다.  

 

인용문 161: 강 위원은 "보금자리론을 활성화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관리비용 절감, 국민주택기금 활용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과 유사한 보금자리론 상담사 제도를 도입해 

판매채널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종만, 2010.4.7., 국제신문). 

 

3) 주택금융 선진화 및 안정화론 

 

보금자리론은 서민주택금융을 지원을 통한 서민주택 보급 확대라는 

사회정책적 측면 외에도 금융시장 안정 및 선진화라는 시장정책의 측면을 갖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은행의 “효자상품”이 됐다. 보금자리론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산가들이 대거 보금자리론에 신규 가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은행은 많지는 않지만 수수료를 챙길 뿐만 

아니라 우수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인용문 162: 박 팀장은 13일 “영업일로 치면 40일도 채 안 돼 이런 실적을 

거둔 것”이라며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고객을 모셔와야 할 판인데 

유보금자리론 때문에 고객이 제 발로 우리를 찾게 한 효자 상품”이라고 

말했다(박철웅, 2010.8.15., 세계일보). 

 

보금자리론은 개별은행의 이익만이 아니라 금융체계를 선진화하는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즉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2차시장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인용문 163: 임 사장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유동화를 

수행하겠다”며 “보금자리론을 기초자산으로 한 주택저당증권(MBS)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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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적정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전망 역할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주재, 2009). 

 

또한 보금자리론이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주택금융의 하나로서 기술된다. 서민주택 부문에서 일상의 

금융화 모형이 제시된 셈이다. 

 

인용문 164: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신혼 땐 전세자금 보증으로, 내 

집 장만할 땐 보금자리론으로, 은퇴 후엔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주택금융공사"라고 설명했다(임주재, 2011). 

 

4) 보금자리론 회의론 

 

보금자리론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사실 보금자리론의 수요가 확대된 

데에는 보금자리론의 대상을 확대한 이유도 있었다. 즉 이용자의 소득 등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주택의 가격 등도 확대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론이 정작 자산가에게 이용된 면이 없지 않다.  

 

인용문 165: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중위층이 최저소득 월 260만원으로 9억원짜리 집을 사려면 

28년간 소득을 전부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금융공사 조치는 서민을 

위한다기보단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섣부른 정책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권택기, 2009.9.10.9., 내일신문).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이 더 이상 서민주택금융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예컨대 시중은행에서 정해진 LTV 

범위를 넘어서는 대출을 끌어들여서 강남 재건축이나 강북 재개발 대상 주택을 

매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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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용문 166: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보금자리론 이용기준을 강화해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순호, 2013.3.11., 헤럴드경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 등이 상승하게 되자 보금자리론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더 이상 

어려워졌다.  

 

인용문 167: 서민주택 구입자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서 사장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하는) 국고채 5년물 평균 금리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0.5%포인트 올랐다”며 “지난 3년간 보금자리론 금리를 계속 내렸으니 앞으로 

2, 3년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서종대, 2013.7.22., 동아일보). 

 

한편으로는 보금자리론을 비롯하여 공유형 모기지,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의 

다양한 부문에서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는 

사실 MBS 발행을 민간자본에 개방하자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 중복에 

대한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인용문 168: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실장은 "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은 유사한 

점이 많아 이미 지난해부터 정책모기지 통합 얘기가 나왔고 공유형 모기지 

확대로 전세수요의 자가수요 전환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주택구매심리를 

개선시키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김태섭, 2013.12.3., 

파이낸셜뉴스). 

 

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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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리츠담론의 대두 

 

현재도 그렇지만 금융위기 전까지 리츠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국내주택시장에서 리츠의 활용도는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택PF의 대안으로 주택리츠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택PF 부실을 

해결책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재정부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대신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주택리츠 

등이 모색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미분양리츠, 주택을 개발하는 

주택개발리츠,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하는 임대주택리츠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주택리츠의 성패는 수익률에 달려있고, 현재 국내 주택임대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비롯하여 할인 분양 등 다양한 육성책이 나오게 된다. 

정부가 상품개발까지 주도하며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자 금융자본의 관심도 

높아졌다. 점차 주택리츠가 주택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리라는 

기대가 커진다. 

 

 

<그림 29> 주택리츠담론의 전개 

 

2) 보금자리론담론의 대두 

 

보금자리론은 서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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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여 MBS를 발행함으로써 장기고정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한 저리로 높은 한도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을 안정화하고 

2차시장을 활성화하는 시장적 기능과 서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2008년 당시만 해도 

장기고정대출상품으로서 시중은행에서 제공되는 만기가 짧은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데다가 발행량도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한편으로는 신용경색이 일어나 시중은행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후 

세계 각국이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통해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 간의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보금자리론의 이용 대상도 확대되면서 보금자리론의 인기는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보급 확대를 위해 발행 

수수료 등 비용 절감과 정부 지원을 통한 금리 인하를 추진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론을 개발하고, 판매처를 확대했다. 또한 2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유동화를 확대했다.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역시 수수료 수익을 위해 보금자리론 판촉을 늘렸다. 점차 

보금자리론을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계부채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보금자리론 

등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생존 계획을 세우게 된다. 개인들이 

생애순환주기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으로 이어지는 

주택금융 활용 모형도 제시된다. 궁극적으로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금융을 

선진화할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금자리론은 점차 서민주택금융의 성격이 약화되고 자산가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양적 완화가 축소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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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보금자리론담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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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서민주택금융담론에서 나타난 금융통치성의 

대두 

 

7장에서는 서민주택금융담론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금융위기담론의 

대두로 국내주택시장은 세계금융시장과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편으로는 주택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주택금융을 시장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또한 

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심리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난다.  

시장 중심 금융담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금융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배경 위에서, 주택금융담론은 전체적으로 산업자본을 지원하는 간접금융 중심의 

주택금융이 쇠퇴하고 직접금융 중심의 주택금융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택PF 대신 주택리츠를 활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처럼 유동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된다. 이러한 이행은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자본이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장논리로 볼 때 

다소 과도해 보이는 직접금융 육성책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이상의 주택금융담론의 변화를 주체구성, 시장통치, 사회통치 측면에서 

재구성해보자. 우선 시장통치 측면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음으로 주체구성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는 

서민이나 투자자가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로 해체된다. 사실 

주택리츠와 보금자리론처럼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논의는 

이에 타당한 주체를 요청하고 있다. 즉 자산가는 주택리츠나 MBS를 소유한 

펀드에 투자한다. 또 서민은 세입자로서 주택리츠에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금융자본이 매입한 MBS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평생 

이자를 낸다. 후자의 경우 서민은 언뜻 보기에는 주택소유자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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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MBS에 투자한 금융자본에 평생 임대료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 요컨대 

자산가는 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다주택자에서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자로, 서민은 1주택 소유를 지향하는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를 포기한 

세입자로 재구성된다. 

 

 

<그림 31> 주택 직접투자를 통한 자산가의 다주택자 모형 

 

 

<그림 32> 주택 간접투자를 통한 자산가의 금융투자자 모형 

 

사회통치 측면에서는 주택청약제도 폐기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간접금융을 

활용한 주택 배급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기된다. 그렇다고 

주택청약제도를 대신하는 직접적인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단지 

주택리츠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며, 

보금자리론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광범위하게 제공한다는 

논의만 있을 뿐이다. 요컨대 서민의 1주택 소유 정책은 과거만큼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주택금융담론의 전개를 사회통치 측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타운담론의 전개와 주택금융담론의 전개를 전체적으로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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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론 

 

1절 담론의 금융화 

 

이 연구는 서민주택담론에서 산업담론이 위축되고, 금융담론이 부상하며, 

특히 금융담론에서 간접금융담론에서 직접금융담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매체담론분석을 NSNA를 

활용해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우선 뉴타운담론에서는 신도시담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뉴타운담론은 처음에는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적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산업담론과 서민주거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담론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산업담론이 중시되면서 패권화되고, 2008년 18대 총선에 이르러서는 

타당성의 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뉴타운산업담론은 총선 직후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이 폐기되면서 타당성의 성장세가 꺾였으며 결국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후 그동안 잠재된 

사회담론이 타당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결국 뉴타운출구전략담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뉴타운출구전략담론을 비롯한 사회담론은 정부지원론과 재정투입론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정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은 구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택금융담론의 변화를 크게 공급자금융담론과 

수요자금융담론 등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공급자금융담론과 수요자금융담론을 막론하고 간접금융담론은 위기를 맞고 

직접금융담론으로 이행한다. 우선 공급자금융담론에서는 간접금융에 보다 

의존하는 주택PF담론의 타당성이 금융위기 이후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직접금융시장에서 민간금융자본을 끌어들여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주택리츠를 미분양 해소, 서민주택 개발, 하우스푸어 지원, 임대주택 

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주택리츠담론이 대두하게 된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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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금융담론에서는 간접금융만을 활용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MBS로 유동화하여 직접금융시장에서 

민간금융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모색된다. 보금자리론은 이러한 방안이 국내 

서민주택금융에 도입된 선구적인 사례로, 정부 주도로 발전했다. 

보금자리론담론은 점차 지원범위를 서민과 저가주택에서 중산층이나 

고가주택으로 확대시키고, 대출액 규모도 늘리며,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하자는 

식으로 점차 힘을 얻게 된다.  

이상의 논의는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간접금융 방식의 주택금융을 

직접금융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접금융에 대한 회의론은 

시장과 사회에 대한 개입술로서 주택청약담론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간접금융담론에서 직접금융담론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은 금융위기담론이 

초래한 금융담론 자체에 대한 회의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직접금융이 다양한 주택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으로 직접금융담론과 

사회담론이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시장심리위기론과 

심리순환개입론을 통해 이미 산업담론 내에서도 예비되었다. 

뉴타운산업담론과 주택금융담론을 시장담론으로 일반화하여 시장담론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타당성 강도의 추세를 시각화하면 <그림 33>과 같다. 우선 

뉴타운담론으로 대변되는 시장담론은 사회담론과 협력하거나 대립하면서 

타당성의 흥망성쇠를 겪는다. 사회담론의 영향력 때문에 시장담론의 타당성 

강도는 곡선으로 표현된다. 우선 시장담론은 초기에 사회담론과 접합하여 

서서히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사회담론을 대체하며 패권화된다. 

시장담론이 패권적 타당성을 갖게 되면서 사회담론은 극도로 위축되며 이 

단계에서 사회문제는 시장문제로 완전히 환원되거나 시장문제만이 중시된다. 

그러나 시장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가 내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결국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사고에 이르게 된다. 사회적 사고 이후 

시장담론은 급격히 위축되므로, 이 지점은 시장담론 타당성의 임계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시장담론이 위축된 기간에는 뉴타운출구전략론과 같은 

사회담론이 성장하지만, 그러나 사회담론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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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화될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없다.  

시장담론은 자신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적 시장담론은 사회담론과 

접합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을 키워간다. 주택금융담론은 뉴타운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금융담론은 뉴타운담론의 위축과 

연계되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주택금융담론은 뉴타운담론 내에서 산업담론이 

타당성을 잃고 사회담론도 재정담론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시장담론인 산업담론의 대안이자 시장담론이 사회담론과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발전해갔던 것이다.  

 

 

<그림 33> 시장담론의 타당성 변화 

 

시장담론이 뉴타운담론에서 직접금융담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담론은 재기할 때 기존의 시장담론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재기하는 것은 아니다. 신도시담론은 뉴타운담론으로 이행했다. 

뉴타운담론도 다른 시장담론인 직접주택금융담론으로 이행했다. 그런데 

신도시담론과 뉴타운담론 간의 이행은 산업담론과 산업담론 간의 이행인 반면, 

뉴타운담론과 직접주택금융담론 간의 이행은 산업담론에서 금융담론으로의 

이행이다. 요컨대 전자는 산업담론 내에서 그 내용만 변화한 것이지만, 후자는 

산업담론에서 금융담론으로 시장담론이 질적으로 고도화한 것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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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기가 지적한 산업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으로의 이행을 상기해보자. 비록 

아리기의 논의는 경제체계 수준의 설명이고 이 연구는 담론 수준에서 설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산업담론에서 금융담론으로의 이행은 아리기의 설명과 유사한 

면이 있다. 즉 자본주의가 산업적 한계에 직면했을 때, 산업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으로의 이행은 경제체계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수준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사회와 담론 간 

구조적 동일성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이 연구는 시장담론 내에서 산업담론이 금융담론으로 이행하는 이 과정을 

담론의 금융화로 개념화했다. 2008년 이후 한국의 서민주택통치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금융화는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이 대립하면서 재정담론으로 귀결되는 

과정, 그리고 산업담론과 밀접한 간접금융담론이 위축되는 과정, 그리고 

종국에는 간접금융담론이 직접금융담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전개됐다. 

 

 

<그림 34> 2008년 이후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 과정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는 몇 가지 역설 속에 나타난다. 첫째, 산업담론이 

약화됨으로써 금융담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담론과 금융담론은 모두 

시장담론이다. 즉 시장담론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담론에서 

금융담론으로 고도화되는 것이다. 둘째, 금융담론은 금융위기를 통해 

부정됨으로써 오히려 시장 중심성을 극복하고 사회담론과 접합되어 

시장통치만이 아니라 사회통치의 원리로 거듭날 계기를 갖게 된다. 또 위기를 

통해 기존의 간접금융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직접금융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계기 역시 갖게 된다. 셋째, 이를 사회담론 측면에서 재조명하면, 사회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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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담론이 금융담론으로 전환될 계기, 

금융담론이 사회담론과 접합될 계기, 간접금융담론이 직접금융담론으로 전환될 

계기가 될 뿐이다. 이상의 역설적 이행 과정을 거쳐 한국의 서민주택담론은 

1단계 수준에서나마 금융통치성을 배태해 가게 되고, 서민주택담론의 타당성이 

금융통치성에 의해 주장되고 평가 받는 담론의 금융화가 시작되며, 

금융통치성에 부합하는 시장, 주체, 사회의 기획이 대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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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담론의 금융화로 살펴본 금융통치성 

 

담론의 금융화에 따라 대두한 금융통치성이 서민주택과 관련된 주체, 시장,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금융통치성의 모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금융통치성은 우선 시장과 

사회와 정부의 금융화와 함께 대두한다. 더 나아가 금융화는 금융통치성을 통해 

지배의 일반원리로 전환된다. 이 연구에서는 원리적인 측면의 금융통치성을 

심화된 미국모형으로서 개념화했다. 시장주체는 교환경쟁축적의 주체에서 

선호의 주체로 전환된다. 시장, 특히 금융시장은 효율시장이 아닌 심리시장으로 

간주된다. 서열적인 등급화를 통해 기존의 비율적인 교환관계로는 시장화할 수 

없던 영역이 시장화된다.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제도가 발달한다. 신용등급을 

통해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미래가 등급화되어 현재의 시장에 접합된다. 

사회에서는 등급화를 통해 학교 등 다양한 사회조직이 평가되고, 이러한 평가는 

재정지원이나 대출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사회가 시장에 접목된다. 

등급화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등급화되는 대상의 시장 자유를 신장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한 국가가 시장과 사회에 개입하여 그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금융통치성의 원리가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의 경험 속에, 그리고 이 

연구에서 선별한 뉴타운담론이나 주택금융담론의 사례 속에서 모두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금융통치성이 심리메커니즘과 접합되어 심화된 모습으로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금융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체와 사회가 재구성되는 모습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영미권 국가나 다른 미국화된 국가가 그랬듯이, 

몇 번의 부침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한국에서도 금융통치성이 시장과 사회의 

구성원리로 전면적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바를 시장, 주체, 사회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우선 시장 

측면에서 산업이 아니라 금융이, 특히 직접금융시장을 서민주택시장의 중심에 

놓으려는 기획이 나타난다. 이는 담론의 금융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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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체 측면에서 서민은 1주택자에서 세입자로, 다주택자는 복수의 

주택을 직접소유하는 직접투자자에서 복수의 주택을 금융상품화된 지분투자를 

통해 간접소유하는 간접투자자로 전환된다.  

신도시정책이나 뉴타운정책,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갖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미분양리츠나 임대주택리츠가 

미분양주택이나 하우스푸어의 기존주택을 할인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주택개발리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개발하여 임대하는 것 등은 

서민을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세입자로 만들어 시장에 더 많은 세입자가 

생기도록 하는 정책이다
90

. 세입자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임대수익률이 개선되는, 직접금융시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91
. 자산가가 

다주택을 보유하는 대신 서민이 1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던 

주택청약제도가 무력화된다. 서민주택금융으로 시작된 보금자리론을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하고 유동화하는 정책은 사실 보금자리론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이 금융자본에 평생 임대료를 내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한편 세입자와 짝을 이루는 주택의 주체가 있는데, 바로 민간임대사업자이다. 

현재 이들은 개인으로서 직접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주택리츠나 MBS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의 변화된 다주택자를 

육성하려는 정책이 제시된다. 자산가들은 기관투자자인 주택리츠가 매입한 여러 

채의 주택에 대한 지분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주택을 간접소유하면서, 또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그 담보대출을 유동화하여 

                              

90
 이 연구에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밖에도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포함하여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생활비를 받는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 재무적 투자자와 공동으

로 주택을 매입하는 지분형 분양주택,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재건축재개발로부터 임대

주택을 기부체납 받아 시프트로 활용하는 정책,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서울시의 정책 등은 세입자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시장 상황도 전세의 월세 전

환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수익률이 개선된다.  
91
 사실 집에 세들어 사는 것은 금융인들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택

을 구입할만큼 높은 소득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는다. 목돈을 들여 

집을 사서 적지 않은 보유세를 내느니, 월 임대료를 내고 목돈은 주식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비 수준도 높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직장에서 가까

운 도심에 소재한, 직주근접형 고급주택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세계 곳곳의 

금융중심지를 돌아다니며 거주지를 바꾸는데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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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를 발행하고, 이 MBS를 펀드가 매입했을 때, 이 펀드의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주택을 간접소유하는 식으로 금융자본화한다. 

셋째, 사회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주택시장을 직접금융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위해 세입자를 확대하고, 자산가들이 직접투자가 아닌 리츠나 펀드 등 

간접투자를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들이 사는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까? 바로 세입자를 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흔히 세입자를 위한 사회는 복지사회이고, 금융자본의 이익에는 반했으면 

반했지, 도움을 주고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를 위한 

사회는 결과적으로 직접금융 패러다임에 봉사한다. 서민들이 생존에 가장 

핵심적이며, 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집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본의 아니게 금융자본을 위한 사회가 된다. 임대주택을 늘리고,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일부터, 집 없어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회, 목돈을 

모아 집을 사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의 사회는 

금융사회의 풍경이 된다.  

물론 세입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금융자본에 봉사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통치성의 작동은 더 섬세하다. 

즉 보수정치인들이나 증권맨들과 진보정치인이나 시민운동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만, 두 집단이 각자의 합리성을 추구한 그 결과, 그 

효과는 높은 수준에서는 하나의 합리성, 즉 금융통치성 측면에서 연결된다
92
. 

보수와 진보, 금융인과 시민운동가는 다른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만, 그 효과는 

동일하게 금융시장과 금융사회를 떠받친다.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치는 것은 사실 금융통치성 내의 대항품행에 그친다. 이는 푸코가 

지적했던 것처럼 마치 중세에 교황의 권위에 반해 싸웠던 다양한 개혁운동이 

실은 사목권력을 세련되게 만들고 강화하는 대항품행이었던 것과 같다(Foucault, 

                              

92
 어쩌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전형적 사례일지 모른다. 박 시장은 참여연대에 몸 

담았던 변호사로 시장 재직 후 뉴타운 출구전략, 마을공동체 사업, 임대주택 확대 정책 

등을 펼쳤다. 또 그는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고액 월세로 살았다. 둘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합리성에 기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박 시장에 대한 지지가 진

보적 유권자는 물론 보수적 유권자 사이에서도 높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비록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는 누구보다 금융통치성에 부합한 시장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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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a/2011, 265~312쪽). 담론의 금융화 과정에서 금융담론이 사회담론에 

의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서 세입자를 위한 사회가 직접금융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금융시장이 세입자를 위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 

서민이 금융자본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서민에 봉사하는 

세상이 오는 조짐은 아닐까? 이런 주장은 너무 낙관적인데다가 한국에서 

시장가치가 아니라 사회가치가 중시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도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여기서 미국 사례를 참고해보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그 파생상품 개발은 사실 서민을 위한 서민주택정책이었다. 집값 상승에 기대어 

저소득층에게 집값만큼의 대출을 저리로 해주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는 과거 루즈벨트에서 시작하여 카터, 레이건, 클린턴, 

부시까지 정파를 막론하고 추진되었던 정책이었다(Sinn, 2010/2010, 107~125쪽). 

그러나 그 결과는 금융자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었고 서민은 주택을 차압 

당해 길거리로 내쫓겨야만 했다. 한국 주택시장에 나타난 금융통치성 

기획에서는 서민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로 구성되지만, 결과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비슷할 수도 있다. 즉 세입자 사회의 이익은 

주택리츠의 대주주가 갖게 될 것이다. 뉴타운담론이 처음에는 사회적 가치를 

표방했지만 결국 시장의 탐욕 속에 파묻혀 용산참사와 함께 붕괴됐듯이, 

주택직접금융담론도 어느 순간 시장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며 패권화됐다가 

사회적 사고를 일으키고 쇠퇴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장담론과 사회담론의 순환적 대립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임계점을 넘어서 새로운 통치성으로 이행하게 될 수도 있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고전모형에서 독일모형, 미국모형, 심화된 

미국모형으로 이행했듯이, 그리고 더 이전에 권위주의 통치성이 자유주의 

통치성으로 이행했고, 성의 통치성이 정치권력에 기반한 속의 통치성으로 

이행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해답은 아닐지라도 문제는 제시할 수 

있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자체를 대신할 통치성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내적 모순은 여전히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은 통치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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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의의, 한계, 제언 

 

9장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 한계, 제언을 크게 연구대상, 이론, 방법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첫째, 연구대상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국내 문화연구는 물론 커뮤니케이션학 

전반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금융을 연구대상으로 담론분석을 시도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금융은 국내 저널리즘에서 점점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시장과 사회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물론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가진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조차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최소한 국내에서는 금융을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한 첫 시도였다. 이는 단순히 금융연구의 분과를 

확대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봄으로써, 

금융을 경제학적 의미의 과학이나, 정치경제학적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에 기여하는 합리성이라는 의미에서 통치성과 일상의 정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화연구자 내지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금융 관련 대중매체담론을 

다룬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적지는 않다. 무엇보다 금융의 시장메커니즘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체계 내의 관행이나 금융에 대한 취재 관행 등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수행할 때도 비록 연구자가 직접 취재 

경험을 쌓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도 했지만, 주택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았다. 더욱 심화된 금융통치성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이 금융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금융경제학과 정치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과의 연구자가 학제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법론 측면이다. 이 연구는 푸코 통치성연구의 방법으로서 계보학적 

담론분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대중매체담론분석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NSNA를 제안했다. 푸코는 사상사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대중매체담론에 대한 분석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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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대중매체담론이야말로 권력과 연계된 가장 일반화된 지식으로 

존재한다. 다만 특정 시기에 특정 주제에 대해 매체별로 담론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는 기존의 대중매체담론분석은 통치성연구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통치성연구를 위해서는 시대정신으로서 통치성을 볼 수 있도록, 전체 

매체는 아닐지라도 광범위한 매체를 한꺼번에 분석해야 하며, 장기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전환은 이해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통시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기존의 담론분석으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대중매체담론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NSNA를 제안하고, 이를 ‘뉴스소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인 미디어가온 

(www.mediagaon.or.kr)에 일반 공개한 뒤, 대중매체담론분석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뉴스소스’는 저널리즘 관행등을 

활용하여 NLP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가중치 부여도 훨씬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뉴스소스의 한계가 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가 된다. 

우선 NLP 측면에서, 뉴스소스는 단순히 인명과 인용문만 식별하는데 활용됐고, 

소속은 인력으로 분류했다. 사실 현재 뉴스소스는 소속과 직함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NLP 성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소속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다면 이 연구의 5장에서 수행한 가중치 추이를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에 걸쳐 전수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인명, 소속, 직함의 식별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 등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NSNA에 대해 연결정도중앙성만 활용했는데, 사실 다양한 중앙성 지표를 활용해 

가중치를 다각도로 정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또,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원에 

대한 가중치만 활용했는데, 기사나 매체, 소속 등에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연결망 자체도 전체연결망 또는 주요구성집단만 활용했는데, 자아연결망 등 

다른 연결망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점은 각 

가중치나 연결망 등을 저널리즘 관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사적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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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결정도중앙성의 경우, 이는 

공동인용된 정보원수를 의미하고, 공동인용된 정보원수는 논쟁의 강도를 

의미하며, 논쟁적 정보원이 대중매체담론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도에 가장 근접한다고 해석한다. 만일 사이중앙성이나 구조적 공백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에 대해서도 연결정도중앙성과 같은 저널리즘 

측면의 해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만 염두에 둔다면 기사를 비롯한 

텍스트화된 대중매체담론분석에 대해서는 전집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가능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원-소속-기사-

의제-매체 간의 위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을 보강한다면 

담론분석을 더욱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론 측면이다. 본 연구는 우선 다소 혼란스러운 푸코의 통치성연구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려 했다. 우선 권력-주권-통치-통치영역-통치성-

통치성-지식-계보학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 통치영역으로 사회 속 

시장과 사회를 재분류한 뒤 사목-사법-규율-안전으로 이어지는 사회메커니즘 

계열과 시장메커니즘을 구분했고,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역시 나누어 대립시켰다. 

이렇게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푸코 통치성연구의 이론적 

공백들을 몇 가지 발견했다. 즉 영미권 내지 서유럽 이외 지역의 통치성, 

푸코가 분석한 18세기~20세기 시장메커니즘 전후의 시장메커니즘의 특징과 

그에 기초한 통치성,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시장메커니즘과 사회메커니즘의 

관계,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이외의 사회메커니즘 중심의 통치성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공백 중 일부를 연구해보았다. 즉 미국화된 한국의 

통치성, 2000년대 이후 시장메커니즘으로서 금융메커니즘에 기초한 금융통치성, 

발전된 사회메커니즘으로 안전메커니즘을 넘어선 심리메커니즘과 금융통치성의 

결합으로서 행동경제학 내지 한국 사회에서 시장 금융화에 부합하는 사회와 

주체의 등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이론적 한계 내지 제언도 푸코 연구의 이론적 공백으로부터 

도출된다. 우선 금융통치성 개념이 심리메커니즘의 개념과 함께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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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메커니즘의 발전을 통해 심화되지만, 더 나아가 사회메커니즘의 발전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고도화된다. 즉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기업화에서 

금융화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안전메커니즘에서 

심리메커니즘으로의 발전을 흡수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통치성으로 

발전한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는 분석 

측면에서는 주로 전자의 측면이 두드러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통치성으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이외에 

사회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사회 자유주의 통치성을 연역적으로만 도출했는데, 

이에 대한 이론 수준만이 아닌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자유주의 

통치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구의 경험을 넘어서, 시장이 

아닌 사회를, 도시가 아닌 농촌을 중시하는 아시아에서 전개된 통치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는 서유럽이 아닌 소련, 

중국, 일본, 한국 등 비 서유럽이나 동아시아가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나 비 서구사회의 경험 속에서는 어떻게 계보학적 통치성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설사 이들 지역이 19세기 이후 

순차적으로 서구화됐고, 서구화 이후 이들 지역에서도 시장과 자유의 개념을 

통치성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통치성을 

서구로부터 이식된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서구화 이전 

통치성의 계보학적 전개와 연계하여 파악하려는 시도가 요청된다. 이 연구의 

중요한 한계와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즉 이 연구는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계보학 위에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시장통치성이든 

사회통치성이든 한국의 통치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동아시아의 내재적인 통치성에 대한 이론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역사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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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이상현상 www.investorhome.com/anomaly.htm 

주택법 www.law.go.kr/lsInfoP.do?lsiSeq=140252#0000 

주택보급률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7 

카인즈 www.kinds.or.kr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한국거래소 www.krx.co.kr 

한국리츠협회 www.kareit.or.kr 

한국언론재단 미디어통계정보시스템 mediasis.kpf.or.kr/index.aspx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2012년 6월 기준 세계장외파생상품시장 

통계 www.bis.org/statistics/derstats.htm 

BIS 1998년 6월 기준 세계장외파생상품시장 통계 www.bis.org/press/p981223.htm 

CIA the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Heritage Foundation 금융자유도 순위 www.heritage.org/index/financial-freed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Samsung Profile 2012 www.samsung.co.kr/samsung/outcome/profile.do 

The Banker 선정 2012년 세계 1000대 은행 www.thebanker.com/Top-1000-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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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용문 출처 

 

번호 기자 날짜 제목 매체 

1 김도년 2013.3.12. 1~2월 서민 우대형 보금자리론 공급액, 전년比 5.2배↑  이데일리 

2 정인지 2013.5.23. 은행株, 주가 싸지 않다…NIM 지속 하락-NH 한국경제 

3 나길회 2008.9.10. 
[대통령과의 대화 - 분야별 내용] “너무 서두른 정부… 

국민에 실망감 줬다”... 
서울신문 

4 김철수·장규호 2009.8.25. 재건축 연한 축소놓고 또 다시 갈등 한국경제 

5 없음 2009.9.24. 김문수 "23개 뉴타운에 64조 투입" 매일경제 

6 김지은 2008.4.16. 
"집값 안 오른다면 뉴타운 왜 하나? 오세훈 시장 본질 

모르고 오락가락" 
오마이뉴스 

7 윤도진 2008.8.11. 서울 신혼부부주택 11일부터 공급 시작 이데일리 

8 선대식 2008.4.23. 시민단체, '오세훈 일병' 구하기 나섰다 오마이뉴스 

9 김경민 2008.11.22. 지역별 집값 언제 회복할까 매일경제 

10 김철수 2010.2.23. [봄 부동산시장] 봄바람 어느새 살랑…부동산의 계절이 온다 한국경제 

11 박재찬 2010.1.31. 2월 분양 1만2700가구… 지난달 절반도 안돼 국민일보 

12 정연근 2008.10.6. 농어촌뉴타운에 학교가 없다 내일신문 

13 한상준 2009.4.7. [수도권]서울시 ‘산업뉴타운’ 30곳 만든다 동아일보 

14 특별취재단 2008.4.2. [총선 D-7]관악을 母心잡기 “24시간 보육”vs“안전한 동네” 동아일보 

15 조성근·강황식 2008.3.27. 오세훈 시장 "서울시 뉴타운 10곳만 추가지정" 한국경제 

16 임혜현 2008.4.16. 신지호 당선자 "뉴타운 공약 자랑스럽다" 투데이코리아 

17 이호승 2008.4.14. 오세훈 서울시장, 뉴타운 추가 절대 없다  매일경제 

18 임세원 2012.4.24. 이상득 "朴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 서울경제 

19 온혜선 2009.12.22. (2010 부동산)전세 "서울 5% 이상 오른다" 이데일리 

20 김철수 2009.11.04. 내년 집값 4% 오를듯…경기회복ㆍ수급 불균형 영향 한국경제 

21 박성호 2008.4.21. 오세훈시장 `뉴타운 순증효과 없다  ̀ 이데일리 

22 이상선 2008.4.24. “뉴타운, 원주민 입주 어렵다” 내일신문 

23 최진성 2008.4.23. “서울 뉴타운, 도시사회·정치의 보수화 촉진” 파이낸셜뉴스 

24 김성환 2009.1.22. 용산참사，상가·시장 낀 재개발 불똥 우려 파이낸셜뉴스 

25 정홍주 2010.4.29. 재개발 주민이 위헌심판 신청 국제신문 

26 박현갑 2008.4.22. [뉴타운 공약 어디로] ‘空約 후폭풍’ 솔깃했던 민심 분노로… 서울신문 

27 윤진섭·윤도진 2008.3.25. "MB주택정책 도심재개발이 1순위" 이데일리 

28 박일한 2008.11.20. 대출금 이하 가격 하락 속출..재개발 업계약서 부메랑 파이낸셜뉴스 

29 박대민 2008.7.8. 강북 재개발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매일경제 

30 고수정 2008.9.10. 서울 재개발아파트 공급물량 감소세 아시아투데이 

31 이승환 2011.8.4. 
당정,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키로...도시재정비 사업에 

박차 
파이낸셜뉴스 

32 윤홍우 2010.9.19. 소박스-재개발 분쟁 해법은 없나..전문가 의견은.. 서울경제 

33 강윤경 2010.10.22.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해야" 부산일보 

34 김만호 2011.7.5. [기고] 뉴타운 사업 전면 재수술 해야 세계일보 

35 홍장원 2012.5.1. 동대문 신설2구역 `뉴타운 해제` 첫 신청 매일경제 

36 김선일 2009.1.23. 뉴타운지구 ‘제2, 제3 용산’화약고 내일신문 

37 구영식 2009.1.30. "MB 심판 위해 선거연합·후보단일화도 가능"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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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김선일 2009.2.4. 서울시 도시계획 진화한다 내일신문 

39 허남영 2010.1.14. 재개발·재건축 과정 공개 '클린업시스템' 오픈 노컷뉴스 

40 정인홍 2008.4.17. 홍준표 “뉴타운 개발은 강남·북 균형 맞추자는 것” 파이낸셜뉴스 

41 선근형 2009.2.4. “세입자·전문가 사업 참여로 공공성 확보해야” 경향신문 

42 박재찬 2009.9.11. 
[금융위기 1년… 경제 체질을 바꿔라] ‘로또 아파트’… 투기 

광풍 재연 
국민일보 

43 김선일 2010.2.1. 서울시 저소득 세입자 대상 ‘순환용임대주택’ 4월부터 내일신문 

44 선대식 2008.4.23. 시민단체, '오세훈 일병' 구하기 나섰다 오마이뉴스 

45 이강은·신정훈 2010.4.17.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 세계일보 

46 고성국 2009.1.21. 
"지금 방식의 재개발 계속되는 한 제2, 3의 용산참사 

계속된다" 
노컷뉴스 

47 김효성 2009.1.29. "이 대통령이 싸고 간 똥에 철거민들이 질식사" 오마이뉴스 

48 이광효 2009.2.4. 현행 뉴타운·재개발 법 무엇이 문제인가? 투데이코리아 

49 특별취재팀 2010.5.27. 
[주거의 사회학](4부) 대안을 찾아서…④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하여 
경향신문 

50 박일한 2008.6.19. 서울내 20곳 재개발 추가 지정 파이낸셜뉴스 

51 박일한 2009.1.16.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규제 ‘사실상 강화’ 파이낸셜뉴스 

52 이헌재 2009.6.19. [단독]“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1억이상 낮추겠다” 동아일보 

53 이정선 2011.1.4. 서울 뉴타운 존치지역, 휴먼타운으로 한국경제 

54 김영환·홍용덕 2011.9.30. 대책없는 뉴타운이 ‘목숨’ 앗아갔다 한겨레 

55 박영률·최종훈 2011.5.1. 건설사에 ‘종합선물세트’…상시 구조조정 말뿐 한겨레 

56 없음 2011.3.6. 뉴타운 구조조정 서둘러야 경인일보 

57 신영호 2011.10.19. [종합]박원순, 시민 존엄·행복 '권리선언' 발표 투데이코리아 

58 이명진·임성현 2011.10.27. 박원순 시장돼 서울 집값 오를 일 없다는데… 매일경제 

59 이명진 2011.12.19. 박원순 서울시장 "뉴타운 태생부터 잘못" 매일경제 

60 
윤영미· 

권혁철·엄지원 
2011.11.6. 현장방문도 발언도 연일 ‘파격 서울시장’ 한겨레 

61 박슬기 2011.4.27. 뉴타운 '포기' 밖에 방법없나..."주민 자발적 정비해야" 노컷뉴스 

62 이은정 2011.11.10. 새 시장 후.."어? 뉴타운, 시위구호도 바뀌었네" 아시아경제 

63 강경민 2012.3.5. 박원순표 뉴타운' 5곳 올해 조성 한국경제 

64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2012.8.27. 박원순 "국민, 안철수같은 정당 밖 인물 원해" 한국경제 

65 김순환 2012.2.16.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갈등… 애꿎은 투자자·수요자만 

피해 
문화일보 

66 
문혜정· 

심은지·박한신 
2012.2.5. 뉴타운·재건축 이어 일반아파트도 '동반하락' 한국경제 

67 김수진 2010.4.27. 부산시 주택정비구역 107곳 해제 의미와 반응 부산일보 

68 진경진 2011.9.27. [국감]서울시민 1인당 부채액 247만원 아시아투데이 

69 박재현 2009.2.10. ‘공공성 강화’ 근본 해법 빠져 “정치적 미봉책” 경향신문 

70 김명진 2011.11.4. 서울 뉴타운 탈출구 찾을까 내일신문 

71 배성재 2012.11.24. [Cover Story] 뉴타운 출구조차 매몰비용에 매몰 한국일보 

72 이윤주 2013.9.6. 무상보육 연명 고육책… "내년이 더 걱정"  한국일보 

73 특별취재팀 2010.5.27. 
[주거의 사회학](4부) 대안을 찾아서…④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하여 
경향신문 

74 김경민·정다운 2013.11.19. [박원순의 이상한 정책]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상한 행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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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돈 더 내라’ 정부 윽박…시민 혈세 경전철은 

밀어붙여 

75 이유진·김제림 2008.12.12. 눈보라 속 부동산시장, 길을 묻다 매일경제 

76 장규호·임도원 2008.9.17. 
미국發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에도 '불똥'…수익형 부동산 

'직격탄' 
한국경제 

77 
박일한ㆍ 

최진성ㆍ윤현종 
2013.8.4. “미쳤죠?”…미친 전셋값, 매매값 육박…어디까지 오르려나? 헤럴드경제 

78 김상훈 2013.6.13. 
창신·숭인 뉴타운 첫 해제… 경기침체에 추진동력 잃어 곳곳 

잡음 
서울경제 

79 성행경 2012.2.21. 
[부동산 부양대책 내달 나온다] 거래도 가격도 바닥 뚫고 

지하로 
서울경제 

80 조성근·안정락 2011.11.22. 학군 든든한 중계동, 이달 매매 '0건'…일산·분당도 '흔들' 한국경제 

81 
장규호· 

임도원 
2008.9.17. 

미국發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에도 '불똥'…수익형 부동산 

'직격탄' 
한국경제 

82 최규원 2012.7.19. 수도권 집값 6년새 7% ↓ 상승세 비해 하락폭 미미 경인일보 

83 윤경현·박지영 2012.1.30.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정비구역 해제 길 

텄지만..이미 들어간 비용 마련이 문제 
파이낸셜뉴스 

84 최경준 2009.3.18. "부동산 정책 84%, 건설재벌·다주택자에 특혜" 오마이뉴스 

85 김시연 2010.1.24. 낭만 죽은' 20대, '한전 주식'이 희망될까 오마이뉴스 

86 김명래 2008.8.21. 뉴타운개발 어떻게 할것인가 "공공성·민주성 강화돼야" 경인일보 

87 강명훈 2010.8.24. 뉴타운 8년, 사업추진 속도 양극화...준공 4.9% 불과 이투데이 

88 박노훈 2008.7.10 “주민·기업 감동 ‘섬김 세정’ 실천” 경기일보 

89 김명지 2010.3.5. 펄펄끓던 재개발 지분 투자 급랭 파이낸셜뉴스 

90 김진수 2012.2.13. 입지 좋은 왕십리 2구역도…서울 뉴타운 분양 '저조' 한국경제 

91 이태형 2013.4.01.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건설업체 봄바람 타나 헤럴드경제 

92 김형구 2011.4.18. 여야 ‘뉴타운 출구전략’ 이해 따라 정반대 세계일보 

93 김병국 2008.11.24. “PF문제 확산 가능성 적어”  내일신문 

94 
박일한· 

김주형·김명지 
2008.7.21. [위기의 금융시장] ③급매물·경매급증..연말까지 고비 파이낸셜뉴스 

95 이혜진 2008.11.24. 은행주 탈출구가 안보인다 서울경제 

96 한민정 2008.3.24. 금융위, 잇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97 심인보 2008.10.25. 정무위 국감, 금융당국 책임 추궁 KBS 

98 김희연 2011.6.2. 가계부채의 수렁 기준금리 딜레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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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cialization of Discourses 

: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governmentality 

in South Korean housing discourses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Daem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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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2009 Yongsan disaster, neoliberalism 

has been criticized and need for welfare has increas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emphasized social values such as democratization of economy, 

rather than market values.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market value crisis 

and the growth of social values ironically reinforced the market liberal 

governmentality by the emergence of financial governmentality.  

This study reformed Foucault’s governmentality studies to describe the 

transitions of market liberal governmentality to financial governmentality in 

South Korea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From a Foucauldian genealogical 

perspective, media discourses were treated as resources of contemporary 

governmen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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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liberal governmentality is a rationality that governs subjects, markets, 

and societies based on market subjects’ nature. Financial governmentality is a 

market liberal governmentality that constructs subjects, markets, and societies 

based on financial mechanisms. First, subjects are reconstructed by preference 

rather than exchange or accumulation in the market. Second, the market is 

not efficient any more. According to the behavioral economics, the market is 

psychologically biased that the market repeats bubble, panic and crashes. Third, 

the society has transformed from the corporate society or the civil society to 

the financial society or the mass society. Forth, credit rating and grading is an 

intervention technology of financial governmentality. Individuals, corporations, 

soci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are graded by credit rating or grading 

systems and articulate with the markets. Governments can enhance or limit 

economic freedom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Sovereignty can be 

intervened due to low credits.  

This study applied a comprehensive discourse analysis with articles on 

housing published from 2008 to 2013. The articles are provided by KINDS, 

which is a news archive servic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The topic of 

housing has both social and economic aspects because housing is a necessity 

and an asset. Thus, housing can be an appropriate research topic for financial 

governmentality studie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on a 

redevelopment government project so called ‘New Town’, hous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housing project finance (PF), and the 

Bogeumjari Loan, which is a mortgage loan funding from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NewsSource software is used to weight individual news 

sources, quotes, and articles efficiently and systemically. NewsSource is 

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based on a news source 

network analysis algorithm. 

The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Since the 2008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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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1) How has the discourse on New Town been changed? How have the 

industrial discourses and the social discourses on New Town developed and 

declined? 2) How have the discourses on housing finance changed? How have 

the discourses on housing PF, housing REITs, mortgages, and the Bogeumjari 

Loan developed and declined? 3) In debates between industrial discourses and 

social discourses, how have discourses on housing finance articulated to the 

industrial discourses and the social discourses? 4) And how has financial 

governmentality for housing reconstructed the markets, subjects, and societies?  

First, the industrial discourses on New Town had hegemony in the 2008 

general elections, but lost hegemony after the 2009 Yongsan disaster. Social 

discourses on New Town were developed after the Yongsan disaster as a 

result of the discourses with the New Town Exit Plan. Both industrial and 

social discourses were reduced to the requests for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faced budget shortages. 

Second, in the discourses for housing finance, indirect finance was useless 

and arguments that promoted direct finance as an alternative gradually 

received validity.  

Third, indirect finance discourses for housing PF or mortgages received 

criticism. Also, direct finance discourses related to the REITs or the 

Bogeumjari Loan were justified as a type of methodology to solve social 

problems on housing.  

Forth, for emerging financial governmentality, housing markets, subjects, and 

societies were reconstructed. Housing markets relied more on direct finance 

rather than indirect finance, which is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housing 

industry. In terms of subjects, ordinary people were called tenants rather than 

single-home owners, and the wealthy people were treated as indirect financial 

investors rather than multi-home owners. This caused the rise in rents 

because more tenants were provided the housing market struct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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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y, who had been industrial capitalists, transformed themselves as 

financial capitalists. Additionally, efforts and policies to build a society for 

tenants received reinforcement, which intended to enhance housing welfare. 

However, the effects ironically bolstered the transition to a society with a 

direct finance market. 

Overall, discourses were financialized. Financialization of discourses means 

that financial mechanism gradually received validity in social and market 

discourses. Between industrial discourses and social discourses on New Town, 

both discourses on New Town themselves and discourses for indirect finance 

close to industrial discourses declined. Discourses for direct finance developed 

and received hegemony. 

 

Keywords: financial governmentality, financialization of discourses, New Town 

project, housing finance, news source network analysis, governmental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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