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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둔 논문

n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q 김인준, 김성현, 김소영, 김진일, 신관호

n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

q 김성현, 최윤석, 양은순

n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q 김인준, 김성현, 김소영, 김진일, 신관호

n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

q 김성현, 최윤석, 양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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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

1. 저성장

2. 저물가

3.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증가

1. 저성장

2. 저물가

3.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증가

4



1. 저성장

n 실질 GDP와 잠재 GDP 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점과 선진국들의 잠재 GDP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현상

n 지금의 저성장이 과연 기존의 business cycle의
저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cycle을
따르는 장기적 침체상황인지에 대한 논의 (new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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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질 GDP와 잠재 GDP]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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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의 원인

n 구조적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 Summers, Krugman

q 장기적 침체, 기존 통화정책 역할 한계, 재정정책의 역할 증대

n 글로벌 저축 과잉(global savings glut): Bernanke

q 일시적 경기침체, 통화정책의 역할 여전히 중요

n 부채 슈퍼사이틀(debt supercycle): Rogoff

n 기타:
q 革新의 둔화

q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저출산

q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

q 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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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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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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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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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 현상의 원인

n 대내외적인 수요기반의 약화: 

q 중국과 개도국의 경기침체, 무역량 감소, 글로벌화 등

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계부채, 고령화 등. 

n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하: 

q 저유가, 개도국 경기침체

n 저물가에 대한 기대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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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가

n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증가

q QE tapering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

q 환율 변동성 증가

n 늘어난 가계와 기업부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증가

n 외환시장 압력지수, 경상수지적자, 대외채무 등의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안전한 신흥국에 속함

n 하지만 다른 신흥국에서의 금융위기는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에 금융시장을 통한 위기전염 등으로
인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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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n 통화정책의 목표: 
물가안정 vs. 물가상승율목표 달성

n 물가상승율 (0.8% - 0.9%)이 목표치(2%)에
미달함

à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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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장적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n 확장적 통화정책이 과연 실물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q 평탄환된 필립스 커브

n 물가와 실물경기사이의 관계가 약화됨. 

q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
n zero lower bound에 가지 않더라도 금리정책의 효율이

떨어짐

n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이 실물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음. 

n 실물경기 안정에 직접적으로 목표를 둔 통화정책이 더
유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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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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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필립스 곡선]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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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부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가능성

n 외부요인: 미국의 당면한 금리 인상

n 한은이 금리를 낮추는데 부담이 늘어남: 불확실성

증가

q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원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할 가능성

n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줄어듬

n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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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줄어듬

n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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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불안전성을 증가시킬 가능성

n 금융부문의 변화는 이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경제활동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n 금융위기의 사후적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 소요

n 물가와 실물경제의 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함

n 결국 사전대응의 필요성 대두

n 금융부문의 변화는 이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경제활동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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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국 사전대응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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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2011년 한은법 개정

n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
q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목표 조항에 포함

q 거시건전성분석국(현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

n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어떻게
고려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q 금융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물가목표를 희생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q 거시건전성 도구는 금융감독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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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목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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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화당국자가 금융안정 때문에 물가안정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n 최근의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험

q 이들 국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하여 물가 및
실물 상황과 부합되는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

q 이는 인플레이션이 타겟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한동안
머물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낮아짐

q 통화당국자가 금융안정 때문에 물가안정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대표적 사례

n 통화당국자가 금융안정 때문에 물가안정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n 최근의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험

q 이들 국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하여 물가 및
실물 상황과 부합되는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

q 이는 인플레이션이 타겟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한동안
머물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낮아짐

q 통화당국자가 금융안정 때문에 물가안정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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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국도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금리수준을 낮추지 못함

n 한국의 경우는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를 한은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음

n 한국도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금리수준을 낮추지 못함

n 한국의 경우는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를 한은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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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vs. 거시건전성 정책
n 이론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안정을

주목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 경제
목표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n 현실적으로 통화 정책은 실질 GDP, CPI 뿐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건전성정책도
금융안정뿐 아니라 실질GDP와 CPI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

n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

n 이를 위해 두 정책간 공조와 협력은 매우 중요

n 이론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안정을
주목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 경제
목표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n 현실적으로 통화 정책은 실질 GDP, CPI 뿐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건전성정책도
금융안정뿐 아니라 실질GDP와 CPI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

n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

n 이를 위해 두 정책간 공조와 협력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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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정책 mandate 확립 필요

n 한국의 경우 거시건전성을 담당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 

q 금융감독원에도 거시감독국이 존재하고 한국은행에도 금융안정국이
존재: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q 또한 LTV, DTI 등 부동산 관련규제는 금융위에서 결정하고 있고
외환관련 건전성은 기재부 소관임.

n 2011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을 한국은행 설립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강화하였으나 아직 단독조사권은 없는 상태임.

n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n 한국의 경우 거시건전성을 담당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 

q 금융감독원에도 거시감독국이 존재하고 한국은행에도 금융안정국이
존재: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q 또한 LTV, DTI 등 부동산 관련규제는 금융위에서 결정하고 있고
외환관련 건전성은 기재부 소관임.

n 2011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을 한국은행 설립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강화하였으나 아직 단독조사권은 없는 상태임.

n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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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안정위원회 (가칭) 신설

n 시스템 위기를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의결함.
q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참여

q 법제화하고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화

q 미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Dodd-Frank 법안에 따라 FSOC을 신설.

n 한은과 금융감독기구간의 정책공조와 업무협력을 주도하여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윤석헌, 정지만, 2010)

q 한국은행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도록 함 . 한국은행은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료제출권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확보할 필요 있음.

n 단 일 기 관 에 책 무 를 부 여 하 는 것 에 비 해 책 임 소 재 가
불명확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전략적 의사결정 가능성.

n 경제 위기 발생 시에는 위원회 구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임

n 시스템 위기를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의결함.
q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참여

q 법제화하고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화

q 미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Dodd-Frank 법안에 따라 FSOC을 신설.

n 한은과 금융감독기구간의 정책공조와 업무협력을 주도하여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윤석헌, 정지만, 2010)

q 한국은행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도록 함 . 한국은행은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료제출권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확보할 필요 있음.

n 단 일 기 관 에 책 무 를 부 여 하 는 것 에 비 해 책 임 소 재 가
불명확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전략적 의사결정 가능성.

n 경제 위기 발생 시에는 위원회 구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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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건전성 정책 주체 한국은행 + 정책 수단 확보

n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분석에서 타기관 보다 우월함. 

q 많은 정보, 종합 분석 능력, 경기 변동 대응,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q 시스템적 위험이 초래될 때 최종 대부자로서의 수단 보유

n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에 유리.

n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체로 중앙은행을 선택했음. 
n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수행할 적절한 정책

수단이 없음.
q 한국은행을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는 경우 DIT/LTV 설정,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동태적 대손충당금 설정,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등
정책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n 금융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임.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정보의 취득에 우위에 있는
금융감독기관과 한은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류도 필수적임.
q 금융감독기관의 협조하에 한은이 금융안정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n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분석에서 타기관 보다 우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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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스템적 위험이 초래될 때 최종 대부자로서의 수단 보유

n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에 유리.

n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체로 중앙은행을 선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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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n 도입 배경: ZLB 에 접근한 이자율 정책의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금융시장의 기능 상실

n 목적: 물가안정 보다는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

n 수단 (classification by IMF, 2013a)
q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sion/credit policy)
q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 선제적 지침(forward guidance)

참조 )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안쓰는 경우도 있음 : “한국의 통화정책

(2012)”에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유동성 공급정책, 신용시장 지원정책,
그리고 국채매입으로 구분

n 도입 배경: ZLB 에 접근한 이자율 정책의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금융시장의 기능 상실

n 목적: 물가안정 보다는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

n 수단 (classification by IMF, 2013a)
q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sion/credit policy)
q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 선제적 지침(forward guidance)

참조 )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안쓰는 경우도 있음 : “한국의 통화정책

(2012)”에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유동성 공급정책, 신용시장 지원정책,
그리고 국채매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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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역할과 한계

n 실행 초기에는 큰 효과: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이 약해질
가능성

q 다른 종류의 정책을 적절히 mix할 경우는 효과 지속 가능

n 중앙은행이 대량의 부실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대차대조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져 신용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n 금융회사와 금융중개기관들의 유동성 위기관리 능력이 약화될
수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음

n 최적의 출구전략 시점을 찾는 것이 어렵고 더욱이 출구전략
자체가 주는 여파가 상당히 클 수도 있음

n 실행 초기에는 큰 효과: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이 약해질
가능성

q 다른 종류의 정책을 적절히 mix할 경우는 효과 지속 가능

n 중앙은행이 대량의 부실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대차대조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져 신용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n 금융회사와 금융중개기관들의 유동성 위기관리 능력이 약화될
수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음

n 최적의 출구전략 시점을 찾는 것이 어렵고 더욱이 출구전략
자체가 주는 여파가 상당히 클 수도 있음

28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미래
n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 있음

n 옹호하는 의견: Blinder
q 현 경제상황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에 의문
q 현재의 낮은 이자율 상황에서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통화정책의 채널이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

n 반대하는 의견: Mishkin
q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q 장기 이자율의 변동으로 보유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q 선제적 지침은 여러 거시 변수의 목표치를 공개하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만약 중앙은행이 이를
자주 수정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

n 거시건전성 정책이 미래에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함

n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 있음

n 옹호하는 의견: Blinder
q 현 경제상황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에 의문
q 현재의 낮은 이자율 상황에서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통화정책의 채널이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

n 반대하는 의견: Mishkin
q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q 장기 이자율의 변동으로 보유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q 선제적 지침은 여러 거시 변수의 목표치를 공개하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만약 중앙은행이 이를
자주 수정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

n 거시건전성 정책이 미래에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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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n 법률적 근거: 완화된 유동성 공급 정책 (2011년 9월 16일 개정된

한은법 참조)
q 금융지원중개대출과 자금조정대출 (한은법 64조)

q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한은법 65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q 영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은법 80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q 공개시장 조작정책 (한은법 68조)

q RP 거래 (한은법 제81조의 2)

n 사용한 사례: 과거 한국은행이 유동성공급 정책을 쓴 경우는 많지는

않 지 만 특 별 대 출 등 을 통 해 금 융 시 장 안 정 도 모 를 위 한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n 법률적 근거: 완화된 유동성 공급 정책 (2011년 9월 16일 개정된

한은법 참조)
q 금융지원중개대출과 자금조정대출 (한은법 64조)

q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한은법 65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q 영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은법 80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q 공개시장 조작정책 (한은법 68조)

q RP 거래 (한은법 제81조의 2)

n 사용한 사례: 과거 한국은행이 유동성공급 정책을 쓴 경우는 많지는

않 지 만 특 별 대 출 등 을 통 해 금 융 시 장 안 정 도 모 를 위 한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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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종류의 정책을 사용할 것인가?

q 유동성/신용 공급 정책: 현실적으로 가장 부담 없이 사용 가능
n 과거에도 여러 형태의 유동성이나 신용공급 정책을 사용한 경험이

있음. 
n 법률적으로도 유동성/신용 공급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n 한은법 25조 (금통위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q 예로, 한은법 80조에 따라 영리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을 의결하는
경우 찬성 의견을 내는 금통위원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 

q 현실적으로는 25조에 근거해 연대책임을 물은 경우는 없음
(앞으로 의사결정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음)

q 양적완화 정책: 직접적으로 장기 국채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q 선제적 지침: 중앙은행과 시장의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미래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민간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q 유동성/신용 공급 정책: 현실적으로 가장 부담 없이 사용 가능
n 과거에도 여러 형태의 유동성이나 신용공급 정책을 사용한 경험이

있음. 
n 법률적으로도 유동성/신용 공급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n 한은법 25조 (금통위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q 예로, 한은법 80조에 따라 영리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을 의결하는
경우 찬성 의견을 내는 금통위원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 

q 현실적으로는 25조에 근거해 연대책임을 물은 경우는 없음
(앞으로 의사결정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음)

q 양적완화 정책: 직접적으로 장기 국채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q 선제적 지침: 중앙은행과 시장의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미래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민간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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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I

n 대우조선 사태 당시 한은이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 사례

q 자본확충펀드 조성: 한국은행이 10조원, 기업은행 1조원의 재원.
q 총 11조원을 대출형태로 조달(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n 다만 이 경우, 구조조정을 위한 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같이
시행해야 함.

n 정부의 개입이 민간부문과 시장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됨. 하지만 정부가 승자를
고르는 형태도 안좋아 보임.

n 대우조선 사태 당시 한은이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 사례

q 자본확충펀드 조성: 한국은행이 10조원, 기업은행 1조원의 재원.
q 총 11조원을 대출형태로 조달(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n 다만 이 경우, 구조조정을 위한 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같이
시행해야 함.

n 정부의 개입이 민간부문과 시장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됨. 하지만 정부가 승자를
고르는 형태도 안좋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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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II

n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기존의 이자율에 바탕을 둔 전통적

통화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준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n 경기회복의 정도와 그 속도를 살펴서 기존의 이자율 정책의

효과를 먼저 파악하고 결정해야 할 것임

n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왜 이러한 정책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을 얼마 동안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유가 있어야 함

n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기존의 이자율에 바탕을 둔 전통적

통화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준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n 경기회복의 정도와 그 속도를 살펴서 기존의 이자율 정책의

효과를 먼저 파악하고 결정해야 할 것임

n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왜 이러한 정책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을 얼마 동안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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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n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지출의 증가

q 필요성?
n 어디에 쓸것인가? 

q 실효성?
n 정부지출의 형태, 크기나 시기에 따라 다름

n 정부투자증가가 민간투자를 대체할 가능성

q 재원?
q 여력은 있음

n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지출의 증가

q 필요성?
n 어디에 쓸것인가? 

q 실효성?
n 정부지출의 형태, 크기나 시기에 따라 다름

n 정부투자증가가 민간투자를 대체할 가능성

q 재원?
q 여력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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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단위 : 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6 37 15.8 -17.6 16.7 18.6 18.5 14.2 8.5 -0.2

36

(GDP대비, %) 0.6 3.6 1.4 -1.5 1.3 1.4 1.3 1 0.6 0

관리재정수지 -8.4 6.8 -11.7 -43.2 -13 -13.5 -17.4 -21.1 -29.5 -38

(GDP대비 %) -0.9 0.7 -1.1 -3.8 -1 -1 -1.3 -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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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as a percentage of GDP

Country Country
Australia 44.2 New Zealand 41.9 
Austria 106.6 Norway 38.2 
Belgium 126.7 Poland 66.4 
Canada 98.5 Portugal 150.3 
Finland 73.9 Slovak Republic 59.6 
France 120.8 Slovenia 98.7 

Germany 78.7 Spain 116.3 
Greece 182.7 Sweden 52.3 Greece 182.7 Sweden 52.3 
Hungary 97.7 Switzerland 45.9 
Iceland 82.9 United Kingdom 112.8 
Ireland 115.9 United States 113.6 
Israel

64.8 
Euro area (15 countries)

110.5 
Italy 160.2 OECD - Total 115.5 

Japan 230.0 
Korea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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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둔 논문

n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q 김인준, 김성현, 김소영, 김진일, 신관호

n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

q 김성현, 최윤석, 양은순

n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q 김인준, 김성현, 김소영, 김진일, 신관호

n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

q 김성현, 최윤석, 양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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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법인세 인상 논의

n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
q 최고세율(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22% → 25%

n 법인세 인상의 효과: 정치권에서의 주장 내용

q 민주당: 법인세 3%p 증가시 총 세수 3조원 가량 증가
효과 (윤호중의원)

q 새누리당: 법인세 인상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림
(오정근의원)

q 기획재정부 1차관: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는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q 김광림의장: 복지수요에 법인세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n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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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광림의장: 복지수요에 법인세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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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현황
n 한국 법인세 비중: 2014년 기준 국세수입의 20.8%차지

q 부가가치세(27.8%), 소득세(25.9%), 법인세(20.8%) 순

n 한국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싱가포르, 
홍콩대비 7%p 가량 높음
q 한국(24.2%), OECD(25.2%), 일본(36.62%), 싱가포르(17%), 

홍콩(16.5%): 각각 지방세 10%포함

n 최근 15년간 법인세율 인하 폭(2000년 대비)
q 한국(6.6%p↓), 독일(21.8%p↓), 캐나다(14.4%p↓), OECD (7.4%p ↓)

n 기업규모별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변화
q 일반법인: 21.5%(2007년) →17.2%(2014년), 4.3%p ↓
q 중소법인: 16.7%(2007년) →12.5% (2014년), 4.2%p↓
q 일반-중소법인간 법인세 격차: 4.8%(2007)→4.7%(2014)
q 중소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하에서의 특혜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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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법인세 인상효과

q 긍정적 효과
Ø 정태분석의 경우 단순 세수 증가 효가

q 부정적 효과
Ø GDP대비 1%의 세수를 늘릴수 있는 만큼의 세율 인상이 GDP를 최소 2.5%~3%

까지 축소 (Romer and Romer, 2010)
Ø 법인세 인상이 총투자와 직접투자, 기업활동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 서비스분

야보다는 제조업분야 투자활동에 더 큰 영향을 줌 (Djankov 외, 2010)
Ø 자본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세율인상이 GDP, 소비, 투자, 임금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변수에 부정적 영향 (Bhattarai & Trzeciakiewicz, 2015)

q 중립적(neutral) 효과
Ø 자본소득세 세율 인상이 자본축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면 총 고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김선빈, 2010)
Ø 투자에 있어 부(-)의 영향을 주나 유의성은 매우 낮음 (김우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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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법인세 인하 효과

q 긍정적 효과
Ø 미국 자본 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미국내 후생 최고 34% 가까이 개선

(Mendoza and Tesar, 1998)
Ø 법인세 감축은 개인소비, 고용,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나 기업의 투자

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효과적 (Mertens and Ravn, 2012)
Ø 세율인하 결과 투자와 고용증가에 모두 긍정적 효과, 명목법인세율 3%p 

인하로 GDP 0.48~0.59%p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전망 (곽태원 외, 2006)

q 부정적 효과
Ø 정태분석의 경우 단순 세수 감소 효과

q 중립적(neutral) 효과
Ø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단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음 (Laffer, Martilla and Watkinson,2012)

q 긍정적 효과
Ø 미국 자본 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미국내 후생 최고 34% 가까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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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효과적 (Mertens and Ravn, 2012)
Ø 세율인하 결과 투자와 고용증가에 모두 긍정적 효과, 명목법인세율 3%p 

인하로 GDP 0.48~0.59%p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전망 (곽태원 외, 2006)

q 부정적 효과
Ø 정태분석의 경우 단순 세수 감소 효과

q 중립적(neutral) 효과
Ø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단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음 (Laffer, Martilla and Watkinso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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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시사점
ü 법인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와 장기에 걸쳐 다르게

나타난다

ü 조세정책은 과세대상인 투자, 노동 또는 소비 부분의 특정
세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세목에 대한
조세정책이라도 모든 거시경제변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들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부문의 세수변화를 일으킴

ü 따라서 일반 균형 모델을 이용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동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게 됨.

ü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경제 하에서의 동태적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균형 모델 설정을 통해 세율변화, 특히 법인세
인상에 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ü 법인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와 장기에 걸쳐 다르게
나타난다

ü 조세정책은 과세대상인 투자, 노동 또는 소비 부분의 특정
세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세목에 대한
조세정책이라도 모든 거시경제변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들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부문의 세수변화를 일으킴

ü 따라서 일반 균형 모델을 이용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동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게 됨.

ü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경제 하에서의 동태적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균형 모델 설정을 통해 세율변화, 특히 법인세
인상에 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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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여점
n Dynamic Scoring 기법을 사용

v 세율개정의 영향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로
인한 tax base의 변화(feedback 효과)를 반영해 추정

v 균제균형 상태(steady state)에서의 변화와 변화과정(transition path) 
에서의 영향을 통해 장/단기 영향 모두를 반영

v 기존 static scoring방식은 정태분석방식을 이용하고 단순히 세제개편
전/후기간 내에서의 균형만을 분석

• 정태평가는 동태평가(dynamic scoring)와 비교해 세원(과세표준)의
변화(feedback 효과)를 고려지 못하기 때문에 세율 증가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가효과를 과대하게 평가(overestimate)하는 경향이 있음

• 개방경제 모형: 국제간 자본이동 및 수출•입 효과 분석 가능

• 두 부분 모형 (수출위주의 자본집약적 대기업 vs. 내수 위주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업종): 두 부문간의 상호 작용 분석 가능

n Dynamic Scoring 기법을 사용

v 세율개정의 영향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로
인한 tax base의 변화(feedback 효과)를 반영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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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존 static scoring방식은 정태분석방식을 이용하고 단순히 세제개편
전/후기간 내에서의 균형만을 분석

• 정태평가는 동태평가(dynamic scoring)와 비교해 세원(과세표준)의
변화(feedback 효과)를 고려지 못하기 때문에 세율 증가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가효과를 과대하게 평가(overestimate)하는 경향이 있음

• 개방경제 모형: 국제간 자본이동 및 수출•입 효과 분석 가능

• 두 부분 모형 (수출위주의 자본집약적 대기업 vs. 내수 위주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업종): 두 부문간의 상호 작용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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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모형의 개요

Ø 불완전 금융시장 (incomplete market with bond)의 특징을
갖는 2부문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small open two-sector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설정

Ø 가계는 교역재와 비교역재 소비, 두 부문에 노동 공급

Ø 경제에는 두 부문의 생산 기업존재: 
Ø 수출주력 재화를 생산하는 자본 집약적 대기업(교역부문)

Ø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내수 위주의 기업(비교역부문).

Ø 정부 세수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자본 소득세로 구성.

Ø 정부지출은 고정됨.

Ø 이 모형에서는 자본소득세와 법인세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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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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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경제는 3부문(가계, 기업, 정부)으로 구성

1. 가계

1.2 가계의 예산 제약식

1.1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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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모형

2. 기업의 Cobb-Douglas 생산함수

1.3 투자조정비용을 포함한 자본축적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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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Cobb-Douglas 생산함수

1, ,xt xt xt xt xt xt xt xt xty w h r k y A k hm m-== +
1, .nt nt nt nt nt nt nt nt nty w h r k y A k h aa -== +

3. 정부 예산식

( ) ( ) ( ) ,x n
ct t t ht xt xt nt nt nt kt xt x xt kt nt n nt nt nt nt nt tp c w h p w h r k r p k p G p Tt t t d t d+ + + - + - = +



경제모형

4. 총 예산 제약식

,nt nt nt nty c i G= + +

1.xt t t xt xt ty R B c i B ++ = + +

50

1.xt t t xt xt ty R B c i B ++ = + +



조세수입에의 영향 (장기균형에서)
Capital income tax increase in both sectors

Tax base (%)

C-tax -0.66

L-tax -1.82

K-tax -0.85

Kx-tax -1.66

Kn-tax 0.81

Tax revenue (%) Dynamic Scoring Static Scoring

C-tax -0.66 0.00

L-tax -1.82 0.00

K-tax 7.77 8.70

Kx-tax 6.89 8.70

Kn-tax 9.57 8.70Kn-tax 9.57 8.70

Total tax revenue (%) 0.50 1.71

Capital income tax increase in the tradable sector (nontradable sector)

Tax base (%)

C-tax -0.88 (0.22)

L-tax -1.72 (-0.10)

K-tax -1.44 (0.58)

Kx-tax -1.83 (0.17)

Kn-tax -0.62 (1.44)

Tax revenue (%) Dynamic Scoring Static Scoring

C-tax -0.88 (0.22) 0.00 (0.00)

L-tax -1.72 (-0.10) 0.00 (0.00)

K-tax 4.31 (3.46) 5.86 (2.84)

Kx-tax 6.71 (0.17) 8.70 (0.00)

Kn-tax -0.62 (10.26) 0.00 (8.70)

Total tax revenue (%) -0.22 (0.72) 1.15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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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의 후생효과

Capital income tax increase in both sectors

Overall Welfare gains -0.21

Transitional gains -0.20

Long-run gains -0.01

Capital income tax increase in the tradable sector

Overall Welfare gains -0.35

Transitional gains -0.25Transitional gains -0.25

Long-run gains -0.10

Capital income tax increase in the nontradable sector

Overall Welfare gains 0.14

Transitional gains 0.05

Long-run gains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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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itional dynamics (both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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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itional dynamics (tradabl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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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nsitional dynamics (nontradabl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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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n tax revenue (두 부문의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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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 2%p 법인세 인상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

n 두 부문 모두 인상 :
q 단기: 전체 세수 1.3%증가

q 장기: 전체 세수 0.5%증가

n 대기업부문만 인상:
q 단기: 전체 세수 1.0%증가

q 장기: 전체 세수 0.2%감소

n 내수기업부문만 인상:
q 단기: 전체 세수 0.3%증가

q 장기: 전체 세수 0.7%증가

n 두 부문 모두 인상 :
q 단기: 전체 세수 1.3%증가

q 장기: 전체 세수 0.5%증가

n 대기업부문만 인상:
q 단기: 전체 세수 1.0%증가

q 장기: 전체 세수 0.2%감소

n 내수기업부문만 인상:
q 단기: 전체 세수 0.3%증가

q 장기: 전체 세수 0.7%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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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 2%p 법인세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n 두 부문 모두 인상 :
q 단기: 전체 투자 2.0%감소

q 장기: 전체 투자 3.5%감소

n 대기업부문만 인상:
q 단기: 전체 투자 1.8%감소

q 장기: 전체 투자 3.0%감소

n 내수기업부문만 인상:
q 단기: 전체 투자 0.4%감소

q 장기: 전체 투자 0.3%감소

n 두 부문 모두 인상 :
q 단기: 전체 투자 2.0%감소

q 장기: 전체 투자 3.5%감소

n 대기업부문만 인상:
q 단기: 전체 투자 1.8%감소

q 장기: 전체 투자 3.0%감소

n 내수기업부문만 인상:
q 단기: 전체 투자 0.4%감소

q 장기: 전체 투자 0.3%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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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 2%p 법인세 인상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

n 두 부문 모두 인상 :
q 장기: 경제전체 welfare 0.01%감소

n 대기업부문만 인상:
q 장기: 경제전체 welfare 0. 1%감소

n 내수기업부문만 인상:
q 장기: 경제전체 welfare 0.1%증가

n 두 부문 모두 인상 :
q 장기: 경제전체 welfare 0.01%감소

n 대기업부문만 인상:
q 장기: 경제전체 welfare 0. 1%감소

n 내수기업부문만 인상:
q 장기: 경제전체 welfare 0.1%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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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의 효과 정리

n 2015년 총 세수: 382조원

n 2%p 법인세 인상 (기업전체) 은 총 세수를
단기적으로 약 5조원 증가시킴. 
장기적으로는1.9조원 증가시킴.

n 2%p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q 총 세수를 단기적으로 약 3.8조원 증가시킴. 
장기적으로는 0.7조원 감소시킴.

n 세수증가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n 2015년 총 세수: 382조원

n 2%p 법인세 인상 (기업전체) 은 총 세수를
단기적으로 약 5조원 증가시킴. 
장기적으로는1.9조원 증가시킴.

n 2%p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q 총 세수를 단기적으로 약 3.8조원 증가시킴. 
장기적으로는 0.7조원 감소시킴.

n 세수증가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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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I

n 과거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펼친 정책이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과 같이 통화.재정 양 측면에서
동시에 확장적 정책을 펴야지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n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집중된
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다. 

n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긴축적 재정정책과
같이 사용될 경우 경제에 오히려 정반대의 시그널을
주게 되어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됨.

n 과거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펼친 정책이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과 같이 통화.재정 양 측면에서
동시에 확장적 정책을 펴야지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n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집중된
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다. 

n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긴축적 재정정책과
같이 사용될 경우 경제에 오히려 정반대의 시그널을
주게 되어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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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II

n 법인세인상이 과연 최선의 재원조달방법인가?
q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혼용 가능성

q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
n 경기부양

n 복지 재원 마련

q 이 경우 금융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반
되어야 함

n 법인세인상이 과연 최선의 재원조달방법인가?
q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혼용 가능성

q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
n 경기부양

n 복지 재원 마련

q 이 경우 금융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반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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