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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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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6일 Bear-Sterns의 파산과 같은 해 9월 15일 Lehman Brothers의 파산의 충격으로 미국금융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금융
시장도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분석과 폭넓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번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들을 평가한다. 금융
위기에 대한 통화주의적 시각과 케인즈주의적 시각을 검토하며 이들의 시각이 현실데이터와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은 자산
가격거품 형성과 더불어, 기존 분석들에서는 간과된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소득분배불평 등 경제적 불균형의 누적이 금융위기 발
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기의 국가 간 전이도 위기의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인다. 현재의 미국 금융
위기는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영향권 하에 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위기가 통화나 규제완화와
같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은 아니며 경제 전반에 누적되어온 모순들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발생되었다는 것이 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금융위기, 자산가격거품, 경제적 불균형, 위기의 전이, 정책적 오류
Ⅰ. 서

론

～

미국경제는 1970 80년대에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 및 개인컴퓨터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에 힘입어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1990년 초부터 특별한 경기후퇴 없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실물
경기의 장기적 호조 이면에서는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에 자산가격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16일 Bear-Sterns의 파산과 같은 해 9월 15일 Lehman Brothers의 파산은 자산가격 거품 와해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 충격으로 미국금융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금융시장도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Bartram and
Bodner(2009)에 따르면 2007년 10월 초 글로벌금융시장의 주식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은 51조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위기발생 후 2009년 2월 말에는 22조 달러로 감소하여 불과 1년 6개월 만에 56%
가 감소하였다.1) 이 같은 단기간 내의 주가폭락 규모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미국에서만도 1929년 10월 대공황으로 이어진 주가폭락 사태
외에도 가깝게는 1987년 10월 19일의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이라고 일컬어지는 주가폭락사태가 있
다. 이날 다우존스지수는 단 하루만에 22%가 폭락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대공황의 발단이 된 1929년 10
월의 검은 목요일 보다 더 큰 폭락이었으며, 이 여파로 세계 각국의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아시아권에서
도 1997년 태국 바트화 가치 폭락을 시작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을 강타한 통화위기가 있었다. 그러
나 이번의 금융위기와 같이 거의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례가 없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이러한 논쟁은 과거 대공황에 대한 논쟁이 그러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Tel: 062-530-1461, E-mail: seekim@chonnam.ac.kr
1)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KOSPI 지수도 50% 이상 폭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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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있다.
먼저 통화주의적 관점에서 연준의 잘못된 통화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들
은 주로 자유시장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로 시장에는 반복적으로 거품이 형성되며 경기후퇴는
거품을 제거하는 시장의 자기조절과정의 하나로 본다. 이 같은 시각에서 2000년 말부터 시작된 연준의
연방금리 인하 정책이 거품을 더욱 확대시키고 시장의 자기조절작동을 방해하여 결국,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극단적인 자유시장주의 옹호자들은 위기대처에 대해서도 연준의 제로(zero)
금리 정책에 의한 시장개입을 반대하며 시장의 자기정화장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화주의적 시각은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Friedman and Schwartz의 평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들은

～

미국 통화정책의 역사: 1867 1960에서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위기를 악화시켜 대공황으로 확
산되는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2) 그러나 금번금융위기에 대한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시각은 확장적 통
화정책을 요인으로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대공황의 원인으로 주장한 Friedman and
Schwartz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케인지안 전통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2000년대에 급격하게 진행된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위기 발
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2000년대 초반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화염에 기름을 부
은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거품형성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의 방만한 경영의 토대를 마
련하는 역할을 한 규제완화라고 주장한다. 1990년대부터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자산유동
화기법과 파생금융상품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금융공학의 발전에 주목하여 규제완
화가 은행들이 레버리지에 의존하여 신용공급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레버리지 시대라고 부를 만큼 은행들은 부실자산들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하여 재투자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결국 은행들은 거미집처럼 상호 복잡하게 채권-채무 관계로 얽히게
되어 한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분석과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금번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존의 시각
들을 평가한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과거의 사례들과 공통점들이 있기도 하지만 차이점들도 발견된다. 위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번 금융위기는 과거사례와는 달리 고도로 통합된 국제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발
생되었으며 파생상품과 자산유동화 기법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금융기법이 자산가격거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많은 분석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경제에는 거품형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균형(imbalance)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균형은 경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재정적자나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범위를 벗어날 경우 채무불이
행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금융시장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현재와 같은 금융위
기가 발생한대는 통화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따른 자산가격거품 형성 뿐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의 누적과
국제금융시장 통합화에 따른 위기의 국가 간 전이(contagion)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관점에서 금융위
기의 원인을 검토한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런 만큼 위기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자료의
축적과 시간이 요구되는 일일 것이며, 본 논문도 정교한 계량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위기사례 분석들과 다양한 통계자료들은 현재의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중요한 직관을
제공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관련 논쟁들에 대한 평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실물경제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위기 발생 전까지 미국

2) 대공황의 통화요인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대공황 기간 중 명목통화량은 감소하였지만 일반물가 하락으로 실질통화량은 감소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통화량감소가 감소가 위기확산의 원인이라면 이자율이 상승하여야 하나 명목이자율은 상승하였다는 반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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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장기적인 호황국면에 있었음을 보인다. 그러나 장기호황 이면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중심
으로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인다. 3장에서는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와 더불어 소득분배
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 같은 불균형의 누적이 위기발생에 기여했음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통
화적 요인, 규제문제, 감세정책 등의 위기발생 요인들을 검토한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위기의 지역 간
전이구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장기경기호조와 자산가격 거품3)
금융위기는 발생 직전까지 미국경제가 장기적인 경기호조를 누렸다는 점은 일견 당황스럽기까지도 하

『

』

다. 그러나 Kindleberger는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에서 금융위기사례들을 검토하고 신용
팽창과 자산가격거품 형성은 실물경기의 호조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Galbraith 또한 대폭락 1929
에서 대공황 발생 이전에 미국경제가 장기적인 호황을 누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미국경제는 1980년과 1982년의 경기후퇴 이후 금융위기 발생 때까지 1990년과 2002년을 제외
하면 눈에 띄는 경기후퇴 없이 장기적인 안정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성장률의 표준편차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는 2%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이 같은 안정성장세에 힘입어
<그림 2>에서와 같이 실업률도 1990년 경기후퇴의 영향으로 단기 증가를 보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하
향추세를 나타내어 2000년에는 실업률이 연평균 3.5% 미만으로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같은 해의 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인 5.01%를 크게 밑도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실업률
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NAIRU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
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3>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0년 초반 하향세로 접어들었으며 1990년에는
4% 미만을 유지하였다.

<그림 1> 실질GDP 추세(전년동기대비)
주) 각 분기의 성장률 표준편차는 직전 40분기를 이용하여 계산.

3) 본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aint Louis 연방준비은행의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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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업률 추세(%)
주) NAIRU는 St. Louis 연방은행의 추정치임.

<그림 3>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대비, %)

Mankiw는 베스트셀러가 된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고성장-저물가 시대의 개막
은 그 이전 시대에 이루어진 컴퓨터와 IT혁명에 의해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금융시장에 과대한 자신감이 팽배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나친 자신감에 경도된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위험은 과소평가하게 되어 맹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되어 금융시장은 과열양상에 접어든다. 미국 자산가격 통계자료는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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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림 4>의 주가지수 추세에서 S&P500지수를 보면 80년대 중반부터 증가세가 빨라지다 90년 중
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주가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 말 지수는 330.22포인트로 마감하였으
나 1995년 말에는 89.5% 상승한 625.93를 기록하고 2000년 8월말에는 95년 말 대비 142.5% 상승한
1517.68 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이후 주가지수는 2001년 경기후퇴로 급락하였으나 2003년 후반기부터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DJIA(dow jones industrial average)지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발생 전 주가의 폭등은 1929년 대공황 촉발 전 주식가격 폭등을 상기시킨다(그림 5).

<그림 4> 주가지수

<그림 5> 대공황 전호의 DJIA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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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택가격지수(1980년 1분기=100)

<그림 7> 상업은행대출

1990년대가 주식가격 거품의 시기였다면 2000년대는 주택가격 거품의 시기였다. <그림 6>에서 New
York의 경우 주택가격지수는 1999년 4분기에 328.76를 기록하였다가 5년 후인 2005년 4분기에는 88.2%
상승한 617.88를 기록하고 금융위기 직적인 2008년 1분기에는 641.04까지 상승하였다. 캘리포니아는 더
욱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하였는데, 1999년 4분기 249.34에서 5년 후에는 무려 147.4%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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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9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7>에서 상업은행 대출도 9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Kindleberger는 자산가격 거품 형성의 원인으로 투자자들의 비합리적 투기적 광기를 지적한다. 물론 투
자자들이 늘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평상시에는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행동
을 한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장기적 호조를 토대로 금융시장이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위험을 과소평가하

『

고 기대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여 투기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 Akerlof and Shilier는 야성

』

『

적 충동 에서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충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으며 비이성적 과

』

열 의 저자 Shiller는 일종의 폰지형 사기(Ponzi scheme)에 비유하여 자산가격거품이 비이성적 행동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합리적 행동을 토대로 하는 고전학파경제학의 시각에서는 이 같은 비합리적 행동
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합리적기대가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수익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현대금융이론의 틀에서 투기적 광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은 군집행동(herding behaviors) 이론이다. 투자자들은 투자전략, 기대, 투자
기간 등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거나 반대로 급격하게 위축되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전략이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
나며 경제적 펀더멘털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른 투자자의 행동에 반응하게 된다.

Ⅲ. 경제적 불균형(imbalance)의 누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어 왔다. 거품은 반드시 와해될 운명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산가격거품이 위기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당연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되기는 하지만 모든 거품이 반
드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점은 위기 발생 전 미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불균형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Catte, et al.(2011)은 주요 거시경제불균형 조정의 실패가 금융부실의
누적을 결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 8>은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과 연방정부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부채 비율
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감소하다 이후 증가세로 반전한 후 1995년 66.4%를 최고점을 찍고 감소되는 모
습을 보인다. 부채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부실금융기관 구
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 재정적자는 1980년대 초까지 악화되었다.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 1992년부터 급격하게 개선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부채규모도 2000년 초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0년 2.4%의 흑자를 기록한 후 재정적자는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2004년 3.5% 적자
를 기록한 후 다소 개선되다 금융위기발생을 계기로 2009년에는 10.1% 적자를 기록하였다.
불균형의 누적은 <그림 9>의 대외부문에서도 관찰된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1980년대 들어 중반까지
급격하게 악화되다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1991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악화되어 2005년
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에 달하게 된다. Mann(2002)과 Milessi-Ferretti and Razin(1998)은 대외
불균형이 지속가능성을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급격한 조정과 관련하여 정의하였는데, 이 같은 정의는 대
외불균형이 지속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환율이나 소득과 같은 거시변수들의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
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대외부채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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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방정부부채와 재정수지

<그림 9> 경상수지 불균형(GDP 대비, %)

을 시사한다. 예컨대 누적된 재정적자나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경기후퇴가 발생하게
되고 금융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게 된다. 미국과 같이 자산가격거품과 더불어 불균형이 누적된 경우에
는 불균형에 의해 촉발된 급격한 경기후퇴는 거품붕괴의 계기가 되어 금융시장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적 불균형은 거시경제변수에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Galbraith(19540)는 명저 대폭락 에서
대공황이 지나친 소득 불균형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 격차의 확대가 위기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Krugman(2008)도 이 같은 시각에 동조하여 소득분배 불균형의 심화를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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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소득불평등은 두 가지 경로로 자산가격거품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소득이 지나치게 부유층에 편중되면 중산층은 부채를 통해 생활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용팽창
을 촉진하게 된다. Razan(2011)도 정부가 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누그러뜨리려 저소득 계층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신용을 확대한 게 금융 위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둘째, 부유층은 중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
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부유층의 풍부해진 여유자금은 투기적으로 자금을 운용
하는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헤지펀드는 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10>은 1967년 이후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추세 속에서 특이한 점은 1990년대 초 지니계수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1>는 소
득분위별 소득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상위소득계증의 소득비중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최하위와 3
분위 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Piketty, and Saez(2003)와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는 미국 상위소득계층 소득의 장기추세를 추
정하였다. <그림 12>은 상위10%의 소득비중을 보여주는데 1929년 대공황 이전 소득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상위층 소득비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 말까지는 낮게 유지되다 80년대 초부터 장기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대공황 이전의 소득불평등 증가
를 연상시킨다.
Rajan(2010)은 폴트라인에서 금융시장 위기의 주요 원인을 소득불평등의 누적과 이에 따른 정치적
압력에서 찼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누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
해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거
의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는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000년대의 주택시장 붐은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지니계수
자료: Current Population Report, US Census Bureau,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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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
자료: Current Population Report, US Census Bureau, 2011.

<그림 12> 미국 소득상위10%의 실질소득 변화
원자료: Atkinson, Anthony B., Thomas Piketty, and Emmanuel Saez(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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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위기의 원인
이상에서 금융위기 발생 전 한편으로는 자산가격의 거품이 누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전반에 불
균형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자산가격거품도 경제적 불균형도 종국에는 경제전반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자산가격거품의 원인으로 투기적광기, 비합리적인 군집행동, 야성적 충동 등 다양한 원인
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 오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적 오류는 거품형성에 기
여할 뿐 아니라 거품제거과정에서 초래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본 장에서는 자산가격거품과
불균형이 붕괴하면서 위기를 촉발하는데 기여한 요인들을 검토한다.

4.1. 통화정책의 오류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한 견해는 통화주의 견해를 따른다. Friedman and Schwartz(1963)은 미국 통
화역사를 분석한 연구에서 1929년 대공황의 원인으로 통화량의 감소를 지목하였다. 통화주의적 시각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자유시장주의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평가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그림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말 닷컴버블의 와해와 더불어 경기후퇴가 시작되자 2001년부터 연방금리
를 하락시키기 시작한다. 연방금리는 2000년 말 6.4%에서 2001년 말에는 1.82%까지 하락하여 1년 사이
에 4.58%p 하락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저금리 정책에 따라 통화량도 증가하여 M1 증가율은 2000년 말
전년동월대비 -3.18% 감소에서 2001년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9.2%까지 증가한다. 이 같은 저금리 정책
에 힘입어 <그림 1>에서와 같이 2002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화주의적 시각을 받아들이는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과 처방에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즉 금융위기는 시장의 작동오류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위기를 확대재생산했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위기에 대한 대응도 현재와 같은 구재금융과 저금리정책을 반대하며 시장의 자기정화
장치에 의존할 것을 주장한다. 즉, 이들은 경기확장기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기
후퇴는 거품을 제거하는 시장작동의 하나라고 본다.
분명 연준의 저금리정책은 화염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경기후퇴를 지연시키고 자산가격거품을 악
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시각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통화주의 견해는 1929년의 대공황과 현재의 금융위기의 원인 대해 일관되
게 통화적 요인을 지목한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후자에 대해서는 확장적 통화정
책이라는 일관되지 않은 평가를 제시한다. 둘째 급격한 연방금리 하락은 그 이전에도 수차례 단행되었다.
예를 들어 1975년의 금리하락(1974년 7월 12.92%에서 1975년 12월 5.20%로 하락), 1980년대 초반의 금

～

리하락(1981년 12월 12.37%에서 1986년 12월 6.91%로 하락), 1990 91년의 금리하락(1989년 12월
8.45%에서 1991년 4.43%로 하락). 그러나 이들 세 번의 금리하락 어는 것도 금융위기로 연결되지는 않
았다.
셋째, 통화주의적 시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기 전까지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이 누적되었다. 통화주의적 시각은 경제적불균형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부적절한 통화정책만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
된 전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모두가 현재와 같은 극심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자산가격거품 이외의 요인들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위기를 촉발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넷째, 2000년대 초의 저금리 정책과 통화량 증가가 자산가격거품 악화와 위기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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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이 기간 중 통화유통속도가 증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2
통화유통속도는 199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90년대 말부터는 감소세로 반전한다. 2000년대
상반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이는 이전 기간의 증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화주의자들은 1929년의 대공황과 현재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

<그림 13> 연방금리와 통화량 증가율(%)

<그림 14> M2 유통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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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는 고도로 통합된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파생상품과 증권유동화 기
법으로 대표되는 금융공학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각국의 금융시장이 상호의존적이지도 않았으며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파생상품들이 존재하지 않
았다.

4.2. 규제완화와 금융시장 불균형
자유시장주의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케인지안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자산가격거품
과 이에 따른 위기 발생의 원인으로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지목한다. 가히 레버리지 시대라고 할 만큼 미
국 금융기관들은 레버리지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 같은 레버리지-투자가 가능
했던 한 요인은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화려하고 복잡한 자산유동화 기법과
파생상품 기법의 개발로 은행들은 대출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심
지어는 거의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증권들을 적절하게 섞어 자금을 조달하여 다시 대출하는 일이 빈번해졌
다. 결국 은행들은 채무-채권관계로 거미집처럼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상대방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가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위험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조소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레버리지 시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비단 금융기법의 발전만이 아니었으며 금융기관들의 방만
한 경영과 위험추구를 제한하던 각종 규제장치의 완화와 철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소위 보수의 시대
를 연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 열혈 자유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을 연방준
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이전 의장이었던 폴 볼커(Paul Volker)는 <그림 13>에서 나타나는 바
와 같이 연방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재임기간 중 11%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4%대로 하락시켰다.
연방준비은행은 통화정책의 담당자일 뿐 아니라 금융시장 규제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 혐오증자였던
그린스펀은 전임자와는 달리 통화공급의 조정마개를 활짝 열어 젖혀 1990년대의 자산가격 거품형성에
일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1999년 11월 미국 의회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 Act)을4) 폐지하였다. 이 법은 대출을 제공하
는 상업은행과 채권과 주식매매를 주관하는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장벽이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자
금운영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상업은행은 전통적으로 위험이 높은 모험적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예금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투자은행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주로 부유층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과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
을 추구하는 문화가 금융세계를 지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팽배해지는 자산가격거
품 기간에는 더욱 그러했다.
상업은행들의 공격적 투자를 부추기는 다른 규제완화들도 있었다. 2004년 4월 증권거래위원회는 대형
투자은행의 부채 대 자본비율을 종전의 12대 1에서 30대 1 이상으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더 많은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더욱
확대되었다.
1998년 헤지펀드 LTCM이 파산하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로버
트 루빈(Robert Rubin)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재무차관, 그린스펀은 그러한 규제에 반
대하여 파생시장 규제는 실패로 돌아갔다.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이 파생상품을 대량살상무기라고 한

4) 1929년 주가폭락과 이에 이은 대공황의 배경으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자 은행들이 위험이 높은 증권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 Act of 1933)이지만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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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파생상품은 리스크 헤지 수단이지만 훌륭한 투기수단이 될 수도 있어 은
행들은 환리스크를 방어하기 보다는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에 돈을 걸었다.
규제완화가 상업은행 투자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
러나 이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그림 15>에서 상업은행 총투자액은 1990년대 중
반부터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투자증가는 안전자산인 정부증권보다는 다른

<그림 15> 상업은행 투자와 구성

<그림 16> 은행의 자산수익률과 순이자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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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투자에 의해 견인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다소의 변동성은 있
으나 197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2000년 초반을 예외로 하면 금융위
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16>는 은행들의 공격적 투자를 수익측면에서 암시한다. 먼저 1990년대 초반 이후 은행들의 순
이자마진(우리나라의 예대마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ROA(자산수익률)은 1990년 초반 크
게 증가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순이자마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들의 전통적
인 대출업무의 수익률은 하락한 반면, 이를 적극적 투자에 의해 보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제완화는 상업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7>의 상업은행 대
출구성을 보면 은행대출이 생산분야 보다는 부동산대출에 집중되는 불균형상대가 누적되었다는 것을 시

․

사한다.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상업 산업대출 구성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비자 대출비율도 장기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대출비율은 80년대 중반부터 90
년 중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다소 하락세를 보이나 2000년 초반부터 다시 급등세를 보인다. 이 같은
부동산 대출비율의 증가가 주택가격 거품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Kindleberger(2005)는 인플레이션은 통화공급 증가에 달려 있으며 자산가격거품은 신용공급 증가에 달
려 있다는 공리를 제시한다. 분명 통화공급의 증가가 신용공급 증가를 촉진하지만 통화증가 없이도 신용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이상은 검토는 통화증가도 하나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규
제완화는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과 공격적 투자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팽창
과 거품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7> 은행대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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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감세정책
부시 행정부는 2001년 6월 7일자로 감세정책을 시행했고 2년 뒤 추가 감세조치가 뒤따랐다. 이 같은
감세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현재의 위기의 토대를 닦는데서 중요한 역할 했다. 첫째, 감세정책은 기대
와는 달리 경기부양책으로는 참담한 실패를 하고 2000년대에 재정적자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그림 8>에서 보았듯이 재정적자는 1999년대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0년대 들면서 악화
로 급선회하였다. 한편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감세정책의 실패는 조세수입의 감소로 재정을 압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지나치게 연방준비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인하는 자금이 투기로 흘러드는데 일조하였다.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
한 감세는 가치관과 도덕적 문제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자가 세금공제 대상이었기 때
문에 레버리지를 부추겼다는 점이다.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하거나 주식자금을 마력하기 위해 주택담
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지급에 대해 전액 세금공제해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촉진하는 역할
을 하였다. 더욱이 장래에 기대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또한 가벼워졌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이 더욱
촉진되었다. <그림 17>에서 보듯 2000년 들어 부동산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데는 이 같은 감세정책이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4.4 위험의 전이(contagion)
지금까지는 금융위기의 요인을 미국경제 내부에서 주로 찾았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는 단지 미국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례 없이 통합된 국제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글로
발금융시장위기이다. 세계화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국가 간 위기가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엄밀성을 위해 위기의 전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Forbes and Rigobon
(2002)은 위기의 전이(contagion or spillover)를 국가 간 또는 시장 간 동조화 움직임의 급격한 증가로 정
의하였다. 통합된 환경에서 지역금융시장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위기 기간 중에는 한 국가에서 발생된 충격에 다른 나라가 과잉반응을 하
며 이는 다시 충격이 발생된 국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평상시보다
동조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위기의 전이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본 논문은 Berben and Jansen (2005)가 사용한 STC (smooth transition
correlation)-GARCH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5)

        

(1)

여기서   ≦  ≦  이고   ≦  ≦  이다.  ⋅은 이행함수(transition function),  는 이행변수
를 나타낸다. 와 는 이행위치와 이행의 평활성(smoothness)를 결정하는 파라메타이다. 이행함수로는 다
음과 같은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가 사용되었다.

   exp      

(2)

5) STC-GARCH 모형에 대해서는 Berben and Jansen (2005)외에 Baig and Goldfajn (1999), Bordo and Murshild (2001), Basu (2002), and
Forbes and Rigobon (2002), Chiang et al. (200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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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행변수는 시간의 함수로 정의되었다. 즉,   .
모형은 미국과 가장 의존성이 높은 유로(Euro) 지역6)에 대해 추정되었으며 금융변수는 주가지수와 국
가위험이다. 주가지수는 미국은 S&P 500지수가 사용되었으며 유로지역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가 사용되었다. 국가위험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는 미국은 CDX 지수, 유로는 ITRAXX
지수가 사용되었다.7) 모든 자료는 일간자료이다.
<표 1>은 모형추정결과를 보고되어 있는데 모든 경우에서 파라메터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
었다. 또한    로 추정되어 상관계수에 영역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8>은 상관계수가
Lehman Brothers 파산이 발생한 2008년 9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미국과 유로 간 위기의 전이가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험의 전이는 금융위기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기는 미국경제에서 촉발
되었지만 위기의 전이 구조 하에서는 유로지역으로 전이된 위기가 다시 미국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일종
의 악의 순환(vicious circle)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STC-GARCH 추정결과









주가지수

0.636
(27.636)

0.759
(21.419)

6.969
(1.970)

0.938
(11.773)

국가위험

0.626
(29.223)

0.965
(39.032)

102.31
(3.459)

0.771
(504.4)

<그림 18> 상관계수의 영역변화

6) 유로에는 Austria,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urg, Netherlands, Portugal, Slovenia, Spain 등 13개
국가들이 포함되었으며 Malta와 Slovakia는 제외되었다.
7) 우리나라의 경우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국가위험의 대용변수이다. CDX와 ITRAXX는 CDS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126

지역개발연구 제43권 제2호(통권 57집)
Ⅴ. 결

론

미국경제는 1929년 대공황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는 과거
사례들과 공유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상이한 점들도 존재한다. 1929년의 대공황 시절에는 현재와 같은 정
교하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과 자산유동화기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제금융시장이 현재와 같이 고도
로 통합되지도 않았다. 이 같은 환경은 금융시장 규제완화와 더불어 상업은행이 레버리지에 의존하여 고
수익 위험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분야에 대출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자산가격거품과 더불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및 소득분포의 불평등의 확대 등 경
제적 불균형의 확대를 위기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자산가격거품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초과하는 불균
형의 확대는 급격한 경기후퇴와 더불어 금융시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풍부한 연구들이
재정적자나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이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로 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위기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적 불균형의 파괴적 효과를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후퇴나 금융시장의 위축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광범위하고 극심한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대에는 통화정책이나 규제완화와 같은 하나의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논문에서 지적한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폭발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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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tra ct>

A Review of the Causes of the US Financial Market Crisis:
Asset Price Bubbles, Economic Imbalances and Ill-conceived Policies
See-wo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collapse of Bear-Stearns on March 16, 2008, and that of Lehman Brothers on September 15, 2008,
has triggered turmoil not only in the US financial market, but also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is
study reviews related data and existing literature and evaluate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Some
economists insist that ill-conceived monetary policy was the main cause of the crisis whereas others focus
on the financial market deregulations. We review these views and whether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of the U.S. financial market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afore mentioned views focus on the
asset price bubbles. However, the current crisis is unprecedented in the sense that it is tru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ntagion effect of shocks and economic imbalance such as fiscal deficits, current
account imbalance, and income inequality, in addition to the bubbles, may contribute to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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