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축 황과 책변화 추이

1. 우리나라 가계 축의 주요 특징

가. 가계의 낮  축률

우리나라 총 축률은 <그림 Ⅱ-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88년을 정 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 가계 축은 히 감소한 반면 기업 축은 꾸 히 증

가하여 2000년 이후 부문 간 축률 역 상이 발생하 다.개인부문 축률

의 변화는 외환 기 이후 가계의 축여력이 취약해 지고 있음을 반 하고 있

으며12) 반 으로 우리 경제가 과거 기업투자나 수출 주의 경제에서 소비

주의 선진 경제로 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으로 인식된다.13)

12)국민계정 상 가계 축은 자산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등 측정(measurement)상의 문제로

해석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경우 가계부문의 축률 하락 상을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 등을 포함한 수정된 축률을 사용할 경우 하락은 상당부분 완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PeachandSteindel(2000) Cooper(2005)를 참조.

13)다만 축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우 투자재원 조달 애로에 따른 성장 잠재력 하,

경상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에 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최

근의 가계 축률 하락원인 시사 ”,보도참고자료,2004.5.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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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우리나라의 축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ECOS

보다 구체 으로 총 축률은 2009년말 재 30.0%로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

면 민간부분인 개인 축률은 2000년 들어 속도로 하락하여 2009년말 재

4.9%의 낮은 수 을 기록하는 반면 기업 축률은 외환 기 이후 보수 인 경

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자제하면서 빠른 속도(1998년말 9.1% → 2009년말

18.4%)로 상승하 다. 한 정부부문의 축률은 사회보장 련 수입의 확 로

계속 높은 수 (1998년말 8.8%→ 2009년말 6.7%)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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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1988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

총 축률1) 40.434.636.634.633.031.130.531.934.032.130.830.830.530.0

민 간2) 33.424.827.825.521.420.319.220.824.322.220.820.221.223.3

(개인) 18.712.618.613.1 8.6 6.0 3.1 5.9 8.1 6.9 5.7 4.3 4.4 4.9

(기업) 14.812.39.1 12.412.814.216.114.916.215.315.115.816.818.4

정 부2) 7.0 9.8 8.8 9.0 11.610.911.411.19.8 9.8 10.010.69.3 6.7

주 :1)총 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
2)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한 민간 정부 축의 비 을 나타내는 것
으로 각 부문의 축성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2005년 지수 기 년 계열임.
자료 :한국은행 ECOS

<표 II-1>총 축률과 부문별 축률 추이

한편,개인순 축률의 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후반과 90년 반 정 에 다다른 이후 지속 으로 하락하여 2002년 신용카

드 사태로 최 수 을 기록하 다.14)2003년 이후 가계부채 조정 등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개인순 축률이 일시 으로 소폭 반등 하 지만,2005년에는 소

비회복 등을 반 하여 개인 축률이 다시 하락 하고 있으며 반 으로 보았

을 때 개인 축은 하락추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14)개인순 축률은 2002년에는 2.0%까지 락하여 개인순 축률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 을 기록하 다.

15)개인순 축률은 국민계정상의 개념으로 이를 자 순환계정상의 자 잉여 개념

으로 정의하여 살펴보아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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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개인순 축률의 추이

자료 :한국은행(2009),ECOS

나. 가계 축률 격차의 확

우리나라의 표 인 가계조사자료인 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와 한국노동

연구원의「노동패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외환 기 이후 ․ 소득층과 고소

득층간의 축률 격차가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Ⅱ-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환 기 이후 가계 축률격차의 확 는 고소득계층의 축률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상 으로 ․ 소득계층의 축률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출처 해당연도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시각 으로 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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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외환 기 후 소득계층별 축률 격차

주 :「노동패 조사」자료의 경우 1차(1998)에서 10차년도(2008)를 사용하고 있
으나 소득 축에 한 설문은 ‘작년 한해’에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1997년과 2007년의 축임.

자료 :노동연구원,「노동패 조사」(좌측);통계청,「도시가계연보」(우측)각 년도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가 체계 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

기 해서 ｢노동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 축률 격차를 실증분석해 보았

다.이를 한 기본 인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Ⅱ-1)

여기서  는 가계 축률을,    는 각각 2,3,4,5분 소득계층

분 더미를 나타내며,  는 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로 가구주 연령,자

녀수,가구원 수,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성별,가구주 직업 배우자 일자리

유형이 포함되고,는 연도더미, 는 통상 인 오차항을 나타낸다.

추정식(Ⅱ-1)에서 핵심 분석 사항은 연령 등 가계별 특성이 통제될 때 소득계

층별 분 더미 계수값이       의 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정하는

데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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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Quantile

Fixedeffects
Ⅰ Ⅱ Ⅲ

2분
1.937* 1.793 1.560 1.470***

(1.115) (1.690) (1.063) (0.999)

3분
7.069*** 6.763*** 6.377*** 4.264***

(1.073) (1.663) (1.041) (1.045)

4분
13.399*** 11.804*** 12.193*** 7.703***

(1.055) (1.657) (1.020) (1.062)

5분
22.220**** 20.781*** 22.589*** 12.262***

(1.057) (1.654) (1.014) (1.181)

가구원수
-0.551 -0.723** -0.894 -0.050

(0.362) (0.429) (0.358) (0.740)

자녀수
-0.979** -1.270* -0.926 -2.019*

(0.484) (0.575) (0.478) (1.328)

가구주나이
-1.663*** -2.070*** -1.645*** -3.591

(0.242) (0.291) (0.240) (0.859)

(가구주나이)2
0.016*** 0.020*** 0.016*** 0.037

(0.002) (0.003) (0.002) (0.008)

가구주성별
-1.348 -0.972 -0.661 4.651

(2.079) (2.513) (2.082) (7.676)

혼인 계
0.153 -0.578 0.300 0.140

(0.645) (0.756) (0.636) (4.813)

가구주의 일자리유형
-1.661*** -2.050*** -1.579 -1.149*

(0.503) (0.599) (0.497) (1.050)

배우자의 일자리유형
-1.448*** -1.444* -0.943 -0.504***

(0.502) (0.598) (0.495) (1.021)

주 :1)()안은 Heteroskedasticityrobuststandarderror를 나타내며, 첨자
***,**,*은 각각 1%,5%,10% 수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연도 dummy는 생략되었으나 5%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3)Quantile추정식 Ⅰ,Ⅱ,Ⅲ은 소득계층 더미 작성방법에 따라 구분하
으며 Ⅰ은 pooling한 체자료를,Ⅱ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른 분류,Ⅲ은
패 자료 속성을 반 한 것임.

<표 II-2>소득계층별 가계 축률 격차의 추정결과

16)본 추정식에서  계수 값의 경제학 의미는 각 소득계층별로 기 변수인 최하 소득

계층의 축률 비 (%)point높음을 나타낸다.



축 황과 책변  추이 27

분석결과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17)등 주요 가구 특성이 통제

되어도 고소득 가계일수록 소득 가계에 비해 상 으로 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계에 소득계층별 축률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일부 결과를 제외하고 사용된 소득계층 구분(Ⅰ,Ⅱ,Ⅲ) 추정 방법

(Quantile과 Fixedeffects)에 상 없이 추정된 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18)

앞의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축률 격차는 어느 정도 존재

하는 것으로 단되며 이와 같은 가계 축률 격차가 외환 기 이후 확 된 주

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제기될 수 있다.이에 한 보다 이론

인 설명과 보다 엄 한 검정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항상소득가설

축률 격차의 발생 원인에 한 통 인 견해로 연령이 통제될 때 소득

계층에 비해 고소득계층의 임시소득이 크고 임시소득의 부분이 축될 경우

소득계층별 축률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즉,비례가설에 따라 가계의 항상

소득에 따른 축률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임시소득의 차이에 따라 일시

인 축률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7)한편 실증분석결과에서 축률이 연령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통상 인 일생주기모형의 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축률이 N자 형태(즉 30 반에 축률이 가장 높고 주택마련 이후 40 반

까지 하락하다 이후 상승)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

구주 자료의 평균연령이 46세로 일생주기 축률이 아주 낮은 반부가 생략되었기

에 N자형태 후반기를 상기 추정식은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Quantile추정 Ⅱ와 Ⅲ 결과에서 2분 가계의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소득계층간의 반 인 축률 격차를 시사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

로 단된다.아울러 각 분 별 계수 값들의 F검정 역시 이와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소득계층 구분에 련된 사항은 3장 3 그리고 <부록 1>의 자료 분

석방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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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퇴 후 소비 불확실성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는 과정19)에서 고소득자들의 은퇴

후 소비에 한 불확실성이 소득계층에 비해 상 으로 요한 축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미래 소득 소비에 한 불안감은 소득계층별로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 사회보장제도로는 실질 인 보장이 어려운 고소득자

의 경우 노후 비 목 의 축동기가 상 으로 커질 수 있다.

3)사회보장제도

외환 기 이후 국민연 등 공 연 의 경우 납부부담이 빠르게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나 이와 같은 요인이 축률 격차의 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0)

특히,공 연 제도가 발생시키는 유인이 소득계층별로 가계에 상이하게 작용

함으로써 축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일반 으로 공 연 은 가계의 사

축을 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공 연 의 소득 체율21)과 연

납입액 비 수익률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소득계층이 상 으로 높을 경우

이로 인해 소득계층의 축유인이 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즉,공

연 이 사 축을 구축할 때 고소득자에 비해 소득자의 축률이 보다 많이

체될 가능성이 높다.

19)2003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노후를 비하기 한 비 축동기가

강력해 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윤상하(2005)와 3장 5 의 축동기

분석결과를 참조.

20)조 무(2004)에 따르면 외환 기 이후 상 으로 산층의 공 연 에 한 납부부담이

계층에 걸쳐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은 역진 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공 연 의 납부부담 증가가 산층 소득층의 상 인 부담을 가 시켜 이

들 계층의 축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1)임병인․강성호(2005)에 따르면 국민연 의 소득 체율은 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들 계층의 노후소득이 상당부분 보장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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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채상환부담의 증가

외환 기 이후 소비자 융시장의 발달은 다양한 융상품 출 에 의한 축

증 효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 제약의 완화에 따른 소비 진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2)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의 이용확 는 모

든 계층에 있어 증 되었지만 특히 빈곤층과 빈곤층에 근 한 계층에 있어 비

정상 으로 확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따라서 외환 기 이후 리 기

조 소비자 융의 확 로 ․ 소득계층까지 부채에 한 근이 용이해

짐에 따라 이들 계층의 소득 비 가계부채 부담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크게 증

하여 이로 인해 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 진국과의 비교

우리나라 축의 주요 특징 하나인 가계 축률의 추세 하락 상은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상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 으로 나타

나고 있는 상이다.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계 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富)의 효과,고령화의 진 과 리하락 등이 지 되고 있는데 특

히 미국의 경우엔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이,일본의 경우엔 고령 무직자

계층의 증가가 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22)가계 소득분 별 ‘소득증가율-소비지출증가율’을 보면 동 차이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

아져 소득 보다 빠른 소비지출 증가율이 축률 격차의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기존 연구에서도 Modigliani(1990)는 축률이 LTV비율과 -0.55의 상 계

가 Jappelli& Pagano(1994)는 순 축률과 소비자신용이 평균 -0.33의 상 계가 있다

고 분석하 다.

23)자세한 내용은 Bird,Hagstrom,Wild(1999) Stavins(200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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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주요국 가계순 축률
1)

주 :1) 국은 개인 축률 기
자료 :OECD,EconomicOutlookDatabase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 축률의 하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격한

수 이며 개인 축률의 하락속도도 우려할 만한 수 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축률 하락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24)<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국

가계순 축률 평균은 1991년에 비해 2009년에 3.1% point하락한 반면 우리나

라의 경우 이에 7배가 넘는 21% point가량 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

요 국가들에 비해 하락폭이 히 높다.

24)우리나라의 개인순 축률은 연평균 기 으로 1995년∼2000년에 16.2% 으나 2001년∼2007

년에는 3.8%로 나타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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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EconomicOutlook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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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Point)

1991(A) 1995 2000 2005 2009(B) B-A

호주 5.1 6.4 1.8 -0.8 2.5 -2.5

오스트리아 13.3 11.8 9.2 9.7 14.2 0.9

벨기에 12.7 16.4 12.3 10.0 12.7 0.1

캐나다 13.3 9.2 4.7 2.1 4.3 -8.9

덴마크 2.0 1.3 -1.9 -1.5 8.1 6.1

핀란드 7.3 4.1 -1.7 0.3 4.9 -2.4

랑스 10.4 12.8 11.9 11.7 13.5 3.1

독일 12.9 11.0 9.2 10.5 11.7 -1.2

이탈리아 21.4 17.0 8.4 9.9 10.7 -10.7

일본 15.0 12.6 8.6 3.9 2.8 -12.3

한국 24.4 16.0 9.3 7.2 3.9 -20.5

네덜란드 14.2 14.0 6.7 6.3 10.1 -4.1

노르웨이 3.4 4.8 4.3 10.1 3.3 -0.1

스웨덴 5.3 9.5 4.8 6.8 14.5 9.2

스 스 13.1 12.7 11.7 10.1 14.3 1.2

미국 7.3 5.2 2.9 1.4 3.9 -3.3

스페인 14.6 17.5 11.1 11.3 17.8 3.3

국 10.3 10.3 4.7 3.9 5.3 -5.0

평균 11.4 10.9 6.8 6.1 8.3 -3.1

주 :1)순수가계 이외에 민간비 리단체 포함(단,핀란드, 랑스,일본 제외)
2) 국 스페인은 개인 축률 기

자료 :OECD,EconomicOutlookDatabase

<표 II-3>주요국 가계1)순 축률2)추이

특히,최근 들어 매우 낮은 축률 수 을 보여 문제가 되었던 미국의 개인

축률은 로벌 융 기의 여 로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인 축률

락이 심사로 부각되고 있다.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개인순 축

률은 2005년 3/4분기 1.2%에서 2009년 2/4분기 5.2%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2008년 2.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

는 실정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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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표 Ⅱ-4>를 보면,개인 축률 하 추세와 함께 개인부문의 융자산 보유

규모도 주요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 기 우리나라의 개인

융자산 규모는 개인처분가능소득의 약 3.2배에 불과해 5배가 넘는 주요 선진국

수 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반면 개인부문의 융부채 규모는 주요 선진

국에 비해 상 으로 큰 편으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부문의 융자산

비 융부채 비율은 0.5배 정도로 미국, 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

은 수 이다.

아울러 가계조사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가계보유자산에서 융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 은 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분 20%에 못 미치는 수 에서 진

25)한국은행은 비록 미국 축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시 인 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총 축률이 여 히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한국은행,“ 축률의 국제비교와 평가”,보도참고자료,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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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융자산 축 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물자산에 비해 융자산이 제

로 축 되어 오지 못하 음을 시사한다.

(단 :배)

한국 미국 일본 국 독일

개인 융자산/개인처분가능소득 3.15 5.03 5.352) 5.06 3.01

개인 융부채/개인 융자산 0.46 0.29 0.25 0.37 0.34

주:1)잔액기
2)2006년 기

자료:각국 국민계정(NationalAccounts),자 순환표

<표 II-4>주요국 개인부문의 융자산 부채 규모
1)
비교(2007년 기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융자산 비 융부채 비율은 <그림 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속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구조 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실물자산

보유비 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미국,일본(2000)등의 가계자산에서 실

물자산이 차지하는 비 은 58~76%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81%,

2006년에 8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같은 가계의 실물자산 선

호 상이 반 인 융자산의 축 미흡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시 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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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7>주요국 개인부문 융자산 비 융부채 비율

(%)

자료 :김우 ·김 정(2009)에서 재인용,원자료 :각국 자 순환계정,OECD

미국

(2000)

일본

(2000)

캐나다

(2000)

독일

(2000)

한국

(2000) (2006)

실물자산 58 70 71 76 81 83

융자산 42 30 29 24 19 17

총자산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김 경(2008)에서 재인용,원자료:Davies,Sandstrom,Shorrocksand
Wolff.TheWorldDistributionofHouseholdWealth(2008).

<표 II-5>가계자산의 구성: 융자산과 실물자산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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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  책의 변화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부족한 투자재원 마련을 해 축률 제고가

필요하 고 정부에서는 극 으로 자산형성 련 지원정책을 통해 축의 유

인을 제공하 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정책은 경

제성장은 물론 가계의 축결정에도 큰 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환 기 이후 가계 축률 하 추세 축률 격차가 확 되고 있

음을 감안할 때 외환 기 후로 축지원과 련된 소비자 융 정책26)의 기조

변화는 축률 하는 물론 계층별 축률 격차 확 의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기조변화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다음 <그림 Ⅱ-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계층의 축률 제고를 목 으로 하 던 정부의 자산형

성 지원정책이 외환 기 이후 축소되고 신 소비자의 신용제약 완화 등 융

근의 편의성 제고로 환되고 있다.특히 축장려정책은 1960년 이후 경

제발 의 기반을 마련하기 해 국민 인 축운동으로 개되다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한 축으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꾸 히 유지되어 왔으나 외환

기 이후 내수경기 회복을 한 소비자 융 활성화 정책이 두되면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음에서는 우리나라 축 련 제도의 변화를 외환 기

후 두 기간으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26)본고에서 소비자 융 정책은 출 등과 같은 소비자 신용의 제공은 물론 융 소비자의

축,부채 등 자산형성과 련된 제반 정부정책을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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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 형저축

농어가목 돈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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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 대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주택금융 공사

은행의 가계대출경 쟁

저금리

저소득계 층자산지원

미소금융

<그림 II-8>우리나라 소비자 융 련 제도의 변화 추이

가. 근로자 계 의 재산  진 

외환 기 이 까지 축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을 한 재원을 마

련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진하기 한 지원이 핵심이었다.1962년에 제

정되었던 ‘축조합법'(1962.2.9～1970.1.1)은 5개년 경제계획을 뒷받침하기

하여 국민 축조합을 통한 국민 축운동을 개하여 축을 확 하는 것이

목 이었으며 이를 해 1969년 2월 ‘축증 에 한 법률’에 의거 ‘축추

진 앙 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국민 축운동을 주도하 다.

축으로 형성된 자 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한 ‘축증 에 한 법률'(1970.1.

1～1976.3.31)이 제정되었다가 산층 육성을 지원하는 ‘축증 와 근로자재

산형성 지원에 한 법률'(1976.1.1～1987.5.30)로 변경되었다.동 법률을 토

로 정부는 축장려기 을 조성하여 재형 축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재형 축

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장려 을 지 하고 재형 축 가입자에게는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 을 융자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 다.한편 1987년에 도입되었다

가 2003년에 폐기된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한 법률에서는 근

로자주택 축제도를 신설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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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시에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 다.이처럼 외환 기 이 의 소비자

융 정책은 정부의 극 인 지원 하에 축을 통한 근로자계층의 재산형성

이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동 약 완화를 통한 근  고

외환 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분 기

속에 정부는 과거 축을 통한 자산형성보다는 소비지출 확 를 통한 내수회

복에 주력하 다.그 결과 소비자 융 정책의 방향은 외환 기 이후 축을

통한 자산형성보다는 유동성제약의 완화를 통한 융 근 편의성 제고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1997년 12월로 축추진 앙

원회 련 규정이 만료되어 동 원회 활동이 폐지되었으며,1995년부터 재

산형성 축장려기 이 폐지되고 2004년부터는 련법이 면 폐지되면서 주

택마련을 지원하는 기능은 한국주택 융공사로 이 되었으며 장기 모기지 등

선진 주택 융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한 최근 들어 정부는 소득 취약계층의 융 근성 강화를 해 신용회

복지원, 리 환 출 등 다양한 서민 융 책을 마련․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9월 정부에서는 서민의 자활지원을 한 무담보 소액 출인 마

이크로 크 디트(Microcredit)사업을 확 하여 ‘미소 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7)

한편,<그림 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 기 이후 발생한 융기 의

가계 출 경쟁과 리 기조 하에 주택 융 수요증가 주택가격 상승,장

기모기지 융 확 등 출서비스에 한 근성 제고 등은 가계부채를 증

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7)동 사업은 재계 기부 약 1조원과 휴면 출연 (7천억 원)등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 을 조성하여 약 20~25만 가구이상의 소득층 출제약을 해소할 계획에 있

으나 동 사업의 재무 지속가능성 등에 한 회의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보다 자

세한 내용은 이건호·정찬우(201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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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9>주택시장 주요 지표 추이

한편 재 남아있는 축장려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몇 가지 비과세와

세액공제뿐으로 이러한 간 인 세 공제나 비과세제도는 소득세액이 낮거

나 거의 없는 소득층들에게는 큰 유인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고소득계층의

축을 증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일본의 경우 실제로

비과세 축제도가 세서민의 축증 소득재분배라는 당 취지와는 달

리 고소득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 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29)향후 정부는 축에 한 세제혜택을 세 우 종합 축 과세특

례로 통합할 계획이지만 이와 같은 세 우 종합 축은 가입 상의 소득수

과는 상 없이 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소득층에 한 재산형성을 한

28)SaundersandWebb(1988)은 축상품에 한 세 혜택의 부여가 고소득계층에게 주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주장하 다.이들에 따르면 소득공제 상 융상품의 경우 과

세표 액별 세율만큼 세 을 덜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이들 상품의 경우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여 세목 의 축유인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29)자세한 내용은 정지만(199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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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실제로 정부의 축지원은 외환 기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근로자,농어민 등 산층에 한 축지원은 1999년 27,451억 원에서 2008

년에는 반 가까이 감소한 16,92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축지원 액이 체

산층 지원 액 에서 차지하는 비 도 26.0%에서 5.7%로 크게 감소하 다.

(단 :억 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산층

지원 총액
61,28566,51265,26468,44074,40480,79286,82697,152120,182132,196

축지원 27,45128,31618,96613,00112,56012,97511,30612,34312,50116,927

축지원

비 (%)
26.0 21.3 13.4 9.0 7.4 7.0 5.6 5.8 5.5 5.7

주 :1)2000년까지 실 액,2001년부터 재경부 망액
2)근로자 지원항목으로는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
비 공제 등이 포함되며 조세지출이란(taxexpenditure)은 원칙 으로 받
아야 할 세 인데도 정부가 투자 진,생활 지원 등을 이유로 각종 특
례를 용해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형식으로 깎아주는 것을 의미

자료 :재정경제부(2008),「조세지출보고서」

<표 II-6>정부의 조세지출을 통한 축지원 추이

다. 소득계  자산  지원

한편 최근 들어 축률 격차 확 에 한 우려로 취약계층에 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미국의 IDA사업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토 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분 기 단계이며 구체 인 성과는 조사되

지 못하고 있다.

1)희망통장 사업

희망통장 사업은 우리나라 최 로 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경제 자

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복지재단과 융기 ,기업 등 민간이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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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산형성을 해 매월 정기 으로 축하는 소득층에게 축액의 1.5배

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단순히 자산형성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융기 에서는 고이율 상품을 개발,기

업에서는 매칭펀드 기 을 지원하고 있다.동 사업 상은 차상 계층(최 생계

비 100~120%) 차차상 계층(최 생계비 120~150%)으로,2007년 상반기부터

2009년 시범사업에는 매년 100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 사업결과에 따라 보

다 확 될 정에 있다.

본인저축액

(월 20만원 저축시)

기업매칭펀드

(월 30만원 지원)

3년 저축시

총 지급액

1,800만원+이자

주택자금

교육, 훈련

소규모 창업

기업매칭펀드

(월 30만원 지원)

저축 50만원

<그림 II-10>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모델

자료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2)희망 러스 통장 사업

희망 러스 통장은 서울시가 소득층의 자활지원을 해 국내 최 로 도입

해 2007년 11월 근로 소득층 100가구를 상으로 실시한 ‘희망통장사업’을 확

․개편하여 추진한 사업이다.매월 정기 으로 일정액의 근로소득을 립하

는 근로빈곤층을 상으로 본인이 립한 만큼의(1:1매칭) 액을 립해주는

사업이다.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문화재단,SH공사는 희망 러스통장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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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는 서울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창업자 지원, 능 공자 교육비

지원,주택 멘토링 제공,기부 지원 등 각 기 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로

약정하 다.

립 액은 5~20만원이며, 립기간은 2~3년 만기로 운 되고 만기 시 최고

1,440만원(이자별도)지 되며,이 자 은 창업,취업,주거비용 등 제한 용도

로만 사용할 수 있다.가입자가 도 해약 시에는 매칭 지원 을 제외한 본인

립 과 이자만 환불된다.

서울시는 2009년에는 1,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 고,2010년에는 2,000가구

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지속 으로 사업 상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3)아동발달계좌 (CDA:ChildDevelopmentAccounts)

아동발달계좌는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 액을 축하면 국가(지자

체)에서도 같은 액을 립해 으로서 아동이 만 18세 이후 비된 사회인으

로 성장․발 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주 아동자립 사업이다.이는

소득층 아동들이 성장해 사회진출을 할 시기에 취업 창업 비 이 없어 가

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해주기

한 목 으로 추지되고 있으며 상은 국가 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고 있

는 시설아동(장애아동 포함),소년소녀가정아동,가정 탁아동,공동생활가정아

동 등 요보호아동 3만 3,000여명이다.

아동발달계좌(CDA)융상품 구성은 자유 립식 정기 인 아동계좌와 국공

채 립식펀드로 운용되는 정부(지자체)매칭지원 으로 나눠져 있다.아동계좌

는 기본 립 월 3만원 내에서 추가로 월 5만원 내에서 자율 립이 가능하

며,아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지자체명으로 부기․ 리하여 만기 등 인출시

사용용도에 따라 아동에게 지 된다.정부 매칭지원 은 기본 립 월 3만원

내에서 이루어지며 지자체 명의로 계좌개설, 리하여 만기 등 인출시 사용용

도에 따라 아동에게 매칭 지 된다. 립 사용은 기존 다른 로그램과 유사

하게 만 18세 이후 학자 ․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한 사용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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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접모금기관 계좌개설아동

지자체매칭펀드

(아동별)

아동별 CDA계좌

(지자체 관리)

한국아동복지

연합회 계좌

아동후원계좌

지자체

(시, 군, 구)
지원아동

금융기관

정책방향제시

③ 월별입금

① 후원금입금

② 균등분할입금

③ 아동직접입금④ 지급시 승인서 발급

⑤ 만기해지 또는 사

용용도별 분할지급

<그림 II-11>CDA계좌 운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홈페이지

4)빈곤층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축을 통해 빈곤의 빈곤탈출 기반 조성을 돕는 자산형성지원(Individual

DevelopmentAccount,IDA)시범사업 역시 경기,인천,부산, 북 등 4개

역 자치단체를 상으로 추진 에 있다.IDA는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축할 경우 정부 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해 축해주는 사업이며,지자체 자

활기 과 민간의 사회복지공동모 회 기 으로 운 된다.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상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는 기 생활보장수 자

차상 계층 18~34세 가구주,18세미만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주 등 약

2000가구이며 3년간 매달 10만원을 축하면 지자체나 모 회에서 10만원을 매

칭해 축한다.형성된 자산은 주택구입 임 ,본인과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등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자산형

성의 기회가 제한돼 있는 빈곤층의 융소외 문제를 완화하고 창업지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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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으며,이와 함께 빈곤층의 주거·의료 욕구도 해결되고 가족 안정성

(stability)등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 하고 있다.향후에는 이와 함께 융·재무

교육,자립역량 강화 교육,부채클리닉 서비스 등을 제공해 빈곤층 자립과 융

문제 해결을 한 종합 책이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한 면

한 검토를 통해 상을 보다 확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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