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 추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이후 장기간의 경

기부진에 빠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주요 경제지

표 및 자산가격 추이, 그리고 자산가격 폭락 및 경기부진에 대응한 경제정책 등

을 정리하였다.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의 롤 모델이었으며, 영·미

의 경제 시스템보다 일본의 경제 시스템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심지어 

MIT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들은 1980년대 말에 ｢Made in America｣라는 책을 발

간하여 자본시장보다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그리고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적 시각에서의 경영성과 평가, 고용 안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경제 및 경

영 시스템을 미국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7)

일본의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한 단초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

지 흑자였다. 일본이 막대한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미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하

였고, 1986년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미 달러화에 대해 엔화를 

7) 그러나 일본이 자산가격 폭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고, 반면에 미국은 1990년
대 초반 이후 IT 혁명을 기반으로 신경제(New Economy)로 불리울 정도로 장기호황
이 지속됨에 따라 다시 자본시장과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영·미의 경제 시스템이 세
계경제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이에 대해 Krugman(2000)은 당시의 경제성과에 의해 경
제시스템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본 
경제가 회복될 경우 일본의 경제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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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절상시켰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통해 일본의 내수를 진작시켜 수입을 늘리

기 위한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플라자 

합의 이후 수출 위축으로 경제가 부진해질 것을 우려하여 통화정책을 완화하였

다. 이러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경기는 호황을 지속하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8) 대내외적으로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을 바탕

으로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9)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자산가격 거품을 우

려한 일본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였

고 이후 1990년 들어 주가 등 자산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일의 통

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독일로 이동한 것도 일본의 

자산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구분 1982 1984 1986 1988 1990

경제성장률 3.4 4.5 2.8 7.1 5.6

CPI 상승률 2.8 2.3 0.6 0.7 3.1

국고채 금리 - - - 5.0 7.1

엔/달러환율 249.2 237.6 168.4 128.1 144.8

경상수지 68.5 350.0 858.8 792.5 440.8

자료: 일본 내각부, BOJ, Bloomberg.  

<표 Ⅱ-1> 1980년대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엔, 억 달러)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까지 이전의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자산가격 폭

락의 영향을 받아 1992년부터 크게 하락하였다. 경기부양책 실행10)에도 경제성

장률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1995년까지 1.0% 내외의 저성장이 지속

되었다. 특히 소비가 크게 부진해졌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소비 부진이 반영되

8) 엔화가 평가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환율 변화를 달
러화 표시 수출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흡수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은 
감소하지 않았다. 

9) 본 보고서 II장 2절 자산가격 추이에 정리하였다.

10) 본 보고서 II장 3절 경제정책 변화 부분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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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0%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오히

려 확대되었다.11) 

그러나 1996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2.6%로 크게 개선되었다.12)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 경제가 민간 부문에 의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박대근 2002).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으로 악

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였다. 

또한 재정구조개혁법(Financial Structural Reform Act) 제정 등을 통해 총 9조 엔

에 달하는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Koo 2008). 

구분 1992 1994 1996 1998 2000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소비

0.8

2.1

-7.4

2.7

0.9

2.3

-5.8

3.5

2.6

2.3

1.7

3.0

-2.0

-0.8

-5.8

 1.2

2.3

0.4

6.5

4.6

정부부채(GDP 대비) 71.2 83.4 99.0 118.3 140.2

CPI 상승률 1.7 0.7 0.1  0.7 -0.7

국고채 금리 5.3 4.4 3.1  1.5 1.8

엔/달러환율 126.7 102.1 108.8 130.8 107.8

경상수지 1,125.7 1,302.6 657.9 1,187.5 1,196.6

자료: 일본 내각부, BOJ, Bloomberg.  

<표 Ⅱ-2> 1990년대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엔, 억 달러)

그러나 정부 예상과는 달리 민간부분에 의한 경제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긴축으로 인해 1998년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오히려 

침체로 전환되었다.13) 이 당시 아시아 외환위기가 겹친 것도 경기가 침체로 전

11)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된 것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것이며, 이것은 여전히 일본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일본 경제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12) 일본 경제가 자산가격 폭락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II장 3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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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경기 침체는 잠재해 있던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를 심

화시켰고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도산을 불러왔다.14) 또한 디플레이션도 1998년

부터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가 침체로 전환되자 일본 정부는 다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이에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2001년 고이즈미 행정부는 또 다시 재정 건

전성 개선을 위해 신규발행 국채 한도를 제한(30조 엔)하였다. 이는 재정 건전

성 문제가 불거지면 일본의 금융 시스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15) 그런데 이러한 재정적자 축소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전 세계적

으로 IT 거품이 꺼졌고, 미국의 9.11 테러사건 발생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

성이 확대되면서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3년 신규발행 국채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일본 경제는 최근까지 저성장을 지

속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부진 역시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일본 경제는 재정적

자에 의해 저성장이나마 양(+)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금리(10년 만기)는 제로금리정책에 의해 2000년대 들어서도 1% 수

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13) 1996년의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라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일본의 경기부진은 1995년
에 끝났고, 이후의 경기부진은 정책실패와 구조조정 지연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6년의 경제성장률 회복은 칸사이(관서) 대지진 이후 일시적으로 개
선된 건설경기와 1997년 소비세율 인상 이전에 내구재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는 주장도 있다(Nanto 2009). 

14) 1997년 11월 산요증권 도산 이후, 홋카이도타큐쇼은행, 야마이치증권 등의 도산이 
이어졌다.

15) 자산가격 폭락 이후 일본 기업은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수요하지 않았
고 적자재정을 위해 발행된 국채의 대부분은 은행이 매입하였다. 따라서 재정 건전
성 문제가 야기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은행 부실을 악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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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4 2006 2008 2010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소비

0.3

1.2

-5.2

2.6

2.4

1.2

3.5

1.5

1.7

1.1

4.0

0.0

-1.0

-0.9

-2.6

-0.1

4.7

2.8

0.3

1.9

정부부채(GDP 대비) 164.0 180.7 186.0 191.8 216.0

CPI 상승률 -0.7 0.0 0.2 1.4 -0.7

국고채 금리 1.3 1.5 1.7 1.5 1.2

엔/달러환율 125.2 108.1 116.3 103.3 87.7

경상수지 1,124.5 1,720.6 1,705.2 1,593.6 2,039.2

자료: 일본 내각부, BOJ, Bloomberg.  

<표 Ⅱ-3> 2000년대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엔, 억 달러)

한편 자산가격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엔화의 가치는 1998년과 2002년을 제외

하고 계속해서 절상되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기인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

한 1996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전형적

인 내수 부진에 의한 흑자였다. 

구분 1981~95 1986~90 1991~95 1996~00 2001~05 2006~09

CPI 상승률
(식품 제외)

2.5 1.2 1.3 0.0 -0.4 0.0

기
여
도

 에너지

 내구재

 기타

 서비스

-0.0

0.0

1.3

1.3

-0.2

-0.1

0.5

1.0

-0.0

-0.1

0.4

1.0

-0.0

-0.2

-0.1

0.3

0.1

-0.2

-0.2

-0.0

0.1

-0.2

0.2

0.0

자료: 일본 내각부, BOJ.

<표 Ⅱ-4>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율
(단위: %, %p)

일본 엔화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억제하였다. <표 Ⅱ-4>

를 보면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 가격에 비해 환율에 영향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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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크게 받는 내구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음(-)의 기

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이로 인한 경상

수지 흑자가 엔화 가치를 높여 디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다.

2. 자산가격 변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2배 수준으로 절상되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가 엔고로 대외부문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

해 통화정책을 크게 완화하였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기준

금리인 공정할인율을 1985년 말 5.0%에서 1987년 2월 2.5%까지 인하하였다. 루

브르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87년 내수 확대를 위해 5조 엔 상당의 재정지

출 확대와 1조 엔 규모의 감세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Ⅱ-1> 공정할인율 및 국고채 수익률 추이

  자료: 일본은행.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힘입어 일본은 플라자 합의 충격에서 벗

어났다. 오히려 경기가 호황을 지속하고 풍부한 유동성16)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16) 통화(M2+CD)공급도 1987년 이후 매년 10% 이상 늘어남에 따라 유동성도 과잉 상태
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박대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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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주가 폭락으로 불확

실성이 확대되자 자산가격 상승에도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다. 

이에 자산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되었으며 거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이후에야 

일본 중앙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2.5%에서 유지되던 재할인율은 

1990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6.0%까지 인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산가격이 하

락하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붕괴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플라자 합의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금리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금리 

하락은 이 당시 가계의 주식투자 확대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니케이 

평균주가는 1987년 10월 미국의 블랙 먼데이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1989년 12월 29일 역사상 최고 수준인 38,916엔을 기록하였다. 

<그림 Ⅱ-2> 일본의 부동산 및 주가 추이

자료: 노무라 증권. 

박대근(2002)은 이 당시 일본의 주가상승 원인으로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형

성과 주식선물제도 도입,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언급하였다. 첫째, 

소액저축 비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본이득세 부담이 없는 주식 수요가 크

게 증가하였다. 둘째,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유동성이 풍부하였던 기업이 펀

드 트러스트(Fund Trust) 제도 도입을 계기로 주식투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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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주식투자를 확대하였다. 셋째,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은

행대출을 줄임에 따라 은행은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17) 

그러나 1990년 들어 니케이 평균주가는 긴축통화정책과 함께 주가상승 기대

가 무너짐에 따라 폭락하기 시작하였고 거품이 붕괴되었다. 니케이 평균주가는 

2002년까지 78%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미실현자

본이익이 1989년 3,550억 달러에서 2002년 40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Nanto 2009). 이는 담보대출 부실과 더불어 은행의 건전성을 약화시켰다.

다음으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6대 도시 지가

는 200% 상승하였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 10년간 연 평균 10% 하락하여 2000년의 일본의 6대 도시 지가는 

1985년 수준과 같아졌다. 같은 기간 주거와 공업지역 부동산 가격은 약 20% 하

락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대출 부실

을 유발하였고, 더욱이 경기가 침체로 전환됨에 따라 대출 부실은 더욱 확대되

었다. 1995년 일본 중앙은행은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가 2,800억 달러에 달한다

고 보고하였다(Nanto 2009). 부실대출의 대부분은 가격 하락이 컸던 상업용 부

동산담보대출에서 발생하였다. 

일본의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일본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 이외에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통화정책 완화와 일본의 금융자유화,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자기실현적 기대심리 형성 등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주가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

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하락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설명이 제기되었다(박대근 2002).

첫째, 정부나 가계 및 기업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인식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가계와 기업들은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17) 은행은 기존에 대출 관계를 유지하던 기업이 대출을 줄임에 따라 그 동안 관계가 
없었던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활용되었다(Hosh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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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렸다. 규제 수단이 없었던 감독당국도 부동산 가격이 상

승하여 대출 부실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18) 둘째, 부실화된 금융

기관의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졌을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빨라졌을 것이

나, 법 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천

천히 하락하였다. 셋째, 은행과 기업의 상호출자도 구조조정 지연에 기여하였

다. 일본에서 은행은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까지 감독하

였다. 사실상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도 관계대출로 인해 추가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상호출자 관계에 

있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악순환

이 발생할 수 있었다.

3. 경제정책 변화

일본 경제는 1996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996년 

이후의 장기부진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그리고 감독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Ito 2003; U.S. Congress 2008). 보다 공격적

으로 총수요관리정책을 사용했으면 저성장이 1997년 이후에는 장기화되지 않

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이 당시 경제회복이 칸사이 대지진

으로 인한 건설경기 회복과 1997년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내구재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일본 경제가 자산가격 폭락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

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Koo 2008; Nanto 2009). 본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일본은 총 124조 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박대근 

2002). <표 Ⅱ-5>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부양책은 감세, 공공투자 확대 등 전통

적인 재정정책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18) 적기시정조치도 1998년 4월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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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3. 4 ’93. 9 ’94. 2 ’95. 9 ’98. 4 ’98.1 1 ’99. 11 ’00. 10

감세  0.2 -  5.9 -  4.6  6.0 - -

공공투자  7.6  2.0  4.5  6.5  7.7  8.1  6.8  5.2

토지구매  1.2  0.3  2.0  3.2  1.6 - - -

주택관련대출  1.8  2.9  1.2  0.5 -  1.2  2.0  1.1

공공금융기관대출  2.4  1.0  1.5  2.6  2.0  6.9  7.4  4.5

기타 - -  0.2  2.6  0.8  1.7  1.9  0.2

총계 13.2  6.2 15.3 14.2 16.7 23.9 18.1 11.0

GDP 대비(%)  2.7  1.3  3.0  2.4  3.3  5.1  3.9 -

자료: 유재원(2002), Nanto(2009)에서 재수정함.

<표 Ⅱ-5> 일본의 경기부양책 
(단위: 조 엔)

1997년 일본 정부(하시모토 내각)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3% 

→ 5%), 사회보장비 분담 확대, 특별소비세 삭감 중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

성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재정구조개혁법도 19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

다. 주된 내용은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을 60%로 낮추고 GDP 대비 재정적자

도 2003년까지 3%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다소 회복되던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도산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으나 금융기관 도산이 본격화된 이후였다. 이에 따라 일

본의 재정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Yoshino and Sakakibara 200

2)19), 이에 대한 교훈으로 자산가격 폭락 이후 경기가 침체로 전환되지 않게 하

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민간부문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대규모여야 

한다는 것이었다.20) 

19) 이에 반해 Posen(1998)은 일본의 재정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은 맞으나 부분적으
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20) 일본의 경험과 교훈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자
재정을 크게 확대하는 등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회복되기 이전에 남유럽 국가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졌고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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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신규 국채 발행 상한을 30조 

엔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IT 거품 붕괴와 9.11 테러 등이 재정지출 축소와 겹

치면서 2001년과 2002년 일본경제는 크게 침체되었다.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하

였고, 국채발행 상한을 지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 상한은 폐지되고 

2003년 정부지출의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었다. 

<그림 Ⅱ-3> 일본의 세수 및 재정적자 추이

    자료: Koo(2008).

  

<그림 Ⅱ-3>에서 나타나듯이 1997년 소비세율 인상 등 긴축 재정정책 이후 경

기가 침체로 전환되자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적자는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1년 

신규 국채발행 한도 제한 이후 오히려 재정적자가 확대되었고 세수는 감소하였

다. 일본 경제의 민간부문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자산가격 폭락 이후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은 1989년 40%

대 후반에서 1992년 71.2%, 그리고 1996년 99.0%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1997년 

경제회복에 대한 잘못된 판단 이후 긴축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오히려 금융위기

를 불러와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되어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은 2000년 

140.2%로 높아졌고2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현재 216.0%에 

21) 이에 반해 1990년대 미국의 정부부채 수준은 GDP 대비 40%대 후반에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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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게 되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콜금리가 1995년 1%대로 낮아졌으며, 국고채수익

률(10년 만기)도 1997년 이후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할인율도 1995년 이

후 0.5%에서 변화가 없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었으나 내수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22) 

한편, 일본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시적인 노력도 병행하였다. 

1990년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은행23)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하자 일본 은행들의 

부실 내지 손실 규모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보류(Forbearance)하였다. 그

러나 1997년 이후 금융기관 도산이 본격화되자 예금자보호를 강화24)하였으며, 

긴급유동성 제공,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유도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자산가격 폭락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호송선단

(Convoy)과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였다(Nanto 2009). 정부는 은행이 정부 정책

에 따르도록 강력하게 개입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이 그렇지 않은 은

행을 도와주어 호송선단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은행 부실에 대한 

대응을 지연한 것은 당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 부

실채권 처리를 가능한 연기하고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면 부실채권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산가격은 회복되지 않았고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결국에는 주요 대형은행이 도산하기 시작

하였다.  

1992년 일본 정부는 은행의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신용매입회

사(Cooperative Credit Purchasing Company, CCPC)를 설립하였다. 이는 미국의 

22) 이에 대해서는 임준환(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자산 기준으로 1988년 당시 세계 10대 은행에 일본 은행이 7개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8년 3개로 줄어들었다(이영섭 2002). 

24) 미국의 경우 대공황 당시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해도 없었
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인출(Bank Run)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은행의 1/3이 도산하였
다. 그러나 일본은 1997년 포괄예금보장을 발표하였고 예금인출 사태를 막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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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모방한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과 관련된 부실대출만을 처리하였다. 1993년 21개 은행이 1.3조 엔에 달하는 부

실대출을 CCPC에 매각하였다. 동 규모는 같은 해 대손상각된 대출의 54%에 해

당하는 것이었다(Nanto 2009).

 

구분 1990 1993 1996 1999 2001

예대마진(A) 7.1 9.2 10.7 9.7 9.8

기타수입(B) 2.6 2.8 3.7 2.5 3.1

운영비(C) 7.1 7.7 8.0 7.3 7.0

총이익(D)=(A)+(B)-(C) 2.6 4.3 6.4 4.9 5.9

대출손실(E) 0.8 4.6 7.3 6.3 9.4

자본이득(F) 2.0 2.0 1.2 3.8 -2.4

순이익(G)=(D)-(E)+(F) 3.8 1.7 0.2 2.3 -5.9

 자료: Fukao(2002), 이영섭(2002)에서 재인용함.

<표 Ⅱ-6> 일본 은행의 수익구조
(단위: 조 엔)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이후 영업이익

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부터의 자본이득으로 부실대출을 상각할 자금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은행의 영업이익 제고를 위해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대마진을 허용하였다.25) 그러나 부실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

고 2002년에는 3,300억 달러로 전체 대출의 8.4%까지 증가하였다.26) 예대마진

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손실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은 하락하였다. 

1997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은행 시스템은 위기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2,500

억 달러(30조 엔)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하여 1,080억 달러(13조 엔)를 은행에, 

25) 이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시 취했던 정책과 동일하다.

26) 은행 부실이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영섭(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영섭(2002)에 따르면 1992년도에 들어서야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년 부실채권 규모를 발표하면서 부실채권 기준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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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억 달러(17조 엔)를 예금보험공사에 투입하였다(Nanto 2009). 1998년 일

본 정부는 파산한 장기신용은행(Long-Term Credit Bank)과 일본신용은행

(Nippon Credit Bank) 등을 인수하였다. 

<그림 Ⅱ-4>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 대손상각 규모와 도산 추이 

자료: 西村吉正(2009).

1998년 3월과 1999년 3월 일본 정부는 추가적으로 각각 140억 달러(1.8조 

엔), 625억 달러(7.5조 엔)에 달하는 자금을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투입하

였다. 1999년 10월까지 일본 정부는 총 4,950억 달러(60조 엔)를 은행 시스템 안

정을 위해 투입하였는데, 이는 GDP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노력

에 힘입어 2005년 9월 은행은 총대출 중 부실대출 규모가 3.5%까지 줄어들게 

되었다(Nanto 2009).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 추이 27

구분 자산매입 자본확충 자금지원 기타 총계

지원 금액 9.8 12.4 18.6 4.2 45.0

회수 금액 9.3 8.7 - 4.2 22.2

<표 Ⅱ-7> 일본의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규모
 (단위: 조 엔)

 

주: 2007년 3월 기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 규모임.
자료: Nanto(2009).

4. 소결

II장의 내용을 시기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기간 중에는 플라자 합의 이후 통화정

책 및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유동성으

로 인해 경제가 호황을 지속하였다. 자산가격도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가계는 

통화정책 완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자 금융자산 수요를 예금에서 주식으로 전

환하였고, 기업은 풍부한 유동성을 재테크에 활용하였으며, 은행은 관계대출(기

업대출) 둔화를 담보대출 확대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가계, 기업, 은행의 행태 

변화는 자산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의 

블랙 먼데이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금리 인상 시기를 놓

쳤고 자산가격 거품이 초래되었다. 

둘째,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기간 중에는 자산가격 거품을 우려한 일본 중

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급격하게 긴축으로 전환하였고, 독일의 통일로 국제 자금

이 독일로 이동함에 따라 일본의 자산가격은 폭락하였다. 자산가격 폭락으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일본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일본 경제가 미국의 대공황 이후와 같은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

다. 부실대출 기준 강화로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매년 확대되었으나 은행의 

도산은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정부, 가계, 기업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

으로 예상하여 부실대출 처리 및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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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96년 경

제가 2%대 후반 성장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산가격 폭락의 충격에서 일본 경

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재정건전성 회복에 정책적 노력

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셋째, 199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기간 중에는 일관적이지 못한 재

정정책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수 차례 침체를 경험하였다. 일본 정부는 1996년

과 2001년 경제의 일시적 회복을 본격적인 회복으로 잘못 판단하여 재정 건전

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였는데, 민간 부문이 자산가격 충격에서 벗어

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경기 침체는 잠재해 있던 은행 부실대출 문제를 현실화시켜 은행 도산을 본격화

시켰다. 제로금리정책과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는 한

편,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소비와 투자가 회복

되지 못하고 적자재정에 의한 저성장이 지속되었으며, 정부부채 역시 계속해서 

늘어났다. 내수부진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로 엔화 가치는 절상되었고 엔화 가

치 상승과 내수 부진은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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