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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국국문문문문    초초초초록록록록    >>>>     
        한국에서 최근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등을 통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놓고 찬

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는 미국, 일본 등이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방어적 차원에서 단기  투기적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
는 토빈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토빈세와 같은 금융거래세 도
입은 거래비용 상승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켜 오히려 환율변동성을 키
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은 2013년 3월 13일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아 토빈세 도입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
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오히려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과세방식의 과세목적 부합
성, 시장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 1월말 급격한 국외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형 토빈세의 도
입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셈이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매매하는 외
국인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세를, 국내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권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나서고 있
다. 프랑스는 2012년 8월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했고, EU 11개국도 오는 2014년부터 금융거
래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등 다른 EU 회원국과 미국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토빈세 도입은 국제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과 같이 외환시장의 변동성 큰 상황에서는 이를 완화를 위해 외환거래를 직접적으로 억

제하는 외환거래세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빈세제도 도입의 국제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전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같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고 자본자유화가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핫 머니의 유동성 문제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진국의 외환거래세 시행추세를 살펴보고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토빈세 제도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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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序序序序                

       전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명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에게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 또는 로빈후드세'를 도입해 빈곤 국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촉구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2011.4.13일 기사에 따르면 프린스턴대의 폴 크루그먼과 케임브리지대
의 장하준, 컬럼비아대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등 전 세계 경제학자 1000명은 G20 재무장
관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토빈세는 외화자금이 유출입되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으로, 강력한 핫머니 즉 단기 투기
자금 규제 수단 중 하나다. 글로벌 금융 거래에 0.05%의 토빈세만 부과하더라도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개도국과 후진국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경제학자의 주장이다. 이들 경제학자는 "금융위기는 규제되지 않은 금융정책의 위험성
을 보여줬다"며 "토빈세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도덕적으로도 옳은 방안"이라고 강조
했다. 또 토빈세 도입이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영국의 경우 이보다 
10배나 높은 0.5%의 주식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티(영국 금융가)의 경쟁력이 훼손되
지 않았다"며 "G20이 토빈세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2011년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011년 
초 게이츠 회장에게 토빈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비정부기구(NGO) 옥스
팜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영국인의 51%가 토빈세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대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핫머
니 유출입을 규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F가 그
동안 반대해오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대규모 단기자금 유입을 
통제해 금융 거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2010년  8월에 앵글로아메리칸 금융제국의 한 고위 정책결정자가 토빈세를 지지하고 나
선 것이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에 붙는 세금이다. 그 고위 관료는 영국 최고 금
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AS)의 어데어 터너 청장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부문과 종
종 역겨울 정도의 막대한 금융계 보수 수준을 우려해왔던 터너는, 세계적 차원의 금융거래 
과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의 언급은 서브프
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붕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터너의 
말은 이제 상황이 크게 변했음을 암시한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는 ‘국제
금융이란 돌아가는 바퀴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명해졌다. 토빈은 환율의 지
나친 변동을 우려했다. 그는 외환시장을 드나드는 단기자금에 대한 과세가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거시경제 운용의 조정 공간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빈세는 국외원조와 백신, 녹색기술 등의 확산 운동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비대해진 금
융부문의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많은 비정부기구와 지지단체들 사이에서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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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반향을 일으켰다. 또 프랑스와 일부 유럽내 지도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터
너가 얘기하기 전까지, 세계 금융시장의 두 중심지인 미국과 영국의 어느 주요 정책결정자
도 토빈세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토빈세의 이점은 장기 국제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고 단기적인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는 모든 금융거래에 거래액의 0.25%를 세금으로 매긴다
고 가정하자. 그러면 즉시 과세액보다 적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이트레이딩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장기 외환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거래 관행의 종언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훨씬 장기적 전망을 좇는 투자자들은 토빈세에 의해 크게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본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토빈세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잘못 운영
하는 정부를 응징하는 금융시장의 기능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토빈세는 엄청난 돈도 거둬들일 것이다. 국제 외환거래에 붙는 적은 세금으로 인한 수입
은 매년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확한 토빈세 수입액이 얼마나 되든지 간
에 국외원조액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속협상인 도하라운드 무역협상 타결로부터 얻
게 될 혜택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말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워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소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토빈세 부과를 빠
져나가기 훨씬 어렵게 할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금융회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신고하는 직원에겐 정부가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 이는 자체감
시를 위한 꽤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토빈세가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불화를 조정할 순 없다. 이런 세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막지 못한다. 국외 차입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통화 및 재정정책을 추구하려
는 의도를 지닌 정부들을 설득해,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없다. 
  이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시경제적, 금융적 치료약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카지노식 가치를 좇는 세계 금융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길 원한다면, 토빈세는 
그 좋은 출발점이다1).

                     ⅡⅡⅡⅡ....    왜왜왜왜    토토토토빈빈빈빈세세세세가가가가    필필필필요요요요한한한한가가가가????

        2.1 2.1 2.1 2.1 투기 투기 투기 투기 대상이 대상이 대상이 대상이 된 된 된 된 통화통화통화통화
  닉슨 쇼크 2) 뒤 일본 엔화는 그때까지 1달러 360엔의 고정환율제에서 조금씩 시세가 바
뀌는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이것을 계기로 국제환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통화가 투기 
대상으로서 이익을 낳게 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외국에 갈 때 용돈으로 5만 엔을 가지고 
가서 1달러 100엔의 환율로 교환하면 500달러가 된다. 100달러가 남아서 가지고 돌아왔는
데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1달러 120엔(달러 강세, 엔 약세)이 되었다면 2,000엔을 번 셈이 
된다. 짧은 여행 기간에 이 정도로 환시세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변동 폭이 적어
도 금액이 많으면 이익이 아주 많이 생긴다.
    지금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기업이 국제 환시세를 이용한 투기 를 사업영역
1) 대니 로드릭 (2009),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경제학 교수로서 토빈세의 이론을 논리적의 설명

하고 토빈세의 과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달러 방위정책으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하고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10%의 수입 과징금을 부과해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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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있어 각국의 통화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 환시세를 이용한 투기성 통
화거래액은 계속 늘어, 변동환율제가 시행된 다음해인 1973년에는 4조 달러였지만 1980년
에는 40조 달러, 현재는 470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원래 환거래는 다른 통화 간의 대금 결
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각국의 통화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환시세는 바로 불안정해졌다.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에 공장을 세울 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결제하려
면 통화를 교환해야 한다. 대금 결제를 위해 통화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에서 지불까지의 
기간 사이에 환율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안정된 쪽이 좋다. 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할 경
우에는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불안정하고 단기간에 변동 폭이 크면 클수록 좋
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외환거래 실태를 보면, 무역 등의 대금 결제를 위한 
환거래는 전체 가운데 5% 정도뿐이고, 80% 이상이 투기를 위한 거래다.

        2.2 2.2 2.2 2.2 국제 국제 국제 국제 통화위기의 통화위기의 통화위기의 통화위기의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
   국제 환시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통화거품 이라고 하는 통화위기가 쉽게 발생하게 되
었다. 환투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산 특정 통화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통화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너도나도 사다 보면 시세는 계속 오르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람들의 거래를 부추긴다.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
면 환시세가 본래의 통화가치를 크게 벗어나 단시간에 큰 폭으로 오른다. 이러한 거품 의 
절정기에 어떤 계기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누구나 본래의 통화가치보다 크게 높아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통화를 속속 팔게 된다. 그래서 한순간에 통화가격이 하락하
고 통화위기가 닥치게 된다.
   통화위기의 발생에는 헤지펀더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헤지펀더란 거액의 자금을 가진 
기관투자가로, 거액의 자금이 있으면 환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가능하다. 특정 통화를 사들
여 시세를 올리고, 다른 투자가가 사자는 분위기로 몰려 최고치에 오를 때 한꺼번에 팔자로 
돌아선다. 싼 가격으로 산 통화를 최고치로 팔면 거액의 시세 차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물론 그 통화의 가격은 빠르게 하락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7년까지 22년간 세계 각지에 158건의 통
화위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의 주요 통화위기만 해도 유럽통화제도(EMS)에 
대한 투기적 공격(1992 93년), 멕시코 위기(1994 95년), 아시아 통화위기(1997 98년), 
러시아 위기(1998년), 남아프리카 위기(1998년), 브라질 위기(1999년), 남아프리카 위기
(2001년), 터키 위기(2001년), 아르헨티나 위기(2001년), 브라질 위기(2002년) 등이 있다.
   통화위기가 발생하면 개발도상국은 바로 경제위기에 빠져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내몰린다. 태국에서는 199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인 1997년에는 1.7%, 1998년에는 8.0%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가 후퇴했다. 이 시기 아시아 각국 통화의 대 달러 시세는 거의 50% 하락했다. 결국 달러
로 결제되던 수입품의 가격이 2배가 된 것이다. 실업률도 한국의 경우 4배, 태국이 3배, 인
도네시아가 10배로 뛰어올랐다.

        2.3 2.3 2.3 2.3 국제 국제 국제 국제 통화 통화 통화 통화 위기 위기 위기 위기 억제하는 억제하는 억제하는 억제하는 토빈세토빈세토빈세토빈세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 한 나라의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고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통화위기
를 국제사회가 방치해도 좋은 걸까. 지금 수년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토빈세 즉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 박사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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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년     년     년     도도도도                                                 각 각 각 각 국   국   국   국   추 추 추 추 진 진 진 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1999년   카나다 의회에서 통화 거래세 도입을 정부에 요청
  2001년 1월 영국의회에서 정부가 토빈세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결의를 포함 
  2001년 11월 프랑스국민회의에서 토빈세를 포함한 재정법 수정을 가결
  2004년 7월 벨기에 의회가 토빈세 법인 가결
  2005년 9월 프랑스, 독일이 연대세의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항공권 

연대세 도입의향을 표명
  2006년 7월1일 프랑스가 항공권 연대세 도입시작

(브라질, 노르웨이, 한국 등 17개국도 도입 추진)
  2012년 8월 1일 프랑스 토빈세 실시

따서 이렇게 부른다. 토빈세는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안된 세제로, 두 가지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첫째는 모든 투기를 대상으로 낮은 세율의 과세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
기를 위해 빈번히 통화거래를 하는 투자가는 거액의 거래세를 지불하게 된다.
   둘째는 2단계 과세방식의 도입이다. 환시세가 소정의 변동 폭 안에 머물고 있는 한 환시
세는 정상 으로 보여 아주 낮은 세율의 통상적 인 세(0.01% 0.15%)가 적용되지만, 설정
된 변동 폭을 넘어서면 이상(異常) 으로 판단, 거래차익에 대하여 80% 또는 100%라는 아
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2단계 과세방식에 따라 통화위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구상되
어 있다. 토빈세 도입의 관건은 각국이 토빈세 도입을 승인할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토빈
세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그것이 도망갈 구멍이 돼, 토빈세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
는다. 개발도상국의 민중이 경제적인 혼란에 빠져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어도 내가 돈을 
버는데 뭐가 나쁘냐! 고 하는 야만적인 생각이 시장에서 큰 손을 흔들고 있다. 각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뛰어넘는, 인류사회를 위한 이념을 추구해야 할 때다.
                   <<<<표 표 표 표 1 1 1 1 토빈세를 토빈세를 토빈세를 토빈세를 요구하는 요구하는 요구하는 요구하는 세계의 세계의 세계의 세계의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토빈세는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를 해결하고, 빈곤과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
금원으로도 기대가 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환거래액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면 470억 달
러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유엔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의 빈곤을 없애는 기초적인 사회
적 지출에 필요한 금액은 연간 400억 달러, 세계 최빈국 41개 나라의 누적 채무 총액이 
1,690억 달러(1998년 현재)이므로, 세수의 운용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지금도 국제적인 통화거래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채택함으로써 투기 자금을 끌어들
이는 국가나 지역이 있다. 이러한 국가나 지역이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빈세 도입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다.  
   

                                                                        ⅢⅢⅢⅢ....    선선선선행행행행연연연연구구구구결결결결과과과과    분분분분석석석석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예일대 교수이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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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단기적인 지나친 환투기와 황율 변동을 방지 하기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
안하는 데서 유래되어 국제적 합의하에 자본 유 • 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모
든 현물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uniform tax rate)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말 이후 선진국들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

제를 완화하면서 외환거래의 규모가 급증하였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
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Spahn은 1996년 토빈이 제안한 저율의 세금부과가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억제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을 제안했다. 이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 변동이  
심한 기기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다. Tobin(1974, 1978)의 고유한 토빈세나  Spahn(1996)의 2단계 토빈세 등은 기본적으로 
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환거래나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빈세 도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Bhagwatl(1998)과 Spahn 
(1995), Stiglitz(1989)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토빈세
와 같이 자본거래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안정성을 기영하는데 한다고 주장했다.
 Davidson(1997, 1998)과 Gral and Lysandrou(2003)은 토빈세와 같은 거래세부과로 환율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조세부과가 유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Fisher(2001)와 Summers(2000)은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선진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저소득 국가들이 중위소득국가로 발전하
기 위한 중용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토빈세 부과를 반대했다. 
  한국에서의 토빈세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조세연구원 조명환연구원(2009)이 “토빈세에 관
한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와 시사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논의되는 토빈세와 관련된 
움직임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빈세를 반대해 오던 IMF도 최
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G20의 요청에 따라 토빈세글 포함한 금융시장개
혁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미국이 토빈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토빈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G-20 회
의에서도 토빈세의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강철승교수(2011), “한국의 토빈세제도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프린스턴대의 폴 크루그먼
과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컬럼비아대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등 전 세계 경제학자 1000
명은 G20 재무장관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토빈세는 
외화자금이 유출입되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으로, 강력한 핫머니(단기 투기자금) 규제 수단 
중 하나다. 글로벌 금융 거래에 0.05%의 토빈세만 부과하더라도 연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이를 개도국과 후진국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경제학자의 주
장이다. 이들 경제학자는 "금융위기는 규제되지 않은 금융정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며 "토
빈세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도덕적으로도 옳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빈세 도입
이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영국의 경우 이보다 10배나 높은 0.5%의 
주식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티(영국 금융가)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G20이 
토빈세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초 게이츠 회
장에게 토빈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최근 여
론조사에선 영국인의 51%가 토빈세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대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핫머니 유출입을 규
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F가 그동안 반대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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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대규모 단기자금 유입을 통제해 금융 거
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된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토빈세제도 도입의 국
제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낮은 세율의 토빈세도입을  제시했다.
  홍범교(2012)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논
문에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외환시장에 금융거래세
를 도입해 지나친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제여론이 다소 주춤하지만 금융위기 책임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금융거
래세 도입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국제공조로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면 도입이 더 쉽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국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할 때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서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 성격을 가진 '2단계 토빈세
(two tier Tobin Tax)'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토빈세 도입은 외화자금 유치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홍범교·이상엽(2012)박사가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에서 금융거래세는 이미 1936년 
John M Keynes가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주장을 한 이후, 1973년 James Tobin에 의해 지나친 외환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
가 제안되어온 금융거래세 논의의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의 타당성을 제
시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시장을 크게 주식, 채권, 외환, 파생금융상품의 네 개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식시장은 이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연구와 관련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대표적인 투기시장이다.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결제에 필요한 외환거래의 규모에 비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
는 외환거래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투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선진국 수준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정도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현실 때문에 환율변동성이 주요 25객국 통화와 비교했
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다른 신흥
국에 비하여 거래규모가 크면서 유동성이 높아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이탈이 용이하기 때
문에 자본 유출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외환시장의 안전성을 위하여 거래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의 형태를 보면 선물, 옵션, 
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도 거래세 부과대상이지만, 현물환에 대한 거
래세 부과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물환에 대한 과세는 자본자유화에 대한 규제조
치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정책
적 필요성이 있지만 OECD 자본자유화 규약도 준수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로서 평상시에는 0세율 책정하여 자본자유화를 수용하다 비상시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외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영세율 2단계 토빈세의 도입을 주장했
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토빈세를 도
입한다고 해서 원/달러 시장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다. 둘째, EU에서 현물환에 
대한 토빈세가 자본자유화에 대한 역행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위기시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영세율 2단계 토빈세도입을 제안했다. 
   김준석·황세윤(2013)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의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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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시사점”에서 외환거래세제 외환거래세제 외환거래세제 외환거래세제 도입으로 도입으로 도입으로 도입으로 외환거레 외환거레 외환거레 외환거레 시장을 시장을 시장을 시장을 위축할 위축할 위축할 위축할 우려를 우려를 우려를 우려를 제시했다제시했다제시했다제시했다. . . .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거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외환거래세가 가장 효
과적인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해외 사례에서 보듯 외환거래세 등 금융거래
세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부작용으로 외환시장 외환시장 외환시장 외환시장 돈줄이 돈줄이 돈줄이 돈줄이 마를 마를 마를 마를 우려우려우려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외환거래세가 도입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는 유입된 자금의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새로운 자금은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아 환율변동성이 증폭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실증연구결과에서도 유동성감소, 변동성 증가 등 거래세의 부작용
이 단기 투기적 거래의 억제효과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웨덴, 일본, 대만 등은 과거 금융관련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위축과 미미한 

세수증대 효과 등으로 인해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84년 주식거래세 1%, 
1989년 채권거래세 0.15%를 각각 부과했다 채권현물거래가 런던 등으로 옮겨가면서 시장
의 85%가 위축됐다. 스웨덴은 결국 1991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채권 채권 채권 채권 거래세를 거래세를 거래세를 거래세를 부과할 부과할 부과할 부과할 때 때 때 때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채권 채권 채권 채권 투자자만 투자자만 투자자만 투자자만 피해를 피해를 피해를 피해를 우려하며우려하며우려하며우려하며, , , , 채권거래세의 경

우 외국인의 비중이 워낙 낮아 도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채권시장 유동
성 위축, 자본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환거래량
은 하루 평균 454억 달러 규모고, 외국인 채권거래대금은 일평균 3억3700만 달러에 불과하
다. 황세윤 연구위원은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채권보유 비중은 7%인데 비해 채권거래 
비중은 1%에 불과, 채권거래세 부담은 대부분 국내 채권투자자가 감당해야한다며 자본력이 
열위에 있는 국내 채권투자자가 더 큰 타격을 입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윤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
구) 자본자유화 규약을 위반, 시행에 부담이 따른다며 여러 나라에서 그동안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으로 이를 포기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 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
서 "EU가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가 우리나라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
라며 토빈세 도입을 시사했다. 

                                                                    ⅣⅣⅣⅣ....    토토토토빈빈빈빈세세세세    導導導導入入入入    前前前前提提提提條條條條件件件件

    4444....1111    전전전전담담담담국국국국제제제제기기기기구구구구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토빈세의 시행이 글로벌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제기
구가 필요하며, 과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과 의사결정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별국가로 하여금 토빈세 
체제의 합의들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빈세 이행을 강제하며, 
토빈세 운영을 개별국가에 맡길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경쟁으로 토빈세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다.
  토빈세(Tobin's Tax)는 지난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 이름을 딴 
것이다. 토빈 교수가 1970년대 초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소폭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데서 유래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대체되면서 환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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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커지자 환투기 등 단기적인 국제 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빈 교수가 
세금 부과를 주창한 것. 즉, 국국국국제제제제    자자자자본본본본거거거거래래래래에에에에    세세세세금금금금을을을을    부부부부과과과과하하하하여여여여    투투투투기기기기적적적적    자자자자본본본본이이이이동동동동을을을을    줄줄줄줄이이이이고고고고    
이이이이를를를를    통통통통해해해해    확확확확보보보보된된된된    세세세세금금금금을을을을    빈빈빈빈국국국국의의의의    개개개개발발발발에에에에    지지지지원원원원하하하하자자자자는는는는    취취취취지지지지에서 토빈세를 주장한 것이다. 
   케인즈 이론의 STT(Securities Transactions Tax)를 외환시장의 범위에 적용시켰다는 
의미에서 토빈 교수의 토빈세는 CTT(Currency Transaction Tax = 금융거래세)라고도 불
린다. 토빈 교수는 '국제금융이란 돌아가는 바퀴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고 언급했고, 환율의 
지나친 변동을 우려했으며, 외환시장을 드나드는 단기자금에 대한 과세가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거시경제 운용의 조정 공간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때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이 우려되었는데요. 주요국들의 적
극적인 재정 개입으로 인해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금융위기도 극복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
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번 위기의 책임을 금융권에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시
사하고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수반들 사이에선 토빈세를 부과하자는 논의
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토빈세만 언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으
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다.
1) 1) 1) 1) 금융보험금금융보험금금융보험금금융보험금(insurance (insurance (insurance (insurance levy): levy): levy): levy):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납   
     부하여 금융위기 발생 시의 비용을 충당
2) 2) 2) 2) 정리기금정리기금정리기금정리기금(resolution (resolution (resolution (resolution fund): fund): fund): fund):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정리기금에 납입하여, 위    
    기 발생 시 정리금융기관 해체에 사용
3) 3) 3) 3) 금융거래세금융거래세금융거래세금융거래세(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transaction transaction transaction transaction tax): tax): tax): tax):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

        4.2 4.2 4.2 4.2 토빈세 토빈세 토빈세 토빈세 도입의 도입의 도입의 도입의 현재진행상황현재진행상황현재진행상황현재진행상황

   최근 금융거래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토빈 교수의 제안은 
처음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따른 장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지배적
이었던 시기였으며 자본 통제로 수익 창출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을 염려한 금융계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토빈세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다시 생겼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아탁(ATTAC: 시민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
래과세연합)이라는 비정부 조직이 만들어졌들 정도.그리고 최근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의 지
나친 강세를 막기 위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
면서 토빈세가 국제 금융시장에 이슈로 부각됐다. 
   브라질 외에도 세계 각국이 토빈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청장(FAS)
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어데어 터너는 지난 8월 금융산업의 과도한 팽
창, 특히 금융 부문의 과도한 수익과 보상을 억제할 방안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최근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2개국 각료들은 토빈세 도입 문
제를 연구할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모든 금융거래에 0.005% 세금을 부과해 개발원
조 자금을 연간 450억 달러 조성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이사회는 G20 정상회의 때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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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나 반세계화 진영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토빈세지만, 정작 토빈세에 대한 국
제적 공감대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우선 세계 모든 국가가 합의하고 준수해야 토빈세의 효

력을 볼 수 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세피난처로 인해 이러한 자본 통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자
금 흐름에 왜곡이 생길 수 있으며, 토빈세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도 있다. 즉, 환율이나 금융자산 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인데, 스웨덴은 토빈세를 
본떠 198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지만 이로 인해 증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결국 1991년 
이를 포기한 적도 있다. 또한 토빈세는 이미 유입된 자금의 유출 제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추
후에 있을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토빈세 시행에 앞서 외환보유
액을 더 늘려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높이거나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간 외
환스와프 협정을 상시화,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토빈세를 보완
하는 방법은 없을까? 
   토빈세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Two-Tier Tobin Tax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토빈세의 약점을 보완하여 환율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만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Two-Tier 토빈세라고 한다.  즉, 목표환율 범위를 설정하여 환율이 동 범위 밖으로 벗
어난 외환거래에만 중과세를 부여함으로써 환율의 지나친 변동을 방지한다. 
   환율밴드(band)제와 달리 외환보유액을 소모시키지 않고 목표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Two-Tier 토빈세의 장점이다.
    Two-Tier 토빈세는 변동범위를 벗어난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놔 비슷한데, 서킷브레이커가 증시의 변동성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
    토빈세의 부과로 인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해지수요 등 실수요거
래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역외 외환거래와 단기 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을 
통한 우회거래를 차단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위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소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토빈세 부과를 빠
져나가기 훨씬 어렵게 할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금융회사가 속임수를 쓰고 있
다고 신고하는 직원에게 정부가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 고 한다면 이는 자체 감
시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대니 로드릭 하버드 케네디스쿨  경제학교
수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빈세가 외환거래의 기회
비용을 높여 투기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라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토빈세 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자본
이동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율 변동에 의한 기대수익률이 세율보다 클 경우 낮은 세율의 토빈세 부과는 외환시장에
서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Davidson(1997)에 따르면 
1994~1995년 멕시코의 페소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무려 23%에 달하는 토빈세
가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거래비용의 상승을 통해 외환시장
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Shiller(1900), Summers and Summers(1989)등은 높은 거래비용은 거래의 유동성을 감소
시키고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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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도입하면 유동성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고 단지 투기적 
거래만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투기적 자본이동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회의적일 수 있다.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투기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서 Spahn(1995, 1996)은 2단계 토빈세가 해결
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환율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부과하는 폭은 세율의 
수준에 대해서는 단순 논의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규모나 발달 정도 외환거래량 등 국가들이 처한 현실이 다름을 고려하면 
적절한 세율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단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무역거래
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정상거래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단기 투기자본을 억
제하기 위한 토빈세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토빈세는 한 나라에서 일방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금융거래가 역외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토빈세는 모든 대상 거래에 
대하여 관련국들이 동시에 과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조세회피
를 고려하였을 때 단일세율의 세계적 과세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의 규모나 발달 정
도 외환거래량 등 국가별로 처한 현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Dornbusch(1980)는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외환
이 필요한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모든 통화 간 외환거래에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이 작은 나라들이 통화 간 외환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이들 국가들이 통화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최근 G-20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토빈세 도입을 지지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러
시아 등은 반대한 바 있다.
  원화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가 특정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거래에 외환거래
세를 부과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조세회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로
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자회사 상계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장기적으
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실적 도입 가능성의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Spahn의 2단계 토빈세가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평상시에는 외환거래에 대하여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되 토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비상시에 높은 
세금의 부과를 통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탄력세율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를 맞이하였을 경우 토빈세 부과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용이할 
것이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미리 구축하지 않으면 위기 시 단기간 내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향후의 논의는 이러한 탄력적 토빈세를 중심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ⅤⅤⅤⅤ ....    國國國國의의의의    토토토토빈빈빈빈세세세세    導導導導入入入入方方方方向向向向과과과과    

            

            5.1  5.1  5.1  5.1  말 말 말 말 많은 많은 많은 많은 ''''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토빈세토빈세토빈세토빈세
   2013년 초 기획재정부가 시장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
고 있다는 발표 이후에 시장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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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에서 투기자본 유출입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찬성론도 
제기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원화변동율과 원화변동율과 원화변동율과 원화변동율과 통화 통화 통화 통화 절상율  절상율  절상율  절상율  >>>>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는 등 원화 절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서 정치권이 토빈세를 도입해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
로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2  2  2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외국인의 외국인의 외국인의 외국인의 국내발행주식 국내발행주식 국내발행주식 국내발행주식 및 및 및 및 채권투자 채권투자 채권투자 채권투자 현황현황현황현황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토빈세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낸 데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토빈세 도입을 통해 외환 불안정성을 완
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 캠프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서강대 명
예교수)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서 환율의 안정적 진폭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성 자금
에 대해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며 국제 핫머니 제어를 위한 토빈세 를 검토할 필요가 있

3) 이미경(2013),  말 많은 '한국형 토빈세' 오히려 시장 위축시켜,  데일리안, 2013-03-1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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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보이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대선 후보 각 캠프 
경제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토빈세 도입 논의
가 자칫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단기금융거래 전반을 감소시켜 투
기성 자본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해외자본 거래를 감소시켜 금융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작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확정하면서도 금융거
래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으로 외환거
래세와 채권거래세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13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전세계의 양적완화에 따른 급격한 국외자본 유출입에 대
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한국형 토빈세는 외
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국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채권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
해 채권투자와 관련된 국외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외화유출로 인한 
환율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화유입 규모를 축소시키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입 찬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토빈세 도입 찬성 입장은 외국인
이 환전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일정부분 합리화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외환거래세의 실효성과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고, 외국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국제규약의 위반이므로 시행에 따른 부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입장의 견
해다. 
                     < < < < 표 표 표 표 2   2   2   2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토빈세 토빈세 토빈세 토빈세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방안 방안 방안 방안 >>>> 

   
   자본시장연구원은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외환거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거래비용 증
가와 유동성 감소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로 구성된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논의는 각 과세방식이 과세목적에 부합하는지 시
장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
지금까지의 실증연구결과에서는 유동성 감소와 변동성 증가 등 거래세의 부작용이 거래세 
옹호론이 주장하는 단기 투기적 거래의 억제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위기상황에서는 거래세의 존재여부가 유입된 자금의 철수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거래세와 추가적인 자본통제 위험으로 인해 새로운 자금은 원활히 유입되지 않아 환율변동
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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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5.2 5.2 5.2 채권 채권 채권 채권 거래하는 거래하는 거래하는 거래하는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낮아 낮아 낮아 낮아 거래세 거래세 거래세 거래세 실효성도실효성도실효성도실효성도     
            최근 전체 외환거래에서 채권시장 관련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의 성격도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454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외국인 채권거래대금은 일평균 3억
3700만 달러에 불과해 외국인의 모든 채권거래가 외환시장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작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채권보유금액은 주식보유금액의 22%, 채권
거래대금은 주식거래대금의 16%에 불과하다. 장기투자성향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과 정부기
관의 총 보유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금액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보유채권의 잔존만기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황 박사는 "이는 외국인 채권거래
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채권거래세가 환율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매우 적을 것이
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1개의 EU회원국은 금융시장의 안정
성을 높이고 금융위기비용 조달을 위한 세원 확보를 이유로 들어 금융거래세 도입에 나섰
다.  이들 국가는 내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의 주식과 채권 등에는 0.1%를, 각종 파생상품 
등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시행했던 스웨
덴과 일본, 대만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세 도입 이후에 거래가 위축되고 세수증대 효과
는 미미해 결국 거래세를 폐지하기도 했다. 

        5.3 5.3 5.3 5.3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3333년 년 년 년 만에 만에 만에 만에 감소감소감소감소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가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 지난 20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
의 은행 간 및 대고객 거래 규모는 일평균 453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1%(14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규모가 감소한 것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다음해
인 지난 2009년(-21.7%) 이후 3년만이다. 상품별로는 현물환거래는 179억6000만 달러로 전
년보다 5.9%(11억3000만원)감소했다.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등 외환관련 상품거래는 전
년보다 1.2%(3억2000만 달러) 감소한 27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은측은 "외국인 주식 및 채권거래 규모가 축소되면서 현물환거래가 감소했다"며 "비거주
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가 감소하고 조선, 중공업체 등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규모
도 줄어들면서 선물환거래도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은 221
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0.8%(1억8000만 달러)감소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은 
232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5.2%(12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대고객시장 거래규모는 74억4000만 달러로 전년(7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은행간 
시장 거래규모는 379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8%(14억9000만 달러) 줄었다. 원화와 외국
통화간 거래규모는 전년보다 3.8% 줄어든 386억1000만 달러로, 원화 미달러화 간 거래가 
98%를 차지했다. 외국통화간 거래는 67억7000만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 Copyrights  디지털타임스 &dt.co.kr,  >

        5.4 5.4 5.4 5.4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환율변동성 환율변동성 환율변동성 환율변동성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증가할 증가할 증가할 증가할 수도수도수도수도
   한국에서 최근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등을 통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놓고 찬반양론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는 미국, 일본 등이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방
4) 박세정(2013), 외국환은행 일평균 외환거래액 3년 만에 감소,     디지털타임스, 2013..02.2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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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차원에서 단기  투기적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빈
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토빈세와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은 거래비용 
상승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켜 오히려 환율변동성을 키우는 등 심각
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5)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은 2013년 3월 13일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아 토빈세 도입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형 토빈세 도입은 오히려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과세방식의 과세목적 부적합성, 
시장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지난 1월말 급격한 국외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 가능
성을 시사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매매하는 
한국에서 최근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등을 통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는 미국, 일본 등이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방
어적 차원에서 단기  투기적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
빈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토빈세와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은 거래
비용 상승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켜 오히려 환율변동성을 키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6)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은 2013년 3월 13일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아 토빈세 도입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5) 송정렬 심재현(2013), 가열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논란 커지는 반대 목소리,  머니투데이, 

2013.3.13 기사.
6) 송정렬 심재현(2013), 가열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논란 커지는 반대 목소리,  머니투데이, 

2013.3.1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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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5.15.1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환율변동성 환율변동성 환율변동성 환율변동성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증가할 증가할 증가할 증가할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자본시장연구원은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오히려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과세방식의 과세목적 부적
합성, 시장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4  4  4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원화변동율과 원화변동율과 원화변동율과 원화변동율과 통화 통화 통화 통화 절상율   절상율   절상율   절상율   >>>>

    사실상 지난 1월말 급격한 국외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 가
능성을 시사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매매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세를, 국내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
으로 채권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은 앞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했고, EU 11개국도 오는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시행
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국 등 다른 EU 회원국과 미국 재무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토빈세 도입은 국제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5555....2222    양양양양적적적적완완완완화화화화    정정정정책책책책,,,,    제제제제로로로로섬섬섬섬    게게게게임임임임    ‘‘‘‘통통통통화화화화전전전전쟁쟁쟁쟁’’’’으으으으로로로로    오오오오해해해해    말말말말아아아아야야야야 7777))))

   2013.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 중의 하나로 주
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국제적 정책공조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국내외 일부 언론은 
금통위 결정을 한은도 글로벌 통화전쟁에 참전 선언  등으로 보도했다. 동일한 금리인하 

결정이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설명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선
전포고 로 간주되는 웃지 못 할 역설은, 이른바 통화전쟁 이라는 개념의 본질적인 모호함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을 계기로 글로벌 통화전쟁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자국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
로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환율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 흔히 비전통적(unconventional) 통화정책으로 불리는 
양적완화 정책은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 인하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7)임일섭(2013), 양적완화 정책, 제로섬 게임 ‘통화전쟁’으로 오해 말아야,‘ 한겨레신문 2013.5.20
(월).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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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등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시장금리를 낮추고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이런 목표에 관한 한 미국과 영국, 유로 및 일본의 중앙은행이 모
두 마찬가지다. 다만 일본의 경우 명시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 5 5 5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환률 환률 환률 환률 변동 변동 변동 변동 추이  추이  추이  추이  >>>>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은 자국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 증대와 수입 억제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저금리와 더불어 자국통화의 가치를 하
락시키는 요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양적완화는 자국통화의 가치 하락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것이 정책 효과의 전부는 아니다. 실질금리의 하락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며, 이는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양적완화 정책이 최근 일본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결합된다면 수입증대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해보면, 양적완화가 교역 상대국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효과는 각국의 무역의존도와 실제 
교역구조, 내수의 금리 탄력성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해관계 대립,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전제하는 통화전쟁 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글로벌 리플레이션 정책으로서의 양적완화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 경제의 회복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수요 증대를 통해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국
제통화기금은 2009년 단행된 미국의 제1차 양적완화 정책이 교역 상대국의 생산을 0.3%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추정(2011년)한 바 있다. 

- 18 -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자국통화의 강세로 이어진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의 회복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한 2011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즉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달러화 약세를 목표로 하는 환율전쟁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실제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반박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의 양적완화 정책을 일종의 통화전쟁으로 간주하는 오해는 1930년대 대공황기의 경쟁
적 평가절하가 근린궁핍화 정책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불황이 장기화되었다는 잘못된 인식
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기 주요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
는 당시 통화정책의 족쇄였던 금본위제로부터의 탈피에 기여했으며, 이는 불황의 장기화로 
이어지기는커녕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고율의 관세부과 등 교역 그 
자체를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보호무역 조처는 경쟁적 평가절
하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물론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은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양
호한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거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먼델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 원칙을 상기해보자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환율안정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 자본이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
하다. 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를 통해 자본통제 수위를 조절하
고 있는 것이나,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통화전쟁의 진정한 위험은 현 상황을 전쟁 으로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
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수준의 대응은 경기회복의 지
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5.35.35.35.3  외환거래세제 외환거래세제 외환거래세제 외환거래세제 도입으로 도입으로 도입으로 도입으로 외환거레 외환거레 외환거레 외환거레 시장을 시장을 시장을 시장을 위축할 위축할 위축할 위축할 우려우려우려우려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거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외환거래세가 가장 효과
적인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해외 사례에서 보듯 외환거래세 등 금융거래세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부작용으로 외환시장 외환시장 외환시장 외환시장 돈줄이 돈줄이 돈줄이 돈줄이 마를 마를 마를 마를 우려우려우려우려가 나타날 수 있
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외환거래세가 도입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는 유입된 자금의 철수 결정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새로운 자금은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아 환율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증연구결과에서도 유동성감소, 변동성 증가 등 거래세의 부작
용이 단기 투기적 거래의 억제효과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웨덴, 일본, 대만 등은 과거 금융관련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위축과 미미한 

세수증대 효과 등으로 인해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84년 주식거래세 1%, 1989년 채권거래세 0.15%를 각각 부과했다 채권
현물거래가 런던 등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의 85%가 위축됐다. 스웨덴은 결국 1991년 이 제도
를 폐지했다. 

5.4 5.4 5.4 5.4 채권 채권 채권 채권 거래세를 거래세를 거래세를 거래세를 부과할 부과할 부과할 부과할 때 때 때 때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채권 채권 채권 채권 투자자만 투자자만 투자자만 투자자만 피해피해피해피해
    채권거래세의 경우 외국인의 비중이 워낙 낮아 도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히려 채권시장 유동성 위축, 자본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환거래량은 하루 평균 454억 달러 규모고, 외국인 채권거래대금은 일평균 3억3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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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불과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채권보유 비중은 7%인데 비
해 채권거래 비중은 1%에 불과, 채권거래세 부담은 대부분 국내 채권투자자가 감당해야한다"
며 "자본력이 열위에 있는 국내 채권투자자가 더 큰 타격을 입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영향
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연구원 박사는 "외국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자본자유화 규약을 위반, 시행에 부담이 따른다"며 "여러 나라에서 그동안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으로 이를 포기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 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EU가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가 우리나라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입세 도입을 시사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세를, 국내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
으로 채권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은 앞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했고, EU 11개국도 오는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국 등 다른 EU 회원국과 미국 재무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토빈
세 도입은 국제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5.5 5.5 5.5 5.5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토빈세 토빈세 토빈세 토빈세 도입에 도입에 도입에 도입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여론조사 여론조사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결과결과결과8)8)8)8)
            
   국내 금융기관 대다수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
소는 최근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
내외 금융산업 환경 고려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로 집계됐다고 밝혔고, 반면에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2013.04.21).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를 포
괄하고 있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5%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서도 각각 86.8%, 82.9%가 시기상조라거나 도

8) 최승환(2013), 금융기관 63% "한국형 토빈세 도입, 아직 일러," News Tomato  2013-04-21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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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일평균외환거래액(현물환) 96.8 127.5 185.2 196.9 139.1 165.8 190.9

예상 세수(0.1% 세율 적용) 24.2 31.9 46.3 49.2 34.0 41.0 47.0
예상 세수(0.05 세율 적용) 12.1 15.9 23.2 24.6 17.0 20.5 23.5

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엔저정책과 원화가치 급등락으로 수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기되고 있다"면서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함께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
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
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등 이른바 '
거시건전성규제 3종 세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1년 이내(0.2%) ~ 5년 초과(0.02%)까
지 부과하는 은행세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8.4%)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28.1%)는 의견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23.5%)는 응답을 앞섰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을 국내은행은 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제한하

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68.7%)는 응답이 절반
을 넘었다.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14%의 이자소득세와 20%의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나 세율인하, 비과세'를 바라는 
의견(72.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선물환 포지션제도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선물환 보유비율이 2차례에 

걸쳐 축소되었고, 2011년에 은행세가 새로 도입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규제부담이 이미 상당
한 수준"이라며 "비율조정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
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10곳중 7곳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65.2%)고 답했
고, '비슷하다'거나 '약하다'는 응답은 각각 25.5%, 9.3%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도 건전성 제고와 위기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
고 내부통제장치들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전담기구 또한 도입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의 성장잠재력을 제
고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5.6 5.6 5.6 5.6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외환거래액과 외환거래액과 외환거래액과 외환거래액과 토빈세의 토빈세의 토빈세의 토빈세의 예상세수예상세수예상세수예상세수
   토빈세 도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의 일평균 외환거래량은 196.9억 달러로 
이를 기준으로 0.1%의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49.2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9)
             <<<<표 표 표 표 4  4  4  4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및 및 및 및 토빈세의 토빈세의 토빈세의 토빈세의 예상 예상 예상 예상 세수세수세수세수>>>> (단위 :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외환거래 동향
   세계적으로는 2007년 기준으로 현물환에만 0.1%의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2,513억 달러
의 세수가 예상된다.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이를 관리할 국제기구가 구성되어 토빈세 세수
를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국이 직접 세수를 관리한다

9) 연간 거래일 25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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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1일평균외환거래액(현물환) 394 494 568 387 631 1,005

예상 세수(0.1% 세율 적용) 98.5 123.5 142.0 96.8 157.8 251.3
예상 세수(0.05 세율 적용) 49.3 61.8 71.0 48.4 78.9 125.6

면 토빈세로 인한 세수의 형평성이 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하여 국제
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토빈세 제도를 따르지 않을 유인을 지닐 수 있으므로 토빈세로부터 
세수는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표 표 표 5 5 5 5 국제시장의 국제시장의 국제시장의 국제시장의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외환거래액 및 및 및 및 토빈세의 토빈세의 토빈세의 토빈세의 예상 예상 예상 예상 세수세수세수세수> (단위 : 억 달러)

   자료: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2007
                                            <<<<표 표 표 표 6  6  6  6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추이 추이 추이 추이 > > > >  (기말기준, 억 달러)

                

     외  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외외외외환환환환보보보보유유유유액액액액 2,622.2 2,012.2 2,699.9 2,915.7 3,064.9 3,269.7

유가증권1)
2,317.8 1,803.8 2,488.6 2,679.3 2,990.3 2,998.6

예 치 금 299.9 201.0 163.4  189.9 170.4 170.4

S  D  R 0.7 0.9 37.3    35.4 35.3 35.3

IMF포지션 3.1 5.8 9.8    10.2 27.8 27.8

   금 0.7 0.7 0.8 0.8 21.7 37.6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표 표 표 표 6 6 6 6 주요국의 주요국의 주요국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외환보유액외환보유액외환보유액>>>>1)(2012.11월말 현재 ) (억 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2,851 (122) 6. 브 라 질     3,786    (8) 

2. 일    본    12,709 (-33) 7. 한한한한    국국국국     3,261     (26) 

3. 러 시 아     5,282 (14) 8. 홍    콩     3,052     (35) 

4. 스 위 스     5,235 (-7) 9. 인    도 2,945 (-8)

5. 대    만     4,010 (18) 10. 독    일     2,558     (-71) 

       주 :  1) 잔액 기준, (   )내는 전월 말 대비 증감 액
2) 2012.10말일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1.3월말 현재 기준으로 세계 7위 수준으로 외환시장 또
는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단기적인 거래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화
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와 이를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가 토빈세 또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토빈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래 그동안 여러 차례의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를 겪으면서 토빈세에 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금융위기의 경우 유럽 주요국의 정부 수반들이 직접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하는 등 보
다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반대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수료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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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국 세율에 따라 이러한 거래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것이 유동성
이 미치는 영향과 시장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어떠할지 판명될 것이다.
   Sphan의 2단계 토빈세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는 정책 목적에 보다 부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원화시장과 같은 local marker에서는 단독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불
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 외국은행에 외화를 입금하고 
해당 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원화를 인출하는 통화스와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화를 그대로 해
외로 송금하여 현지에서 외화로 교환하는 시장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다.
   위기 시에 직접적인 외환거래 통제 등은 구체적인 시장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토빈세를 시장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빈세 부과 목적의 정당성과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제공조의 어려움 등으
로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외환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할 유인
도 거의 없다. 따라서 토빈세에 대해서는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 전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면서 일단  IMF 보고서와 12개국 1차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국
제적인 투기자금의 급격한 이동 등으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지는 경우 이
에 대처하고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ⅥⅥⅥ....            
 
   2010. 06. 23 천안함 대북 강경조치와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친 지난달 말 서울 외환시
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하루 사이에 30~50원까지 널뛰기를 연출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에는 100원 이상 급등할 정도로 불안한 외환시장의 주범은 외국자본의 투기성 단기자
본이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에 따라 수시로 반복되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
정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인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 단독으로라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외환시장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지나친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국제여론이 다소 주춤하지만 금융위기 책임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다. 
  그러므로 국제공조로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면 도입이 더 쉽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국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
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할 때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서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 성격을 가진 '2단계 토빈세(two tier 
Tobin Tax)'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토빈세 도입은 외화자금 유치에 있어 상대적 불이
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브라질이 2009년 외환거래세를 도입한 사례와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원. 달러 시장에 외환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공조 없이도 일단 '2단계 토빈세(two tier Tobin Tax)' 형태로 즉각 도입할 경우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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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려하는 자본유출 부작용 없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외화자본 유출입의 창구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단기 외화
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편 토빈세 도입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은 최근 긍정적인 편이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후
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EU가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가 
우리나라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빈세 도입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해 국제금융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금융위기 
촉발을 막기 위해서는 토빈세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국가들의 의견이 있었
으며, 국제 투기자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토빈세' 도입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인 5월 말 증시에서 하루만에 23조가 빠질 정도로 자본유출이 심
각한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및 금융시장이 필요 이상
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외환시장은 대표적인 투기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결재
에 필요한 외환거래 규모에 미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외환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2002년도에 이미 유럽의회의 평가에 따르면 연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액이 4조천
억 달러인데, 이 금액은 외환 시장에서의 일주일 거래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외환시장에
서의 거래 대부부분은 투기적 거래라고 지적하고 있다.10) 
  WTO(2011)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제상품 및 서비스 거래금액은 약 36조 달러로 세
계 외환시장의 9일치에 불과하다11)
   토빈이 토빈세를 제안한 것도  그 대상이 외환거래였고, 그만큼 외환시장에서의 투기거
래는 과거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브라질이 최근에 자국으로 몰려드는 해외자본의 규모를 통제하고자 외환거래를 비롯한 여
러 가지 금융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도 2010년 기준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연평균 거래량/GDP 비율은 
1,325% 이며, 연평균 거래량/연간 무역규모는 3,300%에 이른다. 이러한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투기적인 거래비중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신흥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외환시장에서의 거레세 부과는 투기거래의 억제와 세수확보라는 거래세의 일반적
인 부과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급
겯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거레세 부과는 더욱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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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aut put the pros and cons of the recen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tax and bond 
transaction tax as 'Korean' Tobin tax introduced in Korea are confronting. Some 
defensive dimension to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xpand this aggressive 
quantitative easing to prevent a sudden flow of foreign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the tax base to secure the introduction of a Tobin tax is necessary to have to raise 
my voice. Tobin tax and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however, deal stifle the market, the rising cost of reduced market efficiency that could 
lead to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raising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rather 
ARGUMENT is not insignificant.

Tobin tax of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Korean Review March 13, 2013, the 
government's policy and claims are to be placed, give me the Tobin Tax introduction 
of capital markets research firm Capital Market Institute is expected to be more 
heated controversy. Discuss the European financial transaction tax introduced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Iran Capital Market Institute report Korean Tobin tax Rather, 
the introduction of exchange rate volatility can increase wealth tax purposes, taxable 
manner, saying synthesis, and the side effects of the market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consider matter claimed.

But, in fact, half of all government policy in the end of January,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Tobin tax measures for sudden foreign capital inflows 
suggests Shem. W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rading, foreign government is 
considering measures to impose a transaction tax on trading bonds in the domestic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tax, all domestic and foreign bonds. Are scrambling to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rope. 2014 from France in August 2012 was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EU 11 countries is expected to 
conduct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However, the opposition and other EU member states, including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urn up Tobin tax aspects introduced in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nflict. Korea and the volatility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a big situation 
directly to mitigate this foreign exchange trading forex transaction tax to curb the 
most effective means There is no denying

In this study, South Korea 1997 IMF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on the basis of 
experience, the future respon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tional Tobin tax system after coping strategies proposed. As 
measures to increase the safety of the financial markets, the hot money liquidity 
problem for large,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have been almost without limit in 
a situation where the external dependence of the economy such as Korea, Korea '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tax enforcement in developed countries look for trends in 
the appropriate Korean Tobin tax system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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