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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토빈稅 入方案에 한 硏究

A Study on the Introduction Tobin Tax in Korea 

                                               姜 哲 勝*   

< 국문 록 >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일  교수이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

가 1970년 에 단기 인 지나친 환투기와 황율 변동을 방지 하기 하여 세 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데서 유래되어 국제  합의하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모

든 물거래에 율의 단일세율(uniform tax rate)을 용하는 것이다. 

       유럽의회가 2011.03.08일 금융 거래에 과세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권고하는 결

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토빈세 도입 권고안을 찬성 520-반대 127

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은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연합(EU) 집행

위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결의안은 집행위가 토빈세의 타당성을 즉각 검토하는 한

편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EU만이라도 먼저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리고 최근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명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 들에게 '  

토빈세'를 도입해 빈곤 국가 지원을 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구했다. 

    가디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랑스 통령이 이달  

게이츠 회장에게 토빈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인의 51%가 토빈세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 는 17%에 그

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기차게 주장해온 국제통화기 (IMF)도 최근 핫머니 유출입을 

규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F가 그동안 반 해

오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규모 단기자  유입을 통제해 융 

거품을 막기 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된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 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응할 것인가에 

하여 토빈세제도 도입의 국제 황과 문제 을 분석한 후 응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s   : IMF, 외화자 .  핫머니,  토빈세,  G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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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토빈稅 入方案에 한 硏究

 

                              1. 序    論

   토빈세 도입은 주요 20국(G20)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 적극 추진돼왔으나 미국과 

캐나다가 반발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의 제

임스 토빈이 지난 1978년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 채권, 파생상품 및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

한 수익을 내는 투기 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각국 통화 가치가 급등락해 통

화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유럽의회가 2011.03.08일 금융 거래에 과세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

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토빈세 도입 권고안을 찬성 520-반대 127

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은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연합(EU) 집행

위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결의안은 집행위가 토빈세의 타당성을 즉각 검토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EU만이라도 먼저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금융 거래에 0.05%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EU에서 연간 약 2000억 달러, 전 세계

적으로는 6500억 달러가 확보될 것으로 토빈세 지지론 자들은 집계했다. 

  2011.4.13일 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린스턴 의 폴 크루그먼과 임 리지 의 장하

, 컬럼비아 의 조셉 스티 리츠 교수 등  세계 경제학자 1000명은 G20 재무장 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 트 회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토빈세는 외화자 이 유출입 되는 거래에 매기는 세 으로, 강력한 핫머니(단기 투기자

) 규제 수단  하나다. 로벌 융 거래에 0.05%의 토빈세만 부과하더라도 연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이를 개도국과 후진국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경제학자의 주장이다. 이들 경제학자는 " 융 기는 규제되지 않은 융정책의 험성을 보

여줬다"며 "토빈세는 기술 으로 실  가능하며 도덕 으로도 옳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빈세 도입이 융 거래를 축시킬 수 있다는 비 에 해 " 국의 경우 이보다 10배

나 높은 0.5%의 주식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티( 국 융가)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

았다"며 "G20이 토빈세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랑스 통령이 이달  게

이츠 회장에게 토빈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인의 51%가 토빈세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 는 17%에 그

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기차게 주장해온 국제통화기 (IMF)도 최근 핫머니 유출입을 규

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F가 그동안 반 해오

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규모 단기자  유입을 통제해 융 거

품을 막기 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된다.  

   2010년  8월에 앵 로아메리칸 융제국의 한 고  정책결정자가 토빈세를 지지하고 나

선 것이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는 융거래에 붙는 세 이다. 그 고  료는 국 최고 

융감독기 인 융감독청(FAS)의 어데어 터  청장이다. 지나치게 비 해진 융부문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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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역겨울 정도의 막 한 융계 보수 수 을 우려해왔던 터 는, 세계  차원의 융거래 

과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터 의 언 은 서

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출) 붕괴 이 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터 의 

말은 이제 상황이 크게 변했음을 암시한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 1970년 에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는 ‘국제

융이란 돌아가는 바퀴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명해졌다. 토빈은 환율의 지

나친 변동을 우려했다. 그는 외환시장을 드나드는 단기자 에 한 과세가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거시경제 운용의 조정 공간도 만들어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빈세는 국외원조와 백신, 녹색기술 등의 확산 운동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비 해진 

융부문의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많은 비정부기구와 지지단체들 사이에서 커다

란 반향을 일으켰다.  랑스와 일부 유럽내 지도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터

가 얘기하기 까지, 세계 융시장의 두 심지인 미국과 국의 어느 주요 정책결정자

도 토빈세에 해 우호 으로 말한 이 없다. 

  토빈세의 이 은 장기 국제투자에 부정 인 효과를 주지 않고 단기 인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다. 를 들어 국경을 넘는 모든 융거래에 거래액의 0.25%를 세 으로 매긴다

고 가정하자. 그러면 즉시 과세액보다 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이트 이딩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장기 외환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거래 행의 종언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훨씬 장기  망을 좇는 투자자들은 토빈세에 의해 크게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장기 으로 자본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토빈세가 경제를 총체 으로 잘못 운

하는 정부를 응징하는 융시장의 기능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토빈세는 엄청난 돈도 거둬들일 것이다. 국제 외환거래에 붙는 은 세 으로 인한 수입

은 매년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에 이를 망이다. 정확한 토빈세 수입액이 얼마나 되든지 간

에 국외원조액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속 상인 도하라운드 무역 상 타결로부터 얻

게 될 혜택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말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워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소장이 언 했던 것처럼, 토빈세 부과를 빠

져나가기 훨씬 어렵게 할 여러 방법이 있다. 를 들어 자신의 융회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신고하는 직원에겐 정부가 추징세액의 10%를 포상 으로  수 있다. 이는 자체감

시를 한 꽤 효과 인 인센티 가 될 것이다. 

  토빈세가 장기 인 융시장의 불화를 조정할 순 없다. 이런 세 은 미국과 국의 무역 

불균형을 막지 못한다. 국외 차입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통화  재정정책을 추구하려

는 의도를 지닌 정부들을 설득해,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없다. 이런 여러 문제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시경제 , 융  치료약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카지노식 가치를 

좇는 세계 융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길 원한다면, 토빈세는 그 좋은 출발 이다1). 

  최근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명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 들에게 '토빈세(일

명 융거래세 는 로빈후드세)'를 도입해 빈곤 국가 지원을 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구했다. 

   토빈세는 외화자 이 유출입 되는 거래에 매기는 세 으로, 강력한 핫머니(단기 투기자

) 규제 수단  하나다. 

1) 니 로드릭 (2009), “하버드  네디스쿨 ·경제학 교수로서 토빈세 도입의 논리  타당성과 토빈세 과세방법

을 구체 으로 강력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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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가 그동안 반 해오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규모 단기

자  유입을 통제해 융 거품을 막기 한 조치라고 분석된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 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응할 것인가

에 하여 토빈세제도 도입의 국제 황과 문제 을 분석한 후 응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2차 세계화의 특징과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2.1 세계화의 특징

 세계화는 국경에 의한 경제적 교류의 단절을 연결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 간 경쟁도 격화된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던 기업

이 세계 경쟁에 노출된다. 그 결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빠르게 세계시장을 

석권하며 큰 수익을 올리는 반면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은 쇠퇴하는 승자독식사회 

(winner-take-all-society) 현상이 나타난다. 

 세계화로 일부 기업은 성장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세계적 대형 기업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으나, 각 국가에서는 쇠퇴하는 산업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

면했다. 세계적 기업은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높은 수익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지분비율도 높기 때문에 성장의 과실이 자국민에게 전파되는 비율이 이

전보다 낮아졌다. 그 결과 기업의 높은 수익이 국내 수요를 증대시키는 전파효과가 현저히 

저하되었다.

 각 국가 내에서 세계화로 인한 수혜 집단과 피해 집단이 현저하게 구분되게 되는데, 특히 

그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던 중소기업이나 비숙련 노동자 등이 대거 피해 

집단에 속하게 된다. 세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2.2 세계화의 4단계 진행

 제2차 세계화는 다시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독일과 일본이 급속히 성장

하는 1980년대 이전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전파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주도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와의 체제 경쟁으로 인해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 사이의 갈등은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세계화가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다. 그러나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계 각 국은 심

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시기이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에서 선진국 사이에서는 

미국·독일·일본의 각축이 진행되던 1980년대를 편의상 2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 대 후반이 되면 미국의 주도적 지위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되고, 

세계 경제는 미국·독일·일본이 주도하는 시기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80년 대 초부터 제조

업을 거의 내주다시피하며 독일과 일본의 추격에 시달렸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레이건의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바로 이러

한 미국의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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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단계는 다시 미국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단계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부동산 거품

의 붕괴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독일은 통일로 인한 내부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했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경향을 주도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과 

영국은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소득

불균등도가 악화되는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대거 이루

어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한 새로운 경제전략이 제시되었

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미국은 1990년대 장기 성장을 지속하면서 다시 세계경제의 주도

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시기 유럽은 고질적인 고실업으로 인한 문제에 봉착하면서 동시에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기술분야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

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에서 전통적 사회민주주

의 노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영국 진보 진영이 제시한 제3의 길에 대해 

비판적 분석에 착수하면서 유럽의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또한 이 시기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BRIC's)이 주축이 된 대규모 개발도상국의 약

진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2000년 이후 제4단계의 특징적 현상이 되었다. 중국으로 대표

되는 대규모 개발도상국이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접근하면서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급속도로 높아져, 

2009년에는 마침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미국은 2000년대까지 지켜오던 세계 

시장 점유율 12% 수준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중국에 뒤처지게 되었다.  

그림 2 세계 수출액 대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수출액의  비중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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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세계화와 기술진보

 제2차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급격히 확산된 측면이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전 세계 지사와의 손쉬운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거대기업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했

고, 전 세계 기업들의 직접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 그 결과 부품이나 서비스의 해외주문

(offshore outsourcing)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국내 부품기업이나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 세계 경쟁에 내몰리게 했다. 

 각 국가 간 임금 격차는 결국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자,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

격을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규모 개발도상국이 부상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들보다 앞서 

성장했던 대부분 국가들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서 비숙

련 노동자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고, 따라서 기술개발에 의해 생산성이 올라가는 숙련 노

동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었다. 소득분배의 악

화가 세계화 때문인가 기술진보 때문인가는 경제학의 중요한 과제로 연구되었으며, 초기에

는 기술진보의 탓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에 의한 영향이 

크다보니 세계화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새롭게 호응을 얻고 있다. 

  2.4 세계화와 국제적 불균형 - 경제위기

 세계화는 국제적 불균형을 야기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

다. 미국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한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했다. 세계화 시대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여타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취했다.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도상국에서 저가의 상품이 수입되면서 인플레이션

이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되자, 각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완화책을 추진했다. 세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지속화되면서 금융완화책은 다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자산 분배의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가계대출을 이용해 자산을 보유

하려고 나섰고 그 결과 자산거품이 일게 되었다.

 결국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한 각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에 동반 부실화되

었고, 재정이 취약한 유럽의 중소국가들부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 불균

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III. 세계 각국의 세계화 대응 전략

  3.1 미국과 영국의 보수적 대안 - 신자유주의 전략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 진행된 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공급주의 

경제학이 득세하였고, 대규모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줄여나가는 노력

을 지속했다. 이러한 구조개혁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의 유연성이 한 단계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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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단기간 실업이 늘고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나, 상당 기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기록함으로써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양극화 심화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금융산업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을 빚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과 영국의 소득분배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집

권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는 2000년대에도 이어졌다. 결국 2006년을 전후에 대공황 이전과 

같은 최악의 소득분배 상황이 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소득분

배 악화 현상은 최소한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여타 유럽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정책에우 해 소득분배가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미국의 상위 10% 소득 비중 추이(1917-2006)

            자료 : Saez(2008)2)

  3.2 유럽의 신자유주의 대안 - 해외자본 유치 전략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은 해외 자본의 유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노력했다. 유럽의 후발국가인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가 대표적 사례이다. 해외 자

본의 유치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자유화 등 전면적인 경제 제도의 변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고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완화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자본 유입 허용으로 인해 2008년 경제

2) Saez, Emmanuel, (2008), '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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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발생하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위기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노정했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고속성장을 위해 안정성을 포기하는 경우의 위험에 대한 교훈을 주

고 있다. 

 유럽은 아니지만 중동의 두바이는 세계화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등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하

며 사막지대를 단기간에 중동의 허브로 도약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초기에는 랜

드마크 건설을 통해 성공적으로 외자의 유입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으나, 2008년 경제 위

기로 일시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외자에 의한 대규모 개발의 위험성을 알

린 사례가 되었다.  

 3.3 미국과 영국의 진보적 대안 - 제3의 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90년대 들어 진보적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활력을 높이려는 미

국 레이건과 영국 대처시대의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계승하면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의 과실이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지향했다. 영국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투자국가를 강조했다면, 미국에서

는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했다.  

 참여정부에서 소개한 미국의 해밀턴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기회

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An Economic Strategy to Advanc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이라는 부제는 성장전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의 당면한 

문제를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주요 성장촉진 영역(교육, 의료, 에너지, 기초과학연구, 인프라)

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로 적시하고 감세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의 3대 원칙은 이러한 전략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첫째, 폭넓은 계

층의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더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다. 

(Broad-based economic growth is stronger and more sustainable.) 둘째, 경제적 안정

성과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강화된다.(Economic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can be mutually reinforcing.) 셋째,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Effective government can enhance economic growth.)

 이러한 원칙하에 4가지 중요한 정책기조를 제안하고 있는데, 1) 교육과 근로, 2) 혁신과 

인프라, 3) 저축 및 사회보험, 4) 효율적인 정부가 그것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인적 자본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략적 특

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전략이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장

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3.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제고 대안 - 황금삼각형 전략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였던 덴마크도 세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초에

는 10%에 가까운 실업률이 지속되기도 했다. 실업자들이 복지 혜택에 의존하면서 재정지출

이 증가하게 되어 이중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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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던 덴마크는 1994년 실업보험 체계를 개편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세 축으로 하는 이른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모형

을 정립하게 되었다.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위

주로 한 사회안전망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는 정책을 

활성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고, 이 제도를 통해 노·사·정 협의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역시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형은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전통적 사회모형을 유지하

면서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결과 통합 유럽의 보

편적 전략으로 추천되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응요하여 적용하려는 모

범적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5 유럽의 사회통합 유지 대안 - 리스본 전략

 유럽은 격화되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통합을 단행했다.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럽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된 전략으로 세계화에 대

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세계화에 의한 압력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은 국가 간 차이를 극복함과 동시 유럽의 통합정신을 살리는 경제전략을 모색했는데, 

마침내 2000년 유럽의 정상들이 리스본에서 새로운 전략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 리스본 전

략의 목표를 1)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여,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

할 수 있는, 3)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잡았다. 

경제개혁, 고용증대, 사회통합이라는 3대 분야를 설정했는데, 이러한 분야의 선정에서 그 특

징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정보화 진전, 연구·혁신 촉진, 유럽 시장 통합 가

속화, 거시경제정책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증대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주축으로 한다. 사회통합분

야에서는 고용, 의료, 사회보장 등을 강화하여 전통적 유럽 사회통합 모형을 발전시키는 실

천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6 다양한 세계화 대응 전략의 평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노출시켰다. 위기가 시작

된 미국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추구했던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가 가장 

먼저 위기를 맞았다. 중동의 두바이가 뒤를 이었고, 그 이후 남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위

기가 퍼져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국가들이 위기에 매추 취약하다는 속

성을 드러냈으며, 반면 남부유럽처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재정을 제대로 관

리하지 못한 국가들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표1은 주요 국가의 상대빈곤률을 비교한 것이다. 상대빈곤률이 14%를 상회하는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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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미형의 개

방정책을 추구했던 국가들에서 상대빈곤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위기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면

서 동시에 상대빈곤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Ⅳ. 토빈세 入의 必要性

  

  4.1 투기 대상이 된 통화

  ‘닉슨 쇼크는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달러 방위정책으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하고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10%의 수입 과징금을 부과해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일본 엔화는 그때까지 1달러 360엔의 고정환율제에서 조금씩 시세가 바뀌는 변동환

율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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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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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지

만, 변동 폭이 적어도 금액이 많으면 이익이 아주 많이 생긴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기업이 국제 환시세를 이용한 ‘투기’를 사업영역으

로 삼고 있어 각국의 통화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 환시세를 이용한 투기성 통화

거래액은 계속 늘어, 변동환율제가 시행된 다음해인 1973년에는 4조 달러였지만 1980년에

는 40조 달러, 현재는 470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원래 환거래는 다른 통화 간의 대금 결제

를 위한 것이었는데, 각국의 통화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환시세는 바로 불안정해졌다. 외국

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에 공장을 세울 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결제하려면 통화

를 교환해야 한다. 대금 결제를 위해 통화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에서 지불까지의 기간 사

이에 환율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안정된 쪽이 좋다. 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불안정하고 단기간에 변동 폭이 크면 클수록 좋은 상황

이 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외환거래 실태를 보면, 무역 등의 대금 결제를 위한 환거래

는 전체 가운데 5% 정도뿐이고, 80% 이상이 투기를 위한 거래다.

 4.2 통화위기의 메커니즘

  국제 환시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통화거품’이라고 하는 통화위기가 쉽게 발생하게 되었

다. 환투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산 특정 통화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사

람들이 그 통화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너도나도 사다 보면 시세는 계속 오르고, 더 오를 것

이라는 기대감이 사람들의 거래를 부추긴다.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환시세가 본래의 통화가치를 크게 벗어나 단시간에 큰 폭으로 오른다. 이러한 ‘거품’의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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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어떤 계기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누구나 본래의 통화가치보다 크게 높아진 것을 우

려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통화를 속속 팔게 된다. 그래서 한순간에 통화가격이 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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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이후의 주요 통화위기만 해도 유럽통화제도(EMS)에 대

한 투기적 공격(1992∼93년), 멕시코 위기(1994∼95년), 아시아 통화위기(1997∼98년), 러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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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몰린다. 

   태국에서는 199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인 1997년에는 1.7%, 1998년에는 8.0%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가 후퇴했

다. 이 시기 아시아 각국 통화의 대 달러 시세는 거의 50% 하락했다. 결국 달러로 결제되

던 수입품의 가격이 2배가 된 것이다. 실업률도 한국의 경우 4배, 태국이 3배, 인도네시아

가 10배로 뛰어올랐다.

4.3 통화위기 억제하는 토빈세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 한 나라의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고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통화위

기를 국제사회가 방치해도 좋은 걸까. 현재 수년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토빈세이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 박사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른다. 토빈세

는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안된 세제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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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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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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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각 국   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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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의 빈곤을 없애는 기초적인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금액은 연

간 400억 달러, 세계 최빈국 41개 나라의 누적 채무 총액이 1,690억 달러(1998년 현재)이

므로, 세수의 운용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표 1 토빈세를 요구하는 세계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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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일  교수이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0년 에 단기 인 지나친 환투기와 황율 변동을 방지 하기 하여 세 을 부과할 것을 제

안하는 데서 유래되어 국제  합의하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모

든 물거래에 율의 단일세율(uniform tax rate)을 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1960년  말 이후 선진국들이 자본의 국제  이동에 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환

거래의 규모가 증하 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

안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Spahn은 1996년 토빈이 제안한 율의 세 부과가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억제

하는 데 효과 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지 하고, 안으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을 제안했다. 이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용하고, 환율 변동이  

심한 기기에는 투기  외환거래를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용하는 것이

다. Tobin(1974, 1978)의 고유한 토빈세나 Spahn(1996)의 2단계 토빈세 등은 기본 으로 투

기  자본이동을 억제하기 하여 외환거래나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빈세 도입의 실질  효과에 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Bhagwatl(1998)과 Spahn 

(1995), Stiglitz(1989)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 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토빈세

와 같이 자본거래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안정성을 기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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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Fisher(2001)와 Summers(2000)은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선진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국가들이 소득국가로 발 하

기 한 용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에서 토빈세 부과를 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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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先進國의 토빈세 入 事例

  토빈세는 제안당시에는 그다지 논의의 상이 되지 못하 으나 1990년  세계 융시장

의 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1995년에 미국의 반 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인 

G-7의 의제로 상정되었다.  그 이후 유럽의 진보진 을 심으로 토빈세에 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8년 창립된 NGO인 ATTAC은 토빈세를 도입하여 얻은 재원을 제

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데 상용하자고 주장하며 각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토빈세 도입에 하여 미국은 국제  융거래에 해 세 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 의사

를 분명히 하고, IMF도 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Dominique Strauss-Kanh 

IMF 총재는 ‘토빈세’는 오래된 아이디어로 오늘날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랑스, 구,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토빈세의 도입을 극 으로 지 하고 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G-20 회의에서 토빈세의 도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재 토빈세를 실제로 시행한 나라는 라질이 유일하며, 벨기에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기 하여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의 논의를 주도하

고 있는 국, 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토빈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도입을 강

하게 주장하고 있다. 

  5.1  브라질3)

   브라질은 1990년대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외채가 급증하자 1993년 국제적 자

본이동에 대하여 금융 거래세를 도입했다.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금융거래세의 세율은 5

년 미만의 해외차입에 대해서는 그 수익액의 3%, 고정수입을 가져오는 외국인 투자에는 투

자액의 5%로 정했다. 그 이후 브라질은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금융 거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09년 10월19일에 브라질은 레알화의 과도한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외

국인들의 브라질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2008년 말 이후 지속된 레알/달러 환율의 하락이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통해 실물경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금융 거래세 부과가 발표된 

2009년 10월 중순 이후 레알/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2009년 11월 말 현재까지 주춤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단

기적으로는 레알/달러 환율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당분간 레알화의 절상 추세는 가능

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1960년 말 이후 선진국들이 자본의 국

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환거래의 규모가 급증하였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환

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그 후 Spahn(1996)은 토빈이 제안한 저율의 세금 부과가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억제하

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2단계 토빈세를 제안했다. 이는 외환

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투기적 외환거

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Tobin(1974, 1978)의 고유한 토빈세나 Spahn(1996)의 2단계 토빈세 등은 기본적으로 

3) Cardoso and Goldfajn(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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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환거래나 외환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했으며, 토빈세 도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즉,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토빈세와 같이 자본거래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

이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토빈세와 같은 거래세 부과로 환율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

며 조세부과가 유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

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선진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저 소득국가들이 중위소득국가

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토빈세 부과를 반대했다.

   토빈세는 제안 당시에는 그다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세계 금융시

장의 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1995년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담

(G-7)의 의제로 상정된 바 있다.

  창립된 NGO인 ATTAC은 토빈세를 도입하여 얻은 재원을 제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하며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2  벨기에

   2004년 7월 벨기에 의회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 도입 법안을 승

인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벨기에에서 발생한 직. 간접적 현금거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은행대체제도의 이용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을 포함한 총 외환거래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며 외환거래의 성격에 따라 2단계 세율 적용한다.

·  일반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적 목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유럽경제재무장관회의에 의하여 투기적 거래로 결정된 경우

에 한아며 세율은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외

환거래 중앙은행 및 법률에 의해 승인된 국제기구 등의 외환거래는 토빈세를  면제한다.

   토빈세 도입에 대한 법안은 유럽경제통화동맹의 모든 국가들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

하는 유사한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4)하되 이는 다른 국가들의 동조 없이 단독

으로 토빈세를 시행할 경우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5.3  영국 

  

  2009년 8월 영국 금융감독청 Adair Turner 의장이 금융거래세를 제안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여 왔던 미국과 영국의 정부당국 가운데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장이 

금융거래세의 부과를 주장한 것은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주도적으로 강조해 온 두

나라의 관례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4) 한편 프랑스도 역시 2001년 외환거래에 대하여 0.01%에서 0.1% 사이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

의 시행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받아들일 때가지 유보하는 법안

을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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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가 아닌 영국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이 이러한 주장을 함에 다라 보다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영국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여 수익성과 위험성 

높은 경영활동을 억제해 왔으며 토빈세 도입은 이와 관련하여 강구된 추가 조치이다.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불필요한 자금거래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경영의사 결정으

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Gordon Brown 총리도 2009년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인 G-20 회의에서 은행의 

방만한 영업활동으로부터 각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Turner 의장의 의견에 동조를 표했다.5)

   한편 영국의 재무부장관 Alistaire Darling은 영국 금융시장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영국은행협괴 등도 영국경제에 있어 은행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빈세 

도입 들을 통한 시장 축소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

다.  토빈세는 정상적 은행 경영활동을 방해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실적 감

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또한 토빈세 도입은 적용세율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국제적 합의를 달성하

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Ⅵ. 토빈세 入 前提條件

  6 . 1  담 국제 기 구 의  필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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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되면

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환투기 등 단기 인 국제 자본이동을 규제하기 한 방안으로 토

빈 교수가 세  부과를 주창한 것. 즉, 국제  자 본 거 래 에  세 을  부 과 하 여  투 기  자 본 이

동 을  이 고  이 를  통 해  확 보 된  세 을  빈 국의  개 발 에  지 원 하 자 는  취지 에서 토빈세를 주

장한 것이다. 

   인즈 이론의 STT(Securities Transactions Tax)를 외환시장의 범 에 용시켰다는 

의미에서 토빈 교수의 토빈세는 CTT(Currency Transaction Tax = 융거래세)라고도 불

린다. 토빈 교수는 '국제 융이란 돌아가는 바퀴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고 언 했고, 환율의 

5) 2009년 11월에 열린 G-20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 등은 

국제금융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반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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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변동을 우려했으며, 외환시장을 드나드는 단기자 에 한 과세가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거시경제 운용의 조정 공간도 만들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때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이 우려되었는데요.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으로 인해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금융위기도 극복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

들, 그리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번 위기의 책임을 금융권에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하고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수반들 사이에선 토빈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토빈세만 언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

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다.

1) 금융보험금(insurance levy):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납  

      부하여 금융위기 발생 시의 비용을 충당

2) 정리기금(resolution fund):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정리기금에 납입하여, 위  

      기 발생 시 정리금융기관 해체에 사용

3)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

  6.2 토빈세 도입의 현재진행상황

   최근 융거래세에 해서 언 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토빈 교수의 제안은 

처음엔 큰 심을 끌지 못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따른 장 에 주목하는 시각이 지배

이었던 시기 으며 자본 통제로 수익 창출 기회가 축될 가능성을 염려한 융계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아시아 융 기를 거치면서 토빈세에 해 국제 인 

심이 다시 생겼다.

   를 들면, 랑스에서는 아탁(ATTAC: 시민 지원을 한 국제 융거래과세연합)이라는 

비정부 조직이 만들어졌들 정도.그리고 최근 라질 정부가 헤알화의 지나친 강세를 막기 

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달러화에 해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토빈세가 국

제 융시장에 이슈로 부각 다. 

   라질 외에도 세계 각국이 토빈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융감독청장(FAS)

으로 로벌 융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어데어 터 는 지난 8월 융산업의 과도한 팽

창, 특히 융 부문의 과도한 수익과 보상을 억제할 방안으로 융거래에 한 세  부과를 

제안했다.   최근엔 랑스, 독일 등 유럽을 심으로 세계 12개국 각료들은 토빈세 도입 문

제를 연구할 문가 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모든 융거래에 0.005% 세 을 부과해 개발원

조 자 을 연간 450억 달러 조성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랑스 통령은 "유럽 이사회는 G20 정상회의 때 융 거래에 세 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유럽이나 반세계화 진영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토빈세지만, 정작 토빈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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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감대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우선 세계 모든 국가가 합의하고 준수해야 토빈세의 

효력을 볼 수 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세피난처로 인해 이러한 자본 통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자금 흐름에 왜곡이 생길 수 있으며, 토빈세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

려도 있다. 즉, 환율이나 금융자산 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인데, 스웨덴은 토빈

세를 본떠 198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지만 이로 인해 증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결국 

1991년 이를 포기한 적도 있다. 또한 토빈세는 이미 유입된 자금의 유출 제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 있을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토빈세 시행에 앞서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높이거나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국

은행간 외환스와프 협정을 상시화,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토

빈세를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토빈세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Two-Tier Tobin Tax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

존 토빈세의 약점을 보완하여 환율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만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을 Two-Tier 토빈세라고 한다.  즉, 목표환율 범위를 설정하여 환율이 동 범위 밖

으로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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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가 다수 있다.

    토빈세의 부과로 인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해지수요 등 실수요

거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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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기 훨씬 어렵게 할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금융회사가 속임수를 쓰

고 있다고 신고하는 직원에게 정부가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이는 

자체 감시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대니 로드릭 하버드 케네디스쿨  

경제학교수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로벌 융을 보다 건 하게 만들고 안 망을 설치하기 해서  

토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도 신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빈세가 외환거래의 기회

비용을 높여 투기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라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얼마

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토빈세 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자본이동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율 변동에 의한 기대수익률이 세율보다 클 경우 낮은 세율의 토빈세 부과는 외환시장

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Davidson(1997)에 따르면 

1994~1995년 멕시코의 페소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무려 23%에 달하는 토

빈세가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거래비용의 상승을 통해 외

환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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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도입하면 유동성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고 단지 투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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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만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투기적 자본이동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을 고려하면 이는 회의적일 수 있다.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투기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적절

한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서 Spahn(1995, 1996)은 2단계 토빈세

가 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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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거

래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정상거래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단기 투기자본을 

억제하기 위한 토빈세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토빈세는 한 나라에서 일방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금융거래가 역외금융시장으로 이동하

는 등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토빈세는 모든 대상 거

래에 대하여 관련국들이 동시에 과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조세회피를 고려하였을 때 단일세율의 세계적 과세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의 규모

나 발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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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환이 필요한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모든 통화 간 외환거래에 토빈세를 부

과할 경우 거래량이 작은 나라들이 통화 간 외환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이들 국가들이 통화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최근 G-20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토빈세 도입을 지지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반대한 바 있다.

  원화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가 특정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거래에 외환거

래세를 부과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조세회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자회사 상계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장

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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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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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할 것이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미리 구축하지 않으면 위기 시 단기간 내의 합의 도출이 어

려워 향후의 논의는 이러한 탄력적 토빈세를 중심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

상된다.

                Ⅶ. 韓國의 토빈세 入方向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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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연간 거래일 25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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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일평균외환거래액
(현물환) 56.1 86.1 96.8 127.5 185.2 196.9

예상 세수
(0.1% 세율 적용) 14.0 21.5 24.2 31.9 46.3 49.2

예상 세수
(0.5 세율 적용) 7.0 10.8 12.1 15.9 23.2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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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세율 적용) 49.3 61.8 71.0 48.4 78.9 125.6

   세계적으로는 2007년 기준으로 현물환에만 0.1%의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2,513억 달러

의 세수가 예상된다.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이를 관리할 국제기구가 구성되어 토빈세 세수를 관리하고 배분하

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국이 직접 세수를 관리한다면 토빈세로 인한 세

수의 형평성이 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토빈세 제도를 따르지 않을 유인을 지닐 수 있으므로 토빈세로부터 세수는 이와 관련된 국

제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우리나라 외환거래액 및 토빈세의 예상 세수> (단위 :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외환거래 동향」

           <표 3 국제시장의 외환거래액 및 토빈세의 예상 세수> (단위 : 억 달러)

   자료: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2007

                      <표 4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  (기말기 , 억 달러)

     외  환 2007 2008 2009 2010 2011.3월 4월 (4월 )
 외환보유액 2,622.2 2,012.2 2,699.9 2,915.7 2,986.2 3,072.0 85.8

유가증권
1)

2,317.8 1,803.8 2,488.6 2,679.3 2,717.1 2,719.1 2.0

 치 299.9 201.0 163.4  189.9 219.3 301.9 82.6

S  D  R 0.7 0.9 37.3    35.4 37.0 36.2 -0.8

IMF포지션 3.1 5.8 9.8    10.2 11.9 14.0 2.1

   0.7 0.7 0.8 0.8 0.8 0.8 -

  주 : 1) 국채, 정부기 채, 국제기구채, 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표 5 주요국의 외환보유액>1)

(2011.3월말 재 ) (억 달러)              

순    국  가     외환보유액 순    국  가      외환보유액

1.     국    30,447 (533) 6. 인    도2)     3,035 
     

(27) 

2. 일    본    11,160 (245) 7. 한    국     2,986     (9) 

3. 러 시 아     5,025 (87) 8. 스  스     2,802     (52) 

4.     만     3,926 (19) 9. 홍    콩 2,725 (-2)

5.  라 질     3,171 (96) 10. 싱가포르     2,334 
     

(25) 

       주 :  1) 잔액 기 , (   )내는 월 말 비 증감 액

2) 2011.3.25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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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1.3월말 재 기 으로 세계 7  수 으로 외환시장 또

는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단기적인 거래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

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와 이를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실현 가능

한가가 토빈세 또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토빈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래 그동안 여러 차례의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

기를 겪으면서 토빈세에 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림 설명=외국자본이 주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의 경우 유럽 주요국의 정부 수반들이 직접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반대하

고 있으나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수료의 형태로 이미 존재

하고 있다. 결국 세율에 따라 이러한 거래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것이 

유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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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 외국은행에 외화를 입금

하고 해당 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원화를 인출하는 통화스와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화를 그

대로 해외로 송금하여 현지에서 외화로 교환하는 시장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다.

   위기 시에 직접적인 외환거래 통제 등은 구체적인 시장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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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반면 토빈세를 시장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빈세 부과 목적의 정당성과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제공조의 어려움 등

으로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외환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할 

유인도 거의 없다. 따라서 토빈세에 대해서는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 전개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일단  IMF 보고서와 12개국 1차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야 할 것

이다.  국제적인 투기자금의 급격한 이동 등으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지는 

경우 이에 대처하고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미리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Ⅷ.  結 論

 

   2010. 06. 23 천안함 대북 강경조치와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친 지난달 말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 ․ 달러 환율은 하루 사이에 30~50원까지 널뛰기를 연출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에는 100원 이상 급등할 정도로 불안한 외환시장의 주범은 외국자본의 투기

성 단기자본이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에 따라 수시로 반복되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불

안정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인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 단독으로라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홍범교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글에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외환시장에 금융거래세를 도입

해 지나친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며 "최근 국제여론이 다소 주춤하지만 금융위기 책임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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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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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

에서 우려하는 자본유출 부작용 없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외화자본 유출입의 창구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단기 외

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편 토빈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해 국제금융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금융위기 촉발을 막

기 위해서는 토빈세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국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선순환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제 투기자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토

빈세'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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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인 5월 말 증시에서 하루만에 23조가 빠질 정도로 자본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 장관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및 금융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

는 원론적인 언급만 남겼으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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