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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pre-feasibility study and project evaluation, the discount rate or cutoff rate should be given 

by the government authority. To get the Benefit/Cost Ratio, NPV(Net Present Value) and 

IRR(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pertinent and realistic discount 

rate should be determined to be suitable to the present time period.

  The cut-off rates in Korea were equivalent to 15% in 1970`s, 10% in 1980`s and 8% in 1990`s. The 

prevailing rate of discount as 8% is considered not to be suitable for the 2000`s public project 

appraisal considering the present interest rates on deposit and national bonds. 

  To determine the socio-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ublic projects, the IRR should be bigger than 

the present cutoff rate. When we still use the high old rate of discount, the analytical results of 

project appraisal will show always economically unfeasible. Therefore the new rate of discount 

suitable for present tim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The public projects to be implemented in 2000 year onward are recommended to be adapted 5% of 

cutoff rate for the project appraisal and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tendency 

of discount rates and market rates of intere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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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분석함에 있어 

타당성의 단기 은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는 

자본의 평균이자율 는 수익률을 의미하며 흔히 

할인율이라고 말한다. 이 할인율은 사업선택의 

요한 기 이 된다. 할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사업의 

평가결과에 결정 인 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는 할인율 수 을 얼마로 정하는가 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 자본의 기회비용은 1960년 의 

15%에서 1980년 는 8%수 으로 낮아 졌으며 

1990년 에는 약 7～8% 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근

에 정부가 발표한 공식 인 할인율은 없다.1) 

  최근 시 리가 하향 안정세로 유지되면서 

리인상에 별 다른 요인없이 4～5% 로 형성되고 

있다. 시장 리 에 낮게 형성되는 국채수익률은 

4% 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게 형성되는 

회사채이자율도 5% 를 형성하고 있다. 이 듯이 

 시장 리상황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

제  타당성 분석에 용되는 할인율 8% 수 이 

높아 시장 리에 맞추어 할인율을 낮추어야 한다

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

리나라 자본의 기회비용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

고 있으며, 학자들 간에도 자본의 기회비용 용 

 산정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부문 

공공투자사업의 정 할인율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업의 경제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산

출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효과를 평가하

여야 하는데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가 사

업시행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년차별

1) 임재환, 농업투자분석론, 선진문화사, 1997. p.161.

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명목가치 그 로 비교

할 수 없으므로 기 년도의 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즉 편익과 비용의 발생시 이 다

르기 때문에 재시 에서 편익과 비용을 악하

여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재가치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것을 재가치로 할인한다 하고, 이 때 용되

는 이자율을 할인율(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이 

때 용되는 할인율은 이자율(interest rate)의 일

종이지만 개념상으로는 이자율과 서로 반 의 의

미를 가진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재의 가치

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반면, 이자율은 재의 가치

를 미래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사용된다.

할인율의 결정이론2) 

  할인율 결정에 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

고 있다. 그 에서 몇가지를 나열하여 보면 크게 

①사회  시간선호, ②자본의 기회비용, ③ 험과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1. 사회  시간선호

  사회  시간선호율은 사회  후생이나 소비의 

효용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것을 측정하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되며, 시간선호율은 서

로 다른 시간에 나타나는 상이한 소비기회에 상

 가치를 부여하는 주  교환비율이다. 즉 미래

의 보다 많은 소비를 하여 재의 소비를 포기

하는 행 에 한 기회비용을 가리킨다.

       

2) 김 임외3, 규모 개발사업의 환경경제성 분석 도

입방안Ⅰ,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02. p.17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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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간선호율(i) = ng + z 

       

  여기서 z : 순수 시간선호율

         g : 1인당 실질소비증가율

         n : 소비증가에 따른 추가효용의 하락율

              (소비의 한계효용 탄성치)

  1인당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회  시간선

호율은 개인 인 순수시간선호율 z와 같게 된다. 

만일 소비가 감소하는 경우라면 사회  시간선호

율은 개인 인 순수시간선호율 z보다 게 된다. 

그리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면 사회  시

간선호율은 개인 인 순수시간선호율 z보다 크게 

될 것이다.

  순수시간선호요소가 매우 높아 사회  할인율도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도국 경제에서 개

인의 시간선호를 반 하는 실질 차입이자율이 1

5～20%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

제기구에서도 로젝트를 평가할 때 형 인 

10% 는 그 이상의 이자율을 사용한다. 빈곤

상태의 개도국에서 이 게 이자율이 높은 것은 

재의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10년이후 의식주의 안

정을 보장하는 것보다 시 하기 때문이다.

    

2. 자본의 기회비용

  자본의 기회비용은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포기하게된 유사한 최선의 투자회수율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최소한 체되는 

사업만큼은 높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기회비용차

원의 할인율로 희소한 자본의 최 배분을 달성하

기 하여 정당화된다. 자본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자율을 상으로 결정된다3).

3)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 사, 1997. p.135～139

  1) 시장이자율

  민간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이자율을 공공사

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완

경쟁 이라면 자본이 갖는 한계생산성과 일치하여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

으나, 실 으로 자본시장은 정부의 간섭 내지는 

수익률에 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불완정성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제의 시장이자율을 할인

율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정부공채이자율

  정부공채이자율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에 부

과된 이자율로서 정부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차입하

는 차입 에 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다. 정부의 

국공채이자율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 이라면 이를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할인율

  기업할인율은 한 기업이 자신의 잠재  투자사

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을 가리킨다. 기업

할인율은 투자사업에서 최소한 기 되어야 하는 

수익률에다가 험률  세 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 이다. 이 기업할인율은 자원의 효율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투자도 민간투자와 경쟁

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공투자도 민간투

자만큼 수익률을 올려야 타당성이 있게 된다는 논

리로 정당화 될 수 있다.

  4) 사회  할인율

  사회  할인율은 개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악하고 이들 구성원들의 경제 행태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한 국가의 투자와 축간의 정배

합을 통해 사회  할인율이 도출된다. 사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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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자본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악하여 공공투

자와 민간투자간의 기회비용으로 볼 경우, 이는 민

간기업이 통상 기 할 수 있는 산업의 평균수익

률을 측정하여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4) (여기서는 산업의 평균수익률은 투

자의 한계생산성으로 .) 실제 투자사업의 할인율 

결정시 사회  할인율 개념으로 근하는 논리가 

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 된 사회  할인율이 꼭 자본

의 한계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 

3. 험과 불확실성

  비용과 편익은 그것이 실 된 가능성이 험하

거나 불확실해질 경우 더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 으로 

할인과 련된 불확실성의 유형은 ①사망 험 ②

개인의 미래선호에 한 불확실성 ③편익과 비용

의 규모에 한 불확실성 등이다. 첫째, 사망 험

은 개인이 재의 소비를 자제함에 따른 미래의 

과실을 즐기기 이 에 죽을 수 있으므로 미래보다 

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선호는 

그럴지라도 사회는 그 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의 

사망 험이 사회의 할인율을 결정하는데 한 

기 이 못된다. 둘째, 개인의 미래선호에 한 불

확실성은 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의식주나 에 지, 

환경에 한 선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지 어들

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로잭트나 

정책이 이들에 련될 때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편익과 비용규모에 한 불확실성을 반 하

기 하여 할인율을 낮출 경우  다른 문제를 야

4)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 사, 1997. p.140.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인율의 인하는 험의 

규모가 시간에 따라 지수형태로 증가할 경우에만 

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험요소가 이러한 형

태를 지닐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

다. 때문에 험을 할인율로 조정하여 반 하려는 

것은 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내․외 할인율 용 사례

1. 국내 사례

  1) 정부의 지침 

  1982년도 경제기획원 투자심사편람(농업분야)에

서 “여러가지의 측면에서 계측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공부문에 있어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정

하는 지표인 자본의 기회비용은 개략 10%로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시하 으며, 1988년

도에 경제기획원에서 할인율을 13%로 제시한 바 

있다. 한 1992년도에는 재정경제원 정책조정국에

서 제시한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는 “기 수익률

(Cut-off Rate) : 12%( 산업), 경제  수익률

(EIRR)이 8～12%이면 한계사업(Marginal Project)

로 . 기 수익률 12%는 산업별․업종별 사업특

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해석․운용되어야 할 것

임.”으로 제시 하 다. 한 1998년도 라북도에

서는 에서 제시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사업별 할

인율을 결정하 다.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2) 우리나라 자본의 기회비용에 한 각계 의견

  가) 1980～1984년까지는 10.81%, 1985～1989년

까지는 7.26%, 1990～1994년까지는 8.39%로 나타

났고, 1995～1998년까지는 경상시장가격으로 8.15%

이나 1998년 실질자본의 기회비용은 8.08%로 재 

우리나라 자본의 기회비용은 8%로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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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사업별 할인율

분  야 세부 사업별 할인율

 사회․보건
 회 (여성, 근로자복지) 건립사업 10%

 의료기  신축(신축, 의료원 등) 12%

 청소․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12%

 분뇨처리장 시설 12%

 산업․경제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산업 10%

 어항건설산업 10%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 장 건설 10%

 도로․교통  도로교통사업
포장15%
교량10%
개설12%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사업 정배수10%

배수 12%

 하수처리사업 12%

 치수․재해 책  하천개수사업 12%

 지역개발
 택지개발사업 10%

 공원조성사업 12%

 문화․ 술
 박물 건립 10%

 지개발 12%

 체육․
 체육시설 건립 10%

 문화 술회  건립 10%

 민방 ․소방  소방서 설치 10%

 일 반 행 정  공공청사 건립 10%

주) 라북도, B/C 분석기법 용 실무요령,  1998, p. 61.

이며, 2000년 이후의 투자사업에 한 자본의 기회

비용은 실 이자율  국공채이자율을 고려해 

5%를 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임재환 

(2002년) -

  나) 공공투자의 정할인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이 8～12%, 생산자 이자율 7.47～13.5%, 

자본비용율이 8.25～10.3% 수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UNIDO 방법에 따르면 4～10%, World 

Bank 방법에 의하면 7.0～9.8%로 산정 되었다. 여

기서 종합 으로 할인율의 상한과 하한을 찰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  할인율은 7.0～13.5% 범

로 산정되었으며, 필자의 개인 인 견해로는 10% 

수 을 건의하고 싶다.  - 이선, 옥동석(1987) -

  다) 원개발투자사업을 상으로 사회  할인

율은 7%로 재무  할인율은 11%로 제시하 다. - 

김휘석외 (1999) -

  라) 실질 사회 할인율의 최 치를 8%로 제안

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물가상승이 반 되지 않은 

비용과 편익의 수치에 실질할인율의 값(6～8%)을 

용하여 재가치를 평가한후 편익/비용 비율이 

최소한은 상회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한 

것이다. - 비타당성 조사수행을 한 일반지침연

구. 한국개발원 (1999) -

  3) 국내공공사업의 할인율 용사례

  먼 , 2000년도에 새만 사업 환경 향평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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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내공공사업의 할인율 용사례

사 업 명 용할인율 분석기 분석년도

ㅇ새만 사업 환경 향평가공동조사

  (경제성분야)
8%

 새만 사업 환경 향

 평가공동조사단
1999

ㅇ 산강 Ⅳ단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10%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8

ㅇ -당진,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건설 10%  김동욱 1999

ㅇ송리원 다목  건설사업 7.5%  한국개발연구원 1999

ㅇ동강  사업 경제성분석 결과 8.5%  한국수자원공사 1997

표 3. 한국에 있어서 자본의 기회비용추이
단  : %

연도별 축율(S) GNP성장율 경상기회비용 실질기회비용

1965-1969 14.37 22.59 25.78 12.38

1970-1974 19,04 27.91 17.22 6.61

1975-1979 28.14 32.06 19.72 3.70

1980-1984 27.10 19.09 10.96 10.81

1985-1989 37.00 15.84 12.60 7.26

1990-1994 36.51 15.55 15.73 8.39

1995-1998 33.99 5.73 8.15 1.57

      주 : 5개년 평균값임.

      자료 : 임재환, 농업투자분석론, Page 166.

조사단에서 분석한 새만 사업 환경 향평가공동

조사(경제성분야)에서는 8%의 할인율을 기 하여 

분석하 으며, 1998년도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서 분석한 산강 Ⅳ단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서는 10%를 할인율로 용하 다. 한 1999년도

에 김동욱은 -당진, 구미-옥포간 두 고속도로 

노선에 한 경제성 분석시 향후 리와 물가수

이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상하여 사회  할인율

을 10%로 용하 으며, 1999년도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분석한 송리원 다목  건설사업에 한 

비타당성조사에서는 7.5%의 사회  할인율을 사용

하 다. 1997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월 동강  사업 경제성분석 결과에서는 할인율 

8.5%를 용하 다.  내용을 정리하면 <표 3-2>

와 같다.

  4) S.Chakravarty Model에 의한 국내의 할인율

추이 

  인도의 경제 문가 S.Chakravarty는 자본의 기

회비용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g            g․D
P =  는  
      S/D            S

   여기서   P : 기회비용    g : GNP 성장율

            S : 축률      D : 이윤소득률

  이 공식은 자본의 기회비용은 성장률(G) 이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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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크기에 비례하고 축률에 반비례한다는 것

이다. 표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인 계

산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

나 연도별 경제성장률, 이윤소득의 크기  물가변

동의 불규칙한 변화 때문에 연도별로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실의 할인율로 용하기에는 어

려운 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가) 행 토지개량사업

  1967년에 공공사업 계 8개 성청(省廳)으로 구

성된 allocation 의회에서 타당투자액 산정을 

한 할인율이 농림에 해서는 5.5%로 되었던 것을 

참고로, 1968년부터 토지개량의 경제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타당 투자액의 산정에 있어 5.5%의 할인율

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

    나)건설성(建設省)

  1998년 6월 ｢사회자본정비에 한 비용․효과분

석에 한 통일  운용지침(안)｣에서 4%의 할인

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거품(bubble)경제후에 일본의 경제구조

가 크게 바 었다고 단하여 1991년 부터 8년간 

국채(10년)  지방채(10년)의 년평균 이자율에서 

년평균 물가 상승율을 빼면 국채, 지방채 모두 약 

4%가 되기 때문에 할인율을 4%로 하고 있다.

  2) 국제기구의 할인율 결정

  할인율의 이론은 결국 이자율의 이론으로 바꾸

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자율이란 자본시장이 완  

경쟁  일 때 재재(現在財)와 미래재(未來財) 

사이의 선호를 나타내는 시간선호율과 자본의 한

계생산성이 일치하는 데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이자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간

섭 내지는 수익률에 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불완

성 때문에 시간선호율이나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제 로 반 시킬 수 없다. 이러한 에서 공공사

업을 평가하는 데 용될 할인율을 시장이자율 

신에 사회  할인율로 하여야 한다고 할 때, 이 사

회  할인율을 ①사회  시간선호율과 ②사회  

기회비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측면을 더 요시 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tion)의 경우 사회  시간선

호율을 요시하는 반면에, OECD와 IBRD에서는 

사회  기회비용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즉, UNIDO에서는 소비편익의 극 화를 하여 

재의 소비를 측정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고, OECD

에서는 투자편익의 극 화를 하여 투자  축

을 측정의 척도로 삼고 있다.5) 따라서 UN산하기

구에서는 낮은 사회  할인율을 선호하는 반면, 세

계은행과 같은 국제 융기 에서는 자본의 기회비

용 근방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융시장 황과 시장 이자율

1. 국내 융시장 황

  국내 융시장동향을 보면 년 3월  SK 로

벌 사건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 등으로 투신사 

수익증권이 MMF를 심으로 폭 감소하는 등 

융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이었으나, 정부  한국

은행의 융시장 안정 책 등으로 하순부터 불안

5) 구체 인 사회  할인율의 산정방법은 김동건, 비

용편익분석에서의 사회  할인율 산정에 한 비교 

연구, 경제논집 제22권 제3호, 서울 학교 경제연구

소, 1983.에서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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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환매규모가 크게 축소되

었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신인도 하 등으로 부분

으로 환매요구가 지속되고 카드채  CP시장이 

크게 축되었다. 

  시장 리는 투신사 MMF 환매사태의 향으로 

3월 순 일시 등하 다가 종 수 으로 복귀하

여으며, CP 유통수익률은 험 리미엄 증 로 높

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표4. 주요 리추이
(월말기 , 연 %)

구  분 2002.6월 12월 2003.1월 2월 3.13일 3월 4.11일

국공채(3년) 5.66 5.11 4.77 4.60 5.24 4.62 4.58

회사채(3년)
1) 6.59 5.68 5.29 5.14 5.89 5.38 5.37

CD(91일) 4.91 4.90 4.55 4.53 5.04 4.70 4.61

CP(91일) 5.03 5.03 4.68 4.64 5.29 5.27 5.26

주) 1. 우량 기 물(AA-) 기 .

    2. 국회 재경  통화신용정책 보고, 한국은행, 2003.4.17

표5. 은행 여수신 리
1)
 추이

(연 %)

구 분 2002.6월 9월 12월 2003.1월 2003.2월 2003.3월

 축성수신 리 4.75 4.72 4.67 4.62 4.43 4.29

 출 리 6.71 6.64 6.58 6.51 6.39 6.42

 ( 소기업) 6.55 6.49 6.49 6.44 6.30 6.39

주) 1. 해당월  신규취 액 기  가 평균 리. 수신은 수시입출 식   융채 제외, 출은 당좌 출 

        마이 스 통장 출 제외.

    2. 국회 재경  통화신용정책 보고, 한국은행, 2003.4.17

표6. 가계 출 추이

(월평균 증감액 기 , 조원)

2001년 2002년 10월 11월 12월 2003.1월 2월 3월

3.8 5.1 6.1 2.1 2.3 -0.3 2.7 2.5

주) 국회 재경  통화신용정책 보고, 한국은행, 2003.4.17

  은행 여수신 리는 시장 리 하락, 소기업 출 

확 노력 등으로 체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

나, 3월 에는 회사채  CP시장 축, 법인세 납

부등 계  자 수요 증가 등으로 출 리가 소

폭 상승하 다.

  가계 출 증가규모는 정부의 가계 출 억제 책

 주택가격안정 등으로 년 들어서도 지난해 11

월 이후의 월 2조원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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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주요통화증가율 추이
( 년동기 비 평잔증가율, %)

구  분 2002.3월 6월 9월 12월 2003.1월 2월 3월

M3(총유동성) 12.9 13.5 12.4 13.3 13.1 12.6p 12%내외

M2( 의통화) 11.1 12.5 10.6 14.1 13.9 13.3 12%내외

M1( 의통화) 26.8 26.4 18.0 15.2 13.7 9.5 7%내외

본원통화 17.6 16.3 15.3 9.7 10.7 6.5 6.0

주) 국회 재경  통화신용정책 보고, 한국은행, 2003.4.17

표8. 융시장 주요지표 추이
                                                     (단  : 연%)

구    분 2002년말 2003.4월말 5.9일( ) 5.16일( )

콜 리(익일물)

   체 거 래

  개회사거래

4.52 

4.52

4.26

4.25

4.26

4.25

4.02

4.01

국 고 채(3년)

회사채(3년,AA-)

통안증권(364일)

5.11

5.68

4.99

4.46

5.32

4.46

4.37

5.28

4.38

4.22

5.23

4.26

주요 융상품수익율

  MMF(7일)

  CD(91일)

  CP(91일)

  CMA(180일)

  단기채권형(180일)

  장기채권형(1년)

4.62

4.90

5.03

5.18

5.72

5.91

4.36

4.54

5.21

4.95

3.78

4.84

4.38

4.49

5.13

4.96

3.99

5.00

4.37

4.39

5.05

4.95

4.23

5.15

종합주가지수

  거래량(만주)

  거래 (억원)

627.55

65,041

34,312

599.35

45,215

18,711

619.11

58,822

22,550

610.81

50,644

20,549

KOSDAQ지수

  거래량(만주)

  거래 (억원)

44.36

24,807

6,501

42.80

39,774

12,646

43.77

36,999

10,159

43.98

36,955

14,372

환율(￦/U＄)

  ( 상율,%)

1,186.20

(10.73)

1,215.30

(-2.39)

1,200.40

(-1.18)

1,199.80

(-1.13)

 주) 융시장 주요지표, 한국은행 융시장국, 2003. 5. 19

따라 M3증가율도 년 들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자 사정은 회사채  CP시장 축에도 불

구하고 은행의 기업 출 확  등으로 무난, 3월  

은행의 기업 출은 소기업 출을 심으로 8.2조

원 증가하 다. 다만, 앞으로 내수경기 둔화, 은행



박재근․임재환

- 98 -

의 신용차별 강화 움직임 등에 비추어 신용도가 

낮은 일부기업의 자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단되는 상황에 있다. 

  2. 연도별 시장 이자율 

  주요시장 리는 1996년까지는 연 12% 이상을 

유지하다가 1997년말 외환 기를 거치면서 2～4%

정도 상승하 으나 1999년도에 한자리수로 진입하

면서 계속 하락하여 2002년에는 4～6% 로 형성

되었다. 주요시장 리는 표9와 같다. 

표9. 연도별 시장 이자율
                   (단 :%)

년 도

은행 리 시 장  리

수신

리

출

리
콜 리

CD유통
수익률
(91일)

CP유통수
익률
(91일)

MSB
수익률

(364일물)

국채
수익률
(3년물)

융채
수익률
(3년물)

회사채
수익률
(3년물)

평균

1987 12.86 12.41 12.62

1988 14.95 13.04 14.18

1989 15.24 14.73 15.17

1990 15.58 16.16 16.48

1991 18.54 17.68 18.61 18.89

1992 16.41 15.78 16.03 16.21

1993 12.96 12.39 12.64 12.63

1994 13.29 15.67 12.34 12.98 12.92

1995 14.05 14.55 13.47 13.14 13.83 13.79 13.81

1996 9.24 11.21 12.63 13.08 12.11 11.84 12.07 11.87 12.27

1997 9.74 11.83 13.32 13.38 14.86 12.77 12.26 12.98 13.39 13.28

1998 11.39 15.18 15.07 15.22 16.55 12.38 12.94 14.04 15.10 14.47

1999 6.24 9.40 4.93 6.81 7.25 7.42 7.69 8.35 8.86 7.33

2000 6.18 8.55 5.05 7.08 7.44 7.81 8.30 8.69 9.35 7.67

2001 4.81 7.71 4.65 5.32 5.60 5.45 5.68 6.35 7.05 5.73

2002 4.02 6.77 4.18 4.81 4.93 5.19 5.78 6.11 6.56 5.37

평균
1)

5.00 7.68 4.63 5.74 5.99 6.15 6.59 7.05 7.65 6.26

2003.4 - - 4.23 4.62 5.25 4.60 4.60 4.87 5.39 4.79

 주) 1) 최근 3년간 평균임.

     2)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2,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검색결과”

     3) 이 계수는 기간  평균임. 

     ※ 정부 출  : 5.00%(‘81. 11부터 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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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시장이자율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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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의 결정 

  앞에서 할인율 결정에 있어서 고려 상 이자율, 

외국의 사례  국제기구의 할인율 결정, 그리고 

국내 자본의 기회비용에 한 각계 의견 등을 살

펴보았다. 그러나 어느 이자율이 더 옳은지 명확히 

단을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한 단

기 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할

인율의 결정은 주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의 질  수 을 높이기 하여 각종자

료와 가능한 모든 근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할

인율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고정된 방법 내지는 공식

을 이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산출해 내는 과정을 

제시하기보다는 몇 가지 합리 이고 객 인 시

나리오를 제시하여 사회 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정한 사회  할인율을 모색하고 농업분야의 공공

투자사업에 맞는 실 인 할인율을 결정하고자 

한다.

  

1. 평균시장 리 기

  사회  할인율에 한 합한 기 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할인율 산정 과정에 주 인 가치 단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객 인 할인율은 

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리(각종수익률)6)의 

평균을 산출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기 은 정부의 개입과 험 리미엄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부 당하나, 의 국가경제를 

정부를 배제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6)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주요 시장 리를 기 으

로 하 음. 와 다른 시장 리를 사용하더라도 결

과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음. 

한 지 처럼 시장이자율이 낮은 상황하에서 시장

리에서 험 리미엄이 차지하는 치가 작기 

때문에 융시장의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험

리미엄을 무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2002년도 평균시장 리가 5.37%, 2003.4월 평균

시장 리 4.79% 이므로 할인율을 5.0%～5.5%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공채수익률 기

  험 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 리 신 

무 험자산인 국공채의 수익률을 기 으로 할인율

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국공채(3년) 수익률 2002년 

평균치 5.78%, 2002년말 기  5.11%, 2003. 4월말 

기  4.46%, 2003.5.16일 기  4.22% 이다. 따라서 

4.5%～5.5%를 할인율로 정할 수 있다.  

3.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기

  할인율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회사채

수익률(3년만기)7)을 기 하여 할인율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원의 효율  배분 측면에서 

공공투자도 민간투자와 경쟁 인 것으로 간주되어

야 하며 공공투자도 민간투자만큼 수익률을 올려

야 타당성이 있게 된다는 논리로 근한 것이다.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2002년 평균치 

6.56%, 2002년 말 기  5.68%, 2003. 4월말 기  

5.32%, 2003.5.16일 기  5.23%이다. 따라서 5.

5%～6.5%로 할인율을 용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

을 것으로 단된다.  

4. 종 합

  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보면 4.5%～

6.5% 사이에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 이 수치를 

7) 회사채수익률  유통수익률은 시  실세 리의 

표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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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하여 약간 보수 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5.5%를 할인율로 정할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하

면 그림2와 같다.

구  분 4.0 4.5 5.0 5.5 6.0 6.5 7.0

①평균이자율

②국고채

③회사채

④종합

그림2. 할인율 결정

요약  결론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분석함에 있어 

타당성의 단기 은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는 

자본의 평균이자율 는 수익률을 의미하며 흔히 

할인율이라고 말한다. 이 할인율은 사업선택의 

요한 기 이 된다. 사업의 경제  타당성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산출된 편익과 비용을 기 년도의 

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래

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재가치로 환산하여야 한

다. 이 때 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할인율 결정에 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

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  시간선호, 자본의 기회

비용, 험과 불확실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  자

본의 기회비용을 다시 시장이자율, 정부공채이자

율, 기업할인율, 사회  할인율로 나  수 있는데 

이 이자율들이 할인율 고려 상으로 사용된다.

  국내 할인율 용사례를 보면 먼 , 정부의 지침

을 들 수 있는데, 1988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할인

율을 13%로 제시한 바 있고, 1992년도에는 재정경

제원 정책조정국에서 제시한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서는 “기 수익률(Cut-off Rate)을 12%( 산업)

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 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 

사례를 보면 할인율은 보통 7.5%～10% 사이를 

용하 다. 일본의 경우 토지개량사업은 5.5%, 건설

성에서는 4%를 사용하고 있다. UNIDO의 경우 사

회  시간선호율을 요시하는 반면에, OECD와 

IBRD에서는 사회  기회비용의 측면을 더욱 강조

하고 있다. 즉, UNIDO에서는 소비편익의 극 화

를 하여 재의 소비를, OECD에서는 투자편익

의 극 화를 하여 투자  축을 측정의 척도

로 삼고 있다. 따라서 UN산하기구에서는 낮은 사

회  할인율을 선호하는 반면, 세계은행과 같은 국

제 융기 에서는 자본의 기회비용 근방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융시장은 SK 로벌 사건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 등으로 투신사 수익증권이 MMF를 

심으로 폭 감소하는 등 융시장이 불안한 움직

임이었으나, 정부  한국은행의 융시장 안정

책 등으로 하순부터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환매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신인도 하 등으로 부분 으로 환매요구가 지속

되고 카드채  CP시장이 크게 축되었다. 시장

리는 투신사 MMF 환매사태의 향으로 일시 

등하 다가 종 수 으로 복귀하 으며, CP 유

통수익률은 험 리미엄 증 로 높은 수 을 유

지하고 있다. 연도별 주요시장 리를 살펴보면 

1996년까지는 연 12% 이상을 유지하다가 1997년

말 외환 기를 거치면서 2%～4%정도 상승하 으

나 1999년도에 한자리수로 진입하면서 계속 하락

하여 2002년에는 4%～6% 로 형성되었다. 

  할인율 결정에 있어 어느 이자율이 더 옳은지 명

확히 단을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한 

단기 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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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을 높이기 하여 각종자료와 가능한 모든 

근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할인율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어떤 

고정된 방법 내지는 공식을 이용하여 계량화된 수

치를 산출해 내는 과정 신에 몇 가지 합리 이고 

객 인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사회 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정한 사회  할인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리(각종수

익률)의 평균을 산출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다. 이 기 은 정부의 개입과 험 리미엄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부 당하나, 의 국가경제를 

정부를 배제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한 지 처럼 시장이자율이 낮은 상황하에서 시장

리에서 험 리미엄이 차지하는 치가 작기 

때문에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2년도 평균시장 리가 5.37%, 2003.4월 평균시

장 리 4.79% 이므로 할인율을 5.0%～5.5%로 결

정할 수 있다. 

  둘째, 험 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 리 

신 무 험자산인 국고채의 수익률을 기 으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국공채(3년) 수익률 

2002년 평균치 5.78%, 2002년말 기  5.11%, 2003. 

4월말 기  4.46%, 2003.5.16일 기  4.22% 이다. 

따라서 4.5%～5.5%를 할인율로 정할 수 있다. 

  셋째, 회사채 수익률(3년만기)을 기 하여 할인

율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원의 효율  

배분 측면에서 공공투자도 민간투자만큼 수익률을 

올려야 타당성이 있게 된다는 논리로 근한 것이

다. 회사채 수익률(3년만기, AA-) 2002년 평균치 

6.56%, 2002년말 기  5.68%, 2003. 4월말 기  

5.32%, 2003. 5.16일 기  5.23%이다. 따라서 5.

5%～6.5%로 할인율을 용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

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의 세 가지 기 을 종합하여 보면 

4.5%～6.5% 사이에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수치를 기 으로 하여 약간 보수 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5.0%를 할인율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은 사업의 내구연한이 

70-100년이 됨으로 이보다 낮은 수 에서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융시장의 상황과 여기

서 결정되는 시장 리를 가지고 공공사업의 타당

성 분석 시 활용될 수 있는 할인율 몇 가지를 살

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모

든 기 에서 고민하며 나름 로 합리 인 기 을 

설정․사용하기 해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

책당국에서는 그때그때 알맞은 사회  할인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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