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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관성과 투명성 없
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ㅇ최근 5월말까지 은행을 통해 부실기업을 판정하겠다는 정책이 발표
되자 환율 상승과 주가 급락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움
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부처별로 각종 정책이 조율없이 발표되고 있어 정책의 혼선을 초래
하고 있으며, 관치경제로 인해 굳어진 금융기관 및 기업의 정부의존
적인 사고와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경제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경색과 실물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불황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ㅇ구조조정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이 급증하여 실업
자들의 불만 팽배 근로자의 동요 등이 표면화되는 등 사회적 불안
이 증대하고 있으며,
ㅇ인도네시아 사태악화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경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지 못하는데 따른 외국투자자

의 실망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ㅇ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외환보유고 확보에 불구하고 외국
언론의 경고대로 제2의 외환위기 발생도 배재할 수 없음.
－ 현 경제위기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가운데 외부충격과
정책 실책로 경제위기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관치경제가 지속됨에 따라 정경유착과 민간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가 만연되어 기업의 차입경영,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여신공급,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이 초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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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개방화에 소홀한 가운데 잘못된 외
환정책으로 환율이 고평가되고 단기외채가 급증하였으며, 정책의 失
期로 외환보유고 낭비
－ 경제위기 극복은 관치경제 탈피 등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
ㅇ규제개혁 및 정경유착의 근절
ㅇ신관치경제를 경계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 구조조정 추진
ㅇ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
－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마련
ㅇ금융경색과 실물침체 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기업의 연
쇄도산과 금융의 부실화가 심화되어 경제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등 장기불황 발생이 우려
ㅇ금리인하 및 수출지원 확충
ㅇ기업채무의 재조정으로 연쇄도산 방지: 단기채무 장기전환 및 대출
출자전환
ㅇ은행합병을 전격실시하여 은행의 신용공급 능력 확충: 정부지분보
유 은행중심으로 은행간 합병을 전격 실시하고 합병시 정부의 증자
참여
－ 경제구조조정은 정부 및 공공부문 ⇒ 금융 및 기업부문의 순으로 추진
ㅇ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
－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제 구조조정을 신속,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내용의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ㅇ구조조정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ㅇ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비용 최소화의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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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 및 규제완화를
신속하게 처리
ㅇ정보의 공개 원칙 확립
－ 정부는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선도
ㅇ공공부문의 예산 감축 목표를 설정: 공공부문의 예산을 (예시) 30%
감축(98년 10%, 99년 10%, 2000년 10%)
－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담당하고 있
는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
ㅇ국책은행과 이미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은행간 합병
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부실은행의 조기 퇴출
ㅇ서울․제일은행의 조기 매각 추진
ㅇ은행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
제 확립
ㅇ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한계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즉각 퇴출시키
며 은행 구조조정후 비은행금융기관 정리 착수
ㅇ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주주, 채권자, 예금자 등의 순으로 비용 부담 원칙 수립
－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며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기
업의 구조조정 추진
ㅇ정부는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역할을 두고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
ㅇ구조조정 시장(restructuring market)의 활성화 및 세제지원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
－ 최선의 실업대책은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실업대책보다는 경제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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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미 발생한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촉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
원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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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관성과 투명성 없
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ㅇ최근 5월말까지 은행을 통해 부실기업을 판정하겠다는 정책이 발표
되자 환율 상승과 주가 급락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움
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또한 S&P사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행 투자부적격
에서 투자적격으로의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으
며, 무디사 또한 국내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대외신
인도 불안
－ 특히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경제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경색과 실물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어 산업기반의 붕괴 등 장기불
황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ㅇ소비 및 시설투자가 2/4분기에도 1/4분기에 이어서 각각 -5% 및
-39%하락할 전망이며, 3월중 평균가동율이 65%로 떨어져 공식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
ㅇ불과 수개월만에 실업자 수가 6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급증하였고 구
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경우 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어음부도율이 96년의 0.14%에서 최근 0.5%로 폭등하고 기업의 연
쇄부도가 이어지고 있음.
－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
데 부처별로 정책이 조율없이 발표되고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
며, 관치경제로 인해 굳어진 금융기관 및 기업의 정부의존적인 사고
와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
ㅇ구조조정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이 급증하여 실업
자들의 불만 팽배 근로자의 동요 등이 표면화되는 등 사회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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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대하고 있으며,
ㅇ인도네시아 사태악화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지 못하는데

따

른 외국투자자의 실망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ㅇ은행의 구조조정 없이 시행되는 은행을 통한 기업개혁은 정치권 및
정부의 개입, 제2금융권의 대출 조기 회수에 따른 기업 부도 속출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ㅇ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외환보유고 확보에 불구하고 외국
언론의 경고대로 제2의 외환위기 발생도 배재할 수 없음.
－ 본고는 경제위기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 및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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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위기의 원인
－ 얼마전까지도 국제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96년에 OECD에도 가입한 한국경제가 불과
수개월만에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된 원인은 무엇인가?
－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가 확산되고, 홍콩증시의 폭락을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촉발된 외환위기가 빠른
속도로 현재의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까지 발전한 원인은 무엇인가?
－ 현 경제위기 발생원인으로 외부충격, 정부실책, 경제구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가운데 외부충격
과 정책 실책로 경제위기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저효율의 경제구조
가. 관치경제
－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통한 개입
과 보호위주의 관치경제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
ㅇ각종 경쟁제한적 산업정책 및 금융정책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있어
서 경쟁 제한
ㅇ민간경제주체의 정부의존이 심화된 가운데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
영혁신 노력 미흡
ㅇ공기업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 심화
－ 관치경제가 오랜 세월 지속됨에 따라 관료주의가 고착되어 정책당국
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선별기능과 합리적 조정 기능이 취약
ㅇ정책이 다양한 의견수립과 이해의 합리적 조정 보다는 시혜적․자
의적 선별과 강압적 조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책실패가 빈번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풍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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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97년초 노동법 파동에서와 같이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경제원리
보다 정치논리가 우선
－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치권 등 외부개입 소지가 크고 책
임소재가 불명확
ㅇ정책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하여 각종 특혜와 비리 만연
ㅇ책임소재가 불명확함에 따라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만연되어 감
독 등 정부의 기본 역활 소홀
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만연
－ 관치경제의 가부장적 조정과 보호가 지속됨에 따라 생존경쟁 등의
시장원리보다 대마불사, 대마생존의 원리가 작용하여 기업 및 금융기
관의 경영행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
ㅇ많은 대기업이 부도위험을 무시하고 차입을 통한 사업확장에 주력
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
ㅇ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이 정착되지 못하여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
짐에 따라 부실채권이 급증
－ 통계, 회계, 신용정보, 신용평가 등 경제의 하부구조가 취약하여 신용
사회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낮은 실정
ㅇ통계작성, 회계처리,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작성 등 경제의 하부구
조 구축에 대한 경제․사회적 의식 부족
ㅇ통계, 회계, 신용정보, 신용평가 등에 대한 통제 미비, 담당자의 전
문성 부족, 공모, 결탁 등 불법행위 만연
－ 대다수 조직에서 “보상과 제재”의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능
력보다는 지연․학연에 따른 인사풍토로 근로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 사회지도급층의 정당한 경쟁과 사회적 기여보다는 기득권의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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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이용한 권한확대와 재산증식 등에 치중함으로써 계층간 갈
등이 증폭
－ 정치권이 사회지도, 정책경쟁, 공정한 입법활동보다는 지역갈등의 이
용한 정권확보, 해바라기성 권력추구,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활동 등의
행태를 보임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가의 주요 결정이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 90년대 들어와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 등으로 상품․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국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ㅇ기업들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시장보호 정책하에서 굳어진 차입경
영을 통한 외형위주의 경영행태를 유지
ㅇ외형위주의 경영은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
－ 높은 부채비율, 소유경영자의 전횡, 불투명한 경영관행, 낮은 노동생
산성, 부실한 자본투자 등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됨.
ㅇ제조업의 종합적인 생산성은 일본의 70-80% 수준, 미국의 40-50%
수준에 그침
ㅇ투하자본의 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기업은 동일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보다 1.5배의 고정자산을 필요
ㅇ과다한 차입경영으로 국내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율이 경쟁국들에 비
해 훨씬 높고 매출액 이익율이 크게 낮은 상태
ㅇ대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2% 미만을 소유한 대주주가
전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가운데 경영의 감시기능이 미흡
－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른 기업의 경영성과에 의하면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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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장업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평균적으로 (-)를 기록
ㅇ이는 대부분 기업이 주주에 대해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차입금에 대
한 이자비용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성과가 낮았던 것을 의미
라. 금융기관의 부실화
－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성 상실
ㅇ정경유착으로 인해 거액의 부실대출이 발생하였고, 담보위주의 대
출관행과 심사기법 낙후로 기업의 차입경영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
ㅇ관치금융하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보호가 지속되어 경영의
자율성이 저하되었고, 금융기관의 건전 감독기능 미흡
ㅇ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아 경영합리화보다 외형증대에 주력함으로
써

건전성 및 수익성이 선진국 은행의 절반 수준 이하

－ 과도한 규제와 정책․감독 실패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장기간 지속
되었으며, 금융시장의 불균형적 성장으로 금융의 불안정성이 심화됨.
ㅇ리스사, 종금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금운영 허용(리스
사: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25배로 설정, BIS기준 적용시 4% 수준)
ㅇ경직적 통화관리와 회사채 발행규제로 CP시장 등 단기금융시장 이
상 비대화
ㅇ외화자금조달규제로 역외금융의 편법운용과 부실확대가 조장되고
장기외화차입규제로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 조장
－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의 신용
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은행보
다 더욱 악화되어 있음.
마. 노동시장의 경직성
－ 대립․갈등구조의 노사 관계, 경직적인 노동시장,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법 체계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이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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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였음.
ㅇ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기아사태 해결지연에 일조
ㅇ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거품고용
이 만연(대부분의 국내기업에서 사내 잉여인력이 30%에 달한 것으
로 추정됨)
－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은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
ㅇ임금상승율이 생산성증가율을 웃돌아 단위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88년 2.3 →→ 96년 4.0)
ㅇ지난 10년간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상승률은 91.8%에 달하는데, 미
국2.2%, 캐나다 3.0%, 프랑스 10.2%, 영국 15.7%, 독일 14.1%, 이탈
리아 20.1%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2) 정책 실패
가. 개방화 지연
－ 90년대 들어와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
－ 반면 우리나라는 필요한 외국자본을 국내유치보다는 차입을통해 조
달하는 전략을 고수하면서 경제개방에 소홀
ㅇ총고정자본형성중 외국인직접투자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1%수준
(96년기준)으로 UN조사대상국 52개국 전체평균 7%, 동남아시아 9개
국 ㅍ평균 8.1%, 23개 선진국 평균 5.7% 보다 크게 낮은 수준
나. 잘못된 외환정책
－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절상되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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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약화
ㅇ경쟁국인 중국, 일본의 환율이 절하됨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원화가치의 절하를 저지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한국의 최근 6년간 국제수지와 환율 추이
경상수지(억불)
환율
(원/달러)

1992
-45

1993
4

1994
-45

1995
-89

1996
-237

1997
-89

788.4

808.1

788.7
(절상)

774.7
(절상)

844.2

1415.2

ㅇ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추
진됨으로써 환율절하가 억제되어 외환위기 발생의 전형적인 환경이
조성됨.
－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해외영업에 대한 감독 실패
ㅇ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해외차입이 급
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 미비
ㅇ특히 단기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장기차입을 규제하여 금
융기관의 단기차입을 조장
다. 정책 실기
－ 부도유예협약의 도입과 기업부도사태의 신속한 처리 실패
ㅇ대기업의 연쇄도산 등 경기침체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기업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
한 외국투자자 및 외국금융기관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저하됨.
－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 소진
ㅇ1,00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채무의 만기연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250
억달러의 외환보유고로는 외환시장의 방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97년 10월과 11월 중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120억달러규모
의 외환보유고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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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지원요청 시기의 失期
ㅇ이미 외채상환능력을 상실했지만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10월중에 한국정부가 IMF와 협상을 시작했더라면 IMF지원
조건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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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의 정책 방향
－ 정부는 IMF와의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외환위기의 급
한 불은 끈 상태이나 IMF 등 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가시
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
ㅇIMF 등 국제금융기구로 부터의 원활한 외자유입, 단기외채의 중장
기전환(98.1), 40억불 외평채 발행(98.4)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외채의 만기연장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그러나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경
제부처가 사전 조율없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불명확 등 정책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
－ 경제구조개혁 종합실천 계획 마련할 예정이나 정책추진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ㅇ재경부차관이 위원장으로 산자부, 기획예산위 등 주요 경제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경제구조개혁 실무위원회 설치
ㅇ실무위원회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 및 재정개혁”, “과
학기술 진흥 및 산업체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및 사회안정
망 구축”,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토지이용제도 개편 등의 과
제에 관하여 종합실천계획을 5월말까지 마련할 예정
－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하여 IMF와의 합의를 통해 거시경제운영 계획
을 수정
ㅇ지금까지 4회에 걸쳐 거시지표 이행목표를 수정(<부록 1>참조)
－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ㅇ자본시장․단기금융시장 전면 개방
ㅇ적대적 M&A 허용 및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대폭 완화
ㅇ외국인투자 촉진법 마련 등 외국인투자유치촉진 종합대책 마련
(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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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구조조정
ㅇ정부조직개편 및 공무원봉급 동결 등 행정경비 1조원 삭감
ㅇ정부출연연구소, 정부산하단체 등 준정부 기관에 대한 단계적 개편
ㅇ“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 계획” 마련(98.4.15)
－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ㅇ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금융
․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발표(98.4.14)(<부록 2> 참조)
ㅇ5대 대기업과 김대통령이 합의한 기업 구조개혁 5대 기본과제를 추
진 (<부록 3> 참조)
ㅇ“기업과 은행간 재무약정” 및 “은행의 부실기업판정위원회 설치”
등 “은행을 통한 기업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부록 4> 및 <부록
5>참조)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98.3.26)
ㅇ중소기업 경영안정,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 등을 통한 실업발
생 최소화
ㅇ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

공공근로사업 확대,

외국인

투자촉진,

SOC투자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마련
ㅇ재취업훈련 지원, 인턴사원제 유도 등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ㅇ실업급여 혜택 확충, 실업급여 비수혜자에 대한 생계보호조치 등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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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 일정

<금융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BIS비율 미달 12개 은행

은행별 부실기업판정위원회
설치(5월초)

경영정상화계획 제출(4월말)

12개은행 경영평가 및

은행별 부실기업 1차 판정

1단계 부실은행 정리(6～7월)

(5월말)

BIS비율 충족은행

부실기업 정리․퇴출시작

경영진단 후 정리(8월말)

(6월이후)

대기업은 모든 부채내용,

제2금융권 정리방안 마련과

현금흐름 전망, 이자 상환능력

부실금융기관 정리(9월말)

등을 주채권은행에 보고(9월말)

1차 구조조정 완료(9월말)

2차 구조조정(10월 이후)
* 2단계 부실은행 정리, 본격적인 제2금융권 정리 추진
* 동일계열 대규모 여신한도 축소 등 부실기업 퇴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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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정책과제
1) 기본 방향
－ 경제위기 극복은 관치경제 탈피 등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
ㅇ관치경제 탈피 및

정경유착과 정관유착의 근절

ㅇ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등 정책추진
ㅇ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
－ 경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마련
ㅇ금융경색과 실물침체 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기업의 연
쇄도산과 금융의 부실화가 심화되어 경제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등 장기불황의 발생이 우려
ㅇ따라서 실물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제의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실물경제 회생정책을 경제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추진
－ 경제구조조정은 정부 및 공공부문 ⇒ 금융 및 기업부문의 순으로 추진
ㅇ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
ㅇ경제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마련
－ 경제구조조정 비용 최소화 원칙 수립
ㅇ각종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을 억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분담(loss sharing)의 원칙 확립
－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실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생계
대책 마련
ㅇ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정도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
고 국민의 고통분담과 인내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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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관치경제의 탈피
◦정경유착 근절
◦규제개혁
◦정책의 투명성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 기업부 도․금 융경
색악순환고리 차단
◦외환시장안정

실업대책

경제 구조조정
◦“경제구조조정 특별법”제정

◦고용유지
여건 조성

․신속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재취업 촉진

․비용최소화 원칙

◦사회안전망 확충

ꋪ정부부문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매년 10%씩 향후 3년에 30% 예산절
감목표 설정

ꋪ금리인하 및 수출지원

․공기업 민영화

ꋪ기업채무 재조정

ꋪ금융 구조조정

․단기채무 장기전환

․관치금융 근절

․주식대출전환

․부실금융기관 조기퇴출
․우량금융기관 자본금 확충
․금융기관 대형화

․경제구조조정에 중추적
역할 담당
․은행의 신용공급 능력
확충

고용창출

․추진주체 명료화 및 재원확보

ꋪ외자유치 촉진

ꋪ은행합병 전격추진

및

ꋪ기업 구조조정
․부실기업 조기퇴출
․기업경영 투명성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및 비용인하
․구조조정 비용 인하

경제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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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치경제의 탈피
가. 신관치경제 경계
－ 정경유착 및 관경유착의 고리를 차단
ㅇ국민경제를 담보로 하거나 정치권 및 정부의 영향력을 통해 협조융
자 또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행태 개선
ㅇ정치권 및 정부고위직의 청탁 및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신관치경제를 경계
ㅇ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시장원리보다 통제와 개입에 의거하
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신관치경제를 경계
ㅇ통제와 개입에 따른 구조조정은 정책추진의 신속성을 가져오나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 등 특정이해가 반영될 소지가 많아 특혜 및
정당성 시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것임.
ㅇ구조조정 등 정책추진은 법령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시행
－ 관치금융의 근절
ㅇ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을 통한 기업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은행다운 은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치금융의 해소
와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함.
ㅇ법령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거하는 금융당국의 지시․개
입 중단
ㅇ금융기관의 소유규제,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
ㅇ금융당국(재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퇴직시 민간금융기관으
로의 전출 금지
나. 규제개혁
－ 규제개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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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 동안 각종 규제 완화조치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
은 규제가 존속하여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법령에 의하지 않는 규제는 모두 불법이다”는 전제하에 법령에 의
하지 않는 모든 행정규제를 폐지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규제개혁추진 체계 개선
ㅇ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위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으
로 양분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 체계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기구
로 지위 격상
ㅇ규제개혁위원회산하에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심판소를 설
치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각종 규제의 존속여부를 검토하고 상시로
민간경제주체가 청구하는 규제완화 요청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심
사하도록 함.
다. 정책의 투명성 확보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정책결
정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
ㅇ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주체가 불명확함으로써 정
책에 의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금융경색을 부추키고 있는 실정
－ “은행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은 표면적으로는 은행주도이나 실제로
는 정부가 개입
ㅇ“재무약정”, “부실기업판정위원회 설치” 등 제반 조치가 실제로는 정
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표면상으로 은행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ㅇ구조조정 대상인 은행이 기업의 회생 보다는 자행의 이익을 우선적
으로 고려함으로써 역선택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ㅇ부실징후 기업으로 지목된 기업의 경우 금융권의 무차별적 자금 회
수로

도산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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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고,
ㅇ정책추진과정에서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력 행사 소지가 큼.
－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 의거

하여 구조조정 추진
－ 정부정책의 공개 원칙
ㅇ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있어서 판단기준 등 모든 조치를 정
기적으로 공개
ㅇ기업 및 금융기관 퇴출판정 이유, 자금지원시 지원사유 및 지원내
용 등을 공개
3)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가. 수출지원 확대
－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 침체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불황을 막고 경제 구
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필요
ㅇ1/4분기에 내수출하가 20%로 감소했으나 수출출하가 30% 증가하여
총출하가 10%감소에 그침.
ㅇ2/4분기에 소비 및 시설투자의 증가율이 1/4분기에 이어서 각각
-5%, -3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은 1/4분기 9.0%에 이어
서 2/4분기에도 6.6% 증가할 전망
－ 수출입 금융 지원의 확대
ㅇ50억불 규모(추후 외환보유고 증대시 100억불로 확대)의 수출입 결
제용 외화자금확보
* 외환위기이후 1.5개월 수준으로 짧아진 수출금융의 1회전 기간을
이전의 2개월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우선 50억불 수준의
자금배정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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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기업의 무역금융 허용과 한국은행의 무역어음 재할인 한도 확대
－ 국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 기능 확충
ㅇ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정부의 보유주식 출자)하여 상업금융 기
능 및 무역 관련 여신기능을 확대하고, 거래기업을 시설자금대출 수
혜업체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ㅇ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증액(정부의 보유주식 출자)을 통해 수출입
관련 대출․보증을 증대하고 단기 무역금융업무(6개월 이하) 취급
허용
나. 금리 인하
－ 지난해 12월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금리는 환율안정과 고금리에 따
른

자금수요 감소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

ㅇCP할인금리 및 회사채유통수익율은 전년 12월말 40.8% 및 29%에
서 5월 중순 현재 18% 및 17%대로 하락
ㅇ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를 시현
할 전망(18%수준의 금리와 부채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제조
업경상이익율은 97년의 0.27%에서 98년에 -4～-5%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IMF가 요구하는 고금리정책은 경상수지 흑자 유도, 외국자본 국내
유치,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소
기의 효과보다는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ㅇ고금리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효과가 크지 않으며,
ㅇ우리나라와 아시아 경제권 전체가 외환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정성 투자보다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ㅇ대다수 기업이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로
금융비용이 가중되어 기업 부도가 속출하고 있음.
ㅇ특히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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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를 위해 콜금리 인하 및 한국은행의 통화공급 확대 필요
ㅇM2 및 MCT 증가율이 3월 현재 전년 12월 대비 각각 7.2%, 5.1%
하락
ㅇ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신 경쟁 억제
다. 기업 채무의 재조정
－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단기채무의 장기 전환, 일
부채무의 주식 전환 등과 같은 기업 부채조정(debt restructring)을 시급
히 추진
－ 기업의 단기채무(만기가 1년 이하 또는 만기가 1년내에 도래하는 채
무)를 장기채무(1년 이상)로 전환
ㅇ각 은행은 거래 기업의 재무구조 등 여건에 따라 전환 비율 설정
* 예시, 단기채무의 30～80%를 장기채무로 전환
ㅇCP의 경우, 보유 금융기관이 만기를 자동 연장
ㅇ단기채무 장기전환에 따른 금융기관 유동성 부족은 한국은행이 지
원
－ 은행대출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
ㅇ각 은행은 거래 기업의 재무구조 등 여건에 따라 전환 비율 설정
ㅇ정부는 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주식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
행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
ㅇ은행대출 출자전환 및 주식투자기금의 은행보유주식 매입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환사채발행, 풋옵션 부
과 등 보완대책 마련
－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기업회생을 위해 지원시 엄격한
요건 부과
ㅇ경영주의 주식포기 각서 제출 및 일정기간 등 조건부로 경영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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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의 구조조정
가.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현재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경제구조개혁 실무조정위원회”
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구조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
으나, 경제구조개혁 추진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혼선
이 초래되고 있음.
ㅇ정부가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마스타 플랜을 제시하지 않고 임기응
변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어 경
제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음.
ㅇ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구조개혁기획단이 기업․금융의 구조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막대한 재정 사용 등을
감안할 때 법적지위가 미약할 뿐 아니라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크게
낮은 실정
－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제 구조조정을 신속,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
제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
－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ㅇ구조조정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ㅇ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비용 최소화의 원칙 확립
ㅇ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 및 규제완화를
신속하게 처리
ㅇ정보의 공개 원칙 확립
나. 정부부문의 구조조정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보다
앞서서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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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재 정부 스스로는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
으면서 민간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민간경제주체들의 공감
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예산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추진
ㅇ중앙부처 및 공단, 공사, 협회 등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
부문의 예산을 30%(예시) 감축(98년 10%, 99년 10%, 2000년 10%)
ㅇ공공부문에서 절감된 예산은 출연형태로 실업대책 및 금융기관 구
조조정 비용으로 활용
－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구조 조정
ㅇ예산감축과 함께, 기능 통폐합, 폐쇄, 업무이관 등 ,인력 및 조직의
과감한 축소조정
－ 공기업 민영화 추진
ㅇ모든 공기업 매각 원칙하에 국내외 차별없이 조속히 매각
ㅇ매각이 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직축소, 기능 통폐합 등 경
영혁신 추진
－ 기금제도의 개혁
ㅇ사학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의
공기금화
ㅇ유사한 기능을 보이고 있는 기금의 통폐합 및 기금관리단체의 정리
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① 기본 방향

－ 실물부문을 지지하는 금융부문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금융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
ㅇ지금 같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한 실물경제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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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화되고 경제위기의 조기 해소는 기대할 수 없으며, 많은 기업
은 구조조정 이전에 도산하게 될 것임.
－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
ㅇ신속하게 처리: 정치적 이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실물경제의 침
체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비용만 증가시킬 것임.
ㅇ비용부담의 원칙: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주주, 채권자, 예금자 등의 순으로 비용
부담 원칙 수립
ㅇ시장원리에 충실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정치권의 영향
력을 배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경영구조 등 제도를 개선
－ 특히, 부실채권정리, 증자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비용이 60～100조원
(GDP의 약 15～25%)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비용최소화
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
(1997년말 현재, 단위 : 1조원, %)
구분

일반은행

375.4364

소계: 22.6427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12.5582

1)

비정상

부실채권(B)2)

총여신(A)

9.5949

B/A

여신(C)4)

C/A

6.0

55.9326

14.9

0.4896

종금사
증권사1)

38.7780
10.5886

1.5077
1.75823)

3.9
16.6

2.2639
1.7582

5.8
16.6

보험사
리스사

48.1379
38.3301

1.1081
5.0900

3)

2.3
13.2

1.1081
6.7320

2.3
17.5

기

타

-

7.041

-

-

-

합

계

511.2800

45.136

6.3

67.7948

13.2

주 : 1) 종금사 및 증권사 통계는 1998년 1월말 기준.
2)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3) 증권사 및 보험사는 요주의와 고정을 구분 집계하지 않음.
4)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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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행의 구조조정

－ 은행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
기 위해 대출를 회수하거나 추가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매출격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부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ㅇ실물경제의 파탄을 막고 “은행을 통한 기업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여 은행 대형화
ㅇ국책은행과 이미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은행간 합병
추진
ㅇ합병은행이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ㅇ합병시 정부의 증자참여 등의 유인책 제공을 통해 일반 은행들간
합병 유도
－ 적기시정조치의 조기 시행을 통해 부실은행의 조기 퇴출
－ 서울․제일은행의 조기 매각 추진
ㅇ매각 촉진을 위해 정부출자 원본손실과 정부가 부실채권발생을 일
정기간 보존하는 경우, 매각시 은행주식에 대한 콜옵션 부과
－ 은행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의 엄격한 기준 마련
ㅇ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가기 때
문에 자금지원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
* IMF구제금융신청 이후 이미 정부가 총 14조9천억원을 은행에 지원
하였으나 원칙 없는 집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ㅇ자금지원은 우량은행 및 합병하는 은행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지원시 감자, 경영자교체, 임금삭감 등 비용분담 원칙 적용
－ 관치금융을 근절시키고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ㅇ관치금융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는 “은행을 통한 기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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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실기업판정 및 은행대출 등에 있어서 정부 및 정치권의 영향력
이 개입하여 국민의 신뢰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부작용만 초래
ㅇ은행의 소유지배규제, 진입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ㅇ또한 정부는 은행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은행을 정부산하기관처럼
취급하고 은행경영에 개입하는 관행을 중단
③ 비은행금융기관 구조조정
－ 은행 구조조정후 비은행금융기관 정리 착수
ㅇ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9월까지 완료
ㅇ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한계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조기 정리
－ 종금사
ㅇ잔류 종금사의 경우 합병․증자 통해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기
관으로의 전환 유도

－ 증권사
ㅇ적기시정조치 100% 미달사 일부 영업정지 합병권고 등 강력한 적
기시정조치 단행
ㅇ위탁매매 전문 증권사 설립 조기허용
－ 투신사
ㅇ부실규모가 큰 2대 투신사의 경우 증권사 및 투자운용사로 분리하
고 분리시 필요자금을 정부가 지원하여 외내국인에게 매각
ㅇ미국형 뮤추얼 펀드 조기 도입

－ 생보사
ㅇ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부실규모가 큰 부실사를 흡수하고, 지급여
력이 부족한 일부사에게는 합병권고
ㅇ부실생보사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5대 대기업의 생명보험산
업 진입 조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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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사
ㅇ1개 리스사를 제외한 24개 리스사 모두가 은행의 자회사이므로 은
행산업 구조조정시 부실 리스사 정리, 모은행이 리스업무 인수
라. 기업의 구조조정
① 기본 방향
－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정책 추진
ㅇ정부는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역할을 두고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
ㅇ특히 사업구조조정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필요에 의
해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
－ 기업구조조정 시장(restructuring market)의 활성화
ㅇ정부는 상품시장의 개방확대, 적대적 M&A 활성화, 기업분할 및 합
병제도 정비, 구조조정 중개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환경
을 조성
－ 구조조정과정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인하 도모
ㅇ파산, 법정관리 등 최후수단에 돌입하기 이전에 기업분할, 계열사매
각 등 자구노력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② 기업 구조조정 촉진 정책
－ 기업분할의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tax-free) 조치 확대
ㅇ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세감면이나 절차간소화 방안은 경제
위기 대응방안으로서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과감한 조세감면과 절차
간소화 조치 필요
ㅇ조세회피가 목적이 아닌 한 기업분할에 대한 다양한 조세감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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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조치가 바람직함
ㅇ미국등

선진국에서

split-ups)의

시행하는

조속한

도입과

기업분할제도(spin-off,

split-off,

감면조치(미국처럼

Tax-Free

Re-organization 대폭 허용)
－ 합병 및 기업인수의 촉진
ㅇ간이 합병제도를 도입하여 합병절차를 간소화
ㅇ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하여 계열사 정리촉진
ㅇ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구조
조정을 지원
－ 자산거래 및 처분의 활성화
ㅇ한시적 부동산 특별부가세의 추가적인 감면이나 면세조치로 자산거
래에 대한 세부담 경감
ㅇ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구분 폐지 및 비업무용에 대한 중과세 폐지
－ 비차별적인 기업구조조정 대책 수립
ㅇ특혜시비가 없도록 조세감면,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등
의 구조조정 촉진책은 기업규모, 업종에 관계업이 중립적으로 적용
ㅇ부실기업 정리(파산, 화의, 법정관리)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차별을 철폐하여 기업존속의 경제성 판단에 기초한 처리
－ 기업구조조정 중개기능의 활성화
ㅇ부실기업의 인수․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벌처펀드(vulture fund) 등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조기에 허용하여 구조조정시장의 중개
기능 강화
ㅇ부동산유동화의 촉진을 위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의 발행, 부동산
투자신탁의 허용, 주택저당채권(mortgage) 유동화제도를 조기 실시
ㅇ구조조정 펀드에 부여할 조세감면과 지원조치를 기업간 직거래에도
동일하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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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
ㅇ구조조정 때문에 공정거래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실기업(failing company)조항 등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기업
결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정책을 운영
－ 경쟁정책의 강화
ㅇ인위적인 전문화보다는 전문화가 불가피하도록 무역자유화 강화 등
치열한 경쟁환경조성
ㅇ시장진입장벽 뿐만 아니라 가격, 사업활동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
철폐
－ 순수지주회사 허용기준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의 조기 허용
ㅇ순수지주회사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그룹경영조직, 기조실 기능을
대체할 지주회사를 통해 구조조정의 원활화 도모
ㅇ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금융기관의 합병과 기업분할, 조
직 재구축 활성화
5) 실업대책
－ 최근 기업도산과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도산, 폐업, 해고 등이 증
가하면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
ㅇ실업율이 97년 11월 2.6%에서 최근 6%로 급등하면서 실업자 수가
14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경우 실업자 수가 200만명에 이를 전망
ㅇ해고증가로 인해 노사갈등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동
맹 결정 움직임도 보임.
－ 이와 같은 대량실업에 대한 경험부족과 사전 대책 미비로 경제․사
회적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ㅇ대량실업에 따른 내수부진과 경제불안심리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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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경기의 악순환을 초래
ㅇ실업에 따른 가계의 파산과 범죄의 증가,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격화 등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됨.
－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은 사업의 우선 순위 및 예산 책정 비중 등
에 있어서 실직자 생계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재원의 조기 고갈 및 실
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실직자생계보호:

42.2%,

일자리창출:

29.3%,

고용안정노력지원:

19.7%, 직업훈련확대: 8.7%, 직업안정기능보강: 1.0%
ㅇ특히 일자리 창출 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향후 5년간 2만여개의 벤쳐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벤처 기업은 성격상 고용효과가
적고 또한 실패의 위험부담이 큼.
* 소규모 창업지원으로 1000만원까지 저리 융자해 준다고 하나 은행
의 관행상 담보의 요구로 이또한 용이하지 않음.
ㅇ또한 직업안정기능을 뒷받침 할 취업알선 시스템이 매우 취약함
* 현재 취업알선기구의 실직자 알선능력은 선진국의 5분의 1수준
ㅇ실업자의 76%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보험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
ㅇ실직자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당 3,000만원까지 대출할 계획이나 담
보대출 관행으로 실효성 의문
－ 최선의 실업대책은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실업대책보다는 경제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
ㅇSOC사업 조기 발주 등 정부투자사업 조기 추진 및 확대
ㅇ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 이미 발생한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촉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원
책 개선
ㅇ재취업 알선 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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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고용보험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통해
서도 구제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활보호 지원체계
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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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거시경제운영관련 정부와 IMF간 주요 합의 내용

－ 정부는 IMF와 지난해 12월 합의했던 거시지표 이행목표를 4차에 걸
쳐 수정

1 차 합 의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물

가

경상수지

(97.12.4)

1~2%

5% 이내

9%

43억불 적자
(GDP의 1%)

리

수준인

시장금리의 상승
을 용인

환

율

연평균: 1,100

3차 수정합의

(98.1.8)

3%

14~16%
금

2차 수정합의

(98.2.15)

(98.5.15)

1%(제로 또는 마
이너스도 용인
9%대
(GDP의 2.5%)

이자제한법 이미 외환시장
철폐하였고,

200~230억불 흑자

안정시

회 조심스럽게

사채금리 연평균 인

-1%
9.8~9.9%

80억불 흑자

30억불 흑자

4차수정합의

콜금리

24% 외환시장 안정시 점
인하 진적으로 인하 추진

20% 수준

검토

연평균: 1,300

연평균: 1,400

1/4말: 1,375

1/4말: 1,500

13.2%

13.5%

적자용인

-0.8%

-1.7%

4.4~4.9%

6~7%(120~150만)

6.4%(135만)

-

통화증가율
(1/4말

9%

-

M3기준)
재정적자

균형 내지

(GDP대비)

소폭 흑자

실 업 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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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 주요 내용

가. 기업 구조개혁
① 기본 방향
－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실
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5대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를 자
기 책임하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
반을 유지하고 과다한 실업을 방지
－ 특히 앞으로 2년내에 주요 기업의 부채비율(Debt/ Equity ratio)을 선
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금융․기업 구조개혁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하에
◦구조조정효과가 가장 큰 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단기자금의 장기전환을 통해 기업부채의 만기구조(Term-Structure)를
개선하며
◦부동산 등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상환을 적극 유도
－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적극유치를 통해 기업의 자본확
충과 자산처분을 촉진
－ 대내적으로는 향후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책
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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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정책
－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
－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부동산센터 및 부동산 박람회 개최
◦외국인 부동산취득 전면허용 등 토지거래규제 완화
◦ 부동산신탁상품 도입
◦ 토지공사에 의한 부동산 매입 확대 세제
◦ 개발분담금 감세
◦ 자산담보부 채권(ABS) 발행
나. 금융 구조개혁
① 기본 방향
－ 금융구조개혁은 최근의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실물경제의 조속
한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임.
－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내외로부
터의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노력을 추진
<우량금융기관>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BIS비율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공능력을 확충
․합병․증자․외국과의 합작 등을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대외신인도
를 제고하여 외화도입능력을 확충
<부실금융기관>
․자구노력 추진과 함께 우량금융기관과의 합작, 능력있는 제3자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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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추진
․자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합작․영업양도 등에 의한 조기 퇴출을
추진
－ 이러한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구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고
◦부실채권정리, 예금자보호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
◦재정지원은 명료화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되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여 기업구
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하여 완급을 조절
② 주요 정책
－ 서울․제일은행 정부소유주식을 IMF와 합의한 시한(98.11.15)에 관계
없이 빠른 시일내에 매각
◦실무적인 매각절차는 금감위에 설치된 실무작업단에서 추진중
․미국 회계법인 C&L사와 은행실사를 위한 계약 체결(‘98.3.31)
․매각절차를 전담할 주간사기간으로 외국투자은행을 선정증(‘98.4중
완료예정)
◦매각에 따른 손실부담문제, 근로자문제 등 매각장애요인은 재경부
에 설치된 서울․제일은행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등
과 협의하여 해결
－ 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
◦BIS비율 미달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 당초 시한인
98.6말보다 가급적 단축
◦경영정상화계획 미승인시 한층 강도높은 조치부과후 이행 여부에
따라 합병․인수 또는 영업양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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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달성은행에 대해서는 ‘98 상반기 가결산후 내부통제, 위험
관리 등 경영전반에대한 경영진단 실시
－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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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업구조조정관련 5대 대기업과 대통령간 합의사항
－ 98년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5대 대기업 총수간 만찬회에
서 다음의 5대 사항에 대하여 합의
① 기업경여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 (98. 2. 24 외감법 개정)
◦자산순위 30위 이내 계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
속기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관계회사를 대상기업으로 포함하는 결합
재무제표를 당초 도입예정시기보다 1년 바른 1999회계연도부터 조
기도입
－ 외부감사인과 회계관계인의 책임 강화 (98. 2. 24 외감법 개정)
－ 회계기준의 국제화 및 회계작성 기준의 구체화, 전자공시제의 도입,
반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강화
◦1998년 상반기 중 방안강구, 1998년중 회계기준 개정예정
－ 상호지급보증 등 주요 부외부채의 즉시 공시, 공시지연 등 불성실공
시에 대한 규제 강화
나.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에 대해서 1998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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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4월 이후부터는 자기자본의 100%초과 채무보증 잔액에 대해
과징금 또는 가산금리를 부과
－ 1998년 4월부터 계열사의 신규 채무보증 취득 금지 (98. 2. 24 공정
거래법 개정)
◦단, 산업합리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준 빚보증은 예외
로 인정
－ 2000년 3월말 까지 기존 채무보증의 완전 해소 (98. 2. 24 공정거래
법 개정)
◦화의, 법정관리중이거나 신규 30대 기업은 예외적으로 2001년까지
해소기간 연장
－ 한편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다음 원칙에 따라 중복․과다보증을 해지
◦여신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계열사의 채무
보증 해지
◦2개 이상의 계열사 및 개인이 보증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 또는 1개
계열사 이외의 보증은 해지
◦1개 계열사가 보증하고 있는 경우라도 불합리하게 과다한 보증은
축소
◦분할상환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은 여신잔액에 따라 축소
◦보증료를 징수한 지급보증에 대한 채무보증은 해지
◦기타 재무구조 건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전환
다.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은행의 타회사주식소유한도를 기존의 10%에서 15%로 확대
－ 자기자본의 5배 이상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 조치를 2000
년부터 조기에 실시하고 과다차입금 기준을 2001년 400%,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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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로 연차적으로 축소 (98. 2. 24 법인세법 개정)
－ 대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주요채권은행
(주거래은행)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기업, 일정규모 이상 여신보유기업의 여신
취급사유 및 기업 자구계획 등 공시
라.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 기업 인수․합병(M&A) 원활화
◦기업 인수․합병 제한을 완화하여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취득한
도를 10%에서 1/3로 변경 (98. 2. 24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
한 법률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98. 2. 24 증권거래법 개정)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및 유상증자요건 폐지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의 폐지 (98. 2. 24 공정거래법
개정)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투명
한 심사기준 마련
* 98년 상반기중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예정
◦기업분할제도 도입 및 합병절차 간소화
－ 퇴출절차와 부실기업정리 강화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퇴출절차 개선
◦회사정리시 구주 소각을 강화하고 화의시 지배주주의 주식담보 제
공을 화의 요건으로 하는 등 부실경영책임 강화
◦부실기업정리회사(또는 조합)의 설립
－ 구조조정 지원세제 강화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용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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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인수․합병시 피인수기업의 부채감소액에 대한 익금 불산입, 사업
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과세 과세이연
◦주주의 자산 제공시 무상증여 자산에 대한 익금불산입
－ 합병․분할절차의 간소화
◦합병․인수대상 기업이 존속회사에 비해 소규모인 경우 합병을 위
한 존속회사의 주총은 생략
◦합병후 발생하는 신주총수가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주총 승인없이 공고나 주주통보로 가능, 단 주식 20%이상 소
유주가 반대하는 경우 예외
마.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및 사외감사 선임권고 (98. 2. 20 유가증권 상
장규정 개정)
－ 대표소송권, 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 요건 완화 (98. 2. 24 증권거
래법 개정)
－ 누적투표제 도입, 지배대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여 경영책임
강화

- 44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

<부록 4>

－ 정부는 2년내에 주요 기업의 부채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
가지

않으면 금융․기업의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기업

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규모가 2,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98년 1월말 기준 63개 계열기업) 주거래 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을 맺도록 하였음.(1～30대 기업의 경우 2월말까지 31～63대 기업의
경우 3월말까지 시한)
<재무약정 전문>
A계열 기업군의 계열주(이하 계열주), A계열 기업군의 주 기업체인 주식
회사A(이하 계열 주 기업체)는 A계열 기업군의 주거래은행 B은행(이하 은
행)과 A계열 기업군(이하 A계열)의 건전경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약정한다.
◇ 제1조 (부채비율 감축) A계열은 ‘부채비율 감축계획서’에 따라 계열 전
체의 부채비율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한다.
◇ 제2조(자구 및 차입금 상환) A계열은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서’에 따
라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 계열사 매각, 보유주식 매각, 지배주주의 출자
등을 통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계열회사 채무보증을 해소하기로 한다.
◇ 제3조(계열 구조조정) A계열은 ‘계열 구조조정 계획서’에 따라 계열회사
통․폐합과 정리, 사업 축소, 영업 양수 또는 양도, 사업 분할 등을 통하
여 계열 전체의 구조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제4조(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A계열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계획서’에 따
라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를 선임하고 계열주를 계열 기업체 등의 대표이
사로 선임하기로 한다.
◇ 제5조(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A계열과 은행은 은행 대출금을 출자전환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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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제6조(은행과의 사전협의) A계열은 신규사업 진출, 국외 투자 등 중요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나 회사 정리, 화의 신청 등 계열 전체적인 재무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행과 사전에 협
의하기로 한다.
◇ 제7조(이행실적 등 보고) A계열은 제1조 내지 제4조 내용에 대한 이행
실적 추진상황과 불이행 사유 등을 매 반기 익익월말까지 은행에 보고하
기로 한다.
◇ 제8조(조사 및 회보) A계열은 은행이 약정 내용의 이행상황을 사후 관
리하기 위하여 계열 전체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월별수지 계획서 등 필요
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곧 회보하기로 하고, 은행의 필요에 따라 계열
사의 장부 공장 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
기로 한다.
◇ 제9조(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A계열은 상기 약정 내용 불이행이 계속
되거나 불이행 수준이 심하다고 은행이 판단, 약정 내용 불이행을 이유
로 은행이 서면통지에 의해 신규여신 취급 중단, 기취급 여신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기 않기로 한다.
◇ 제10조(약정 내용 통보) A계열은 은행이 약정 내용과 이행 경과 등을
주로 채권은행에 통보하는 데 이의가 없기로 한다.
◇ 제11조(약정 내용의 변경) 이 약정 내용은 약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효력 발생) 이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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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기업부실판정 위원회 설치(98.5.11)

가. 설치 필요성
－ 기업실질가치의 객관적 평가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
야 할 일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급적 단시일내에 마무
리하는 것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실질가치와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차주기업의
실질가치 평가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차주기업의 실질가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업의 부채구조조정(대
출원금․이자 유예 또는 원금면제,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대출
금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전략 강구가 불가능
◦기업실질가치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
된 기구 필요
－ 신용경색 현상의 조기해소 및 자금흐름의 조속한 정상화 실현
◦회생가능한 기업은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협
약(특별약관)을 통하여 부채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회
생 도모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정리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부실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을 희
생시키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임.
－ 판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업 : 기업부실 판정위원회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평가업무를 수행
나. 기업부실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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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부실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
－ 위원회의 목적: 기업의 부실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회생가능한 기
업은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전략을 적극 강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퇴출을 유도
◦위원회의 구성:

10인 내외, 단 적정수의 외부전문가 포함(시중은행

: 3인 이상, 지방은행 : 1인 이상)
◦위원장의 선임은 은행 자율로 하되 위원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과 은행의 중간관리자급 여신전문가로 함.
－ 위원회의 기능: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은행경영층에
제시
◦차주기업의 실질가치 평가를 통한 자행여신의 실질가치 산정
◦차주기업에 대한 3단계(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평가 실시
◦기업 부채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전략 및 보증채무 해소 대책 수립
◦여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전략 수립
－ 위원회 설치시기 : 98. 5. 9까지 설치방침 확정 및 은행내부위원 선임
② 기업부실 판정대상기업 및 판정방법
－ 판정대상기업
◦자행협조융자 참여기업
◦부실징후기업요건 해당업체
◦추후 판정대상기업은 확대 적용할 예정임
－ 판정방법(예시): 기업의 실질가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
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 회생지원, 회생불가의 3단계로 평가
◦현재의 금리수준이 아닌 정상금리수준에서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동태적으로 평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64대 계열소속기업체의 경우에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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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와 연계하여 판정
◦계열기업군 소속업체의 경우 계열전체의 현황과 보증채무를 반영하
여 판정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각행 자율로 결정
－ 기업부실 판정시기
◦3단계 판정 : 협조융자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
로 5월말까지 완료하고 여타기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판정
예정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지원(work out)계획 : 98.7말까지
③ 기업구조조정지원계획 수립 전담팀(work out team)설치
－ 설치: 은행, 기업 및 국내외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하여 기업부
실판정위원회와 상호연계
◦규모가 작은 은행의 경우 심사부내에 독립된 팀조직으로 설치
－ 기능 : 부실징후기업 및 부실기업체 처리(정리 또는 회생지원)에 관
한 전략수립및 조언
④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을 위한 기구의 설치
－ 다수은행 또는 이종금융권간에 이견조정이 안되는 경우 채권금융기
관들이 전권을 위임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동 기구의 조정결정에
따르도록 함.
◦동 기구는 98. 5말까지 설치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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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합 토 론 >
강응선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오늘 주제발표의 제목은 경제위기분석과 정책방향인데 원인분석 보다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다음의 9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참모총장이 없습니다. 국군총사령관인
대통령은 있으나 그 밑에 참모총장은 없고 대신에 1군사령관, 2군사령관, 3
군사령관 사령관 등 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제에서는 정책실
기를 경제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는 정책의 혼란이 크
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금융감독원에서는 가
능한 한 많은 기업이 퇴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이
빗발치자 이틀 후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이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를 책임지고 끌어갈 참모총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래서 지금이라도 지방선거 끝나면 정부조직을 손대어 경제에 관한 한 부총
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제에서 김세진 박사가 제안안 경
제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뒤에서 숨어서 일하지 말고 전면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
요합니다.
둘째,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조조정의 순서입니다. 말하기 좋아
하는 사람은 구조조정을 동시에 하자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
의 동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금융 구조조정이 먼저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즉 강한 금융기관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
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구조조정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이를 위
해 재정지원이 불가피한데, 기업에 재정지원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외국에
서 난리일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100% 사적인 재화지만 금융은 지금까지
공공적인 성격을 보여왔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있어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나서 금융기관이 알아서 살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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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살리고 부실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금융 구조조정의 경우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70년대 금리인상, 환율인상 기름값인상, 연탄값인상 등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해야 합니다. 어제 새한종금을 영업정지한 것처럼 금융
기관 구조조정은 준비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6월까지 7월까지 지연한다고하니 대출회수 등 금융경색으로 기업들
이 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 정부가 방향을 못잡고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금융 구조조정
은 보다 전격적으로 해야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신정부 출범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공공부문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화를 말씀드리면, 엊그제 모국장급을 만
났더니, 지금 민간기업에서 어느 정도 사람을 짤라내고,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고, 봉급이 얼마나 깎이고 있는지 등 민간부문이 겪고 있는 고통의 정
도를 잘모르고 있습니다. YS정권 5년동안 탁상행정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면 국민과의 접촉을 많이해야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점심먹고, 저녁먹고 하면 국민의 실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
니까? 정부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진짜 현실 경제가 어떤게 돌아가는 지
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보다 신속하게 하면
서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내년도 예산
있어서 보너스의 80%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런 정도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을 감축하여야 하는데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
에 인원감축이 어려우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임금을 대폭 삭감을
해야합니다. 그 동안에 높았다는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이 이번 구조조정으
로 오히려 제일 밑으로 떨어지고, 공기업이 제일 높고, 공무원, 민간기업
순서입니다. 이걸 빨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발제 논문의 5면을 보시면, 주주, 채권자, 예금자의 순서로 피해
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금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르지만, 그것은 단
순히 미국식 논리를 적용한 것 같은데, 저는 예금자의 경우 설령 고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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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라 할지라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오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2달반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구조조정하려면 적어도 은행이
부실채권의 일부를 탕감 해주던지, 아니면 출자전환을 해줘야하는데, 그렇
게 많은 학계전문가들,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제야 정신차리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출자전환을 대폭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엔 아마 제한이 있
을 겁니다. 은행관련법에 있는 은행의 기업 주식보유 15%제한 자체를 없애
야 합니다. 아마 금융기관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컨데 주식을 갖
고 있다가 3년 후에 이 기업이 망하면 가치가 없어지지만, 그나마 부실채
권을 안고있으면 나중에 라도 청구권이 있으니까 은행이 싫어하는 모양입
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진도 출자전환의 경우 경영권을 빼앗길 염려가 있
어 싫어하는데 지금 이런것 저런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은행의
구조조정에 국민의 세금을 줄이려면 그전에 그만한 자기들의 고통을 짜내
어야 합니다.
일곱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정책이 공개되어야 하겠다는 것입
니다. 여덟째, 지금 시중에 6-8월 대란설이 퍼지고 있으며, 이미 선물시장에
서 선물환이 1700～1800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4 지방선거전까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보다도 외국사람들이 더 그렇게 보고있
습니다. 지금 국내기업을 사고자하는 외국기업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극
단적으로 말하면 약간의 혼란이 와서 환율이 오른 다음에 그때 돈바꾸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국내기업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계개편, 노사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해야한다면 이것도 전격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6.4 지방선가이전에는 못할 겁니다. 6월 4일 선기 직후 단행하는 것이 경제
외적 불확실적 요건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6,7,8월 대란설이 진정되
고 기다라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MF 오기 전에도 잘못했지만 온 다음에도 정부가 몇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금자의 원리금 및 이자를

2000년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저는 정기예금금리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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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봅니다. 사실은 원금도 보장한도를 두어야 하는데, 원금은 보장 해도
이자보장은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은행 및 제일은행에 각각 1조 5
천억원씩 돈을 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은행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은행을 만한 것 같습니다
만, 그 은행들이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 및 개인대출 무작정
회수하고 있습니다. 연장도 안해줍니다.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 11월말이 아니라 이전에라도 매각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협조융자란 단어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절대 은행권이 서로 담합하
여 어느 특정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절대 있어서는 않됩니다.
이상의 3가지는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부호 교수 (서강대 경영학과)
현재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원인도 정부고,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도 정부입니다. 얼마전에 미국의 돈부쉬 교수가 관료를 국외로
추방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말해서 정부가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신인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는
제1차적인 원인은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있다고 보고, 빨리 정부가 발상
의 전환을 통해 진정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지켜서 해야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현명하게 구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온 빅딜이다, 기조실폐지다 하는 모
든 것들이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원칙에 역행하는 것 입니
다. 최근에 기업에게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하라든지, 또는 부실판정위원
회를 설정해 가지고 살기업 죽일기업을 판정하겠다든지 하는 발상은 기업
경영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가 왜 돌아가지 않느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는 것입니다. 시
장경제원칙의 핵심은 책임을 지는 건데, 기업은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벌써 자기가 투자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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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않아도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살아나갈려고 자구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기업에 대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도
록 노력해야 되는데, 죽는 기업 살리고 살아있는 기업을 자꾸 때리기 시작
하면 이 경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화의, 법정관리, 협조융자 이런 것도
지금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저는 좀 무리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철폐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기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
다. 부실판정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회생가능한 기업 지원하
겠다든지, 산업은행에 지시해서 채권확보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
가 해야할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 완전히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시장경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금융입니다. 금융은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되
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은 간단한 계산으로 연말까지 125조원 부실채
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자본금 다 합쳐봐야 22～25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이고,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눈치보고 있는 상태입
니다. 이런 금융기관 보고 책임지고 기업 구조개혁에 주도권을 가져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사람들이 말씀했지만, 저는 금융산업
의 새틀을 짜야하는 금융산업의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책임있는 금융기관이 있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은 시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
출이 않된다고 수출지원하라든지, 채무를 재조정하라든지, 출자전환을 하라
든지, 이런 말은 아무소용 없는 말입니다. 지금 은행이 무슨 책임을 지고
기업에 대출한 것을 출자로 전환하겠습니까? 은행부실과 기업부실을 자꾸
심화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은행을 좋은 은행부분과 나쁜 은행부분을 갈라가지고, 좋은 은행부분을 따
로 떼어서 외국은행에 매각하던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책임있게 경
영할 수 있는, 책임있게 경영하려면 뭔가 부실채권이 생기면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투자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은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니깐 더 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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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질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새로 은행구조를 개편해 가지고 좋은
은행 나쁜은행을 구별해서 금융시스템을 새로 틀을 짜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해야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외국자본이 우리금융산업에 많이 들어와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헝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자본이 60%정도 들어왔다던데, 우
리는 헝거리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낫을 것이 없으니까 한 80%, 100% 외국
자본이 들어와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니다. 대대적인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사실은 자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하
우도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영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존 경영진 중
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 다시말해 평균과 표준편차의 개념을 모르고 있
는 사람도 많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제대로 된 금융인이 없
으며, 특히 임원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0대, 40대 부장급
들을 위로 올리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경영진으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다시말해서 금융구조개편은 소유구조도 바꿔야겠지만, 경영진의 일
대 개편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해쳐나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산업이 시장경제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완전히 대대적
인 개편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을 하는데, 간섭을
하게되면 기업경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간섭을 하게되
면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되고 기업내에서도 윗사람 눈치를 보게됩니
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경영은 자유경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윗사람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윗사람 눈치를 잘 보는냐 그걸로 승진합니다. 그래서
임원중에 물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임원이라
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랫사람 잘 다루고 윗사람 잘 모시는 인간관계
형이지, 정말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어떤 비젼
을 가지고 자기책임하에 리스크를 택하고 기회를 추구하는 등의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해오던 거나 만들고 있지 새로운 제품을 전
혀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쟁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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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 나라는 굉장히 강해지고,
아까 대만이 평가절하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 아시아 지역 위기속에서도
대만은 건제하고 있습니다. 평가절하해도 10%정도 했고 주식가격도 7%정
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몇 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만이 왜 그러
면 건제한가? 시장경제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말
로 기업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의 문제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서 정리해고냐 기업
구조조정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결정된 걸로 생
각하고 밀어붙쳐야 됩니다. 이것을 국민을 향해서 설득해야할 시기에 노사
정 대타협을 통해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설
득해야할 문제지, 설득하고 밀어붙여야 할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금융시스템을 개편하려면 지금 정부예산
만 50조원이 필요하며 부실채권이 120조원에 달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다
고 하는데, 강응선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개
편을 통하고 필요시 법을 바꿔서라도 정부의 인원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법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가지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일대 전환을 해야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뀌니까 산업화시대 보다 훨씬 더 시장경제원칙
의 작동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발상을 가지고 이 국가
를 운영 하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시
장경제원칙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 경제개혁의 프로그램이 없고 주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어습
니다. 다시말해서 청사진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고 실체도 없고 추진팀도
없습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국민을 설득하고 밀어부치
고 나가도 안될 판인데, 지금 벌써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무슨말을 하면 국민이 따라가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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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따라갈 국민이 지금 거의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위기의식, 도전의식, 긴박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위기의식을 심어주
어야 할 때입니다. 실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 도전의식입니다. 지금 우리나
라가 이렇게 의기를 겪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라고 하는게 이 세계화 시
대에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지만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지금 일본, 홍콩,
싱가폴은 논외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기지로써 충분한 역량이
있다 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경쟁력은 없지만 일본 보다는 못하지
만 중위권국가에서는 그래도 기술과 품질의 기반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그
래서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보면 전략적 제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뭔가 국가의 운영이 잘 못되니까 지금 외국자본이 들오 오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개방적
시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포철이나 한전의 외국인 주식투자한
도 완전히 철폐해 버리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시각 외국제품, 외국자본
에 대한 시각도 보다 개방적으로 가야됩니다. 얼마전에 한미자동차협상을
한다고 하던데, 저는 적극적으로 한미자동차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외국자동차를 들어오게하고 대신 우리나라 부품회사들이 미국 포드
에 GM에 납품하고 이런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외국 물건

은 막아놓고 우리 물건만 판다면 부품회사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
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난관을 헤쳐갈 수 없습니다.
저는 기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 경영진도 대폭 개
편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영진으로써는 앞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 기업과 국민쪽에서도 인식의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주역이
정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변화의 주역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
니다. 지난 12월부터 새정부가 출범했다고 치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냐 구조조정이냐하는 대한 방향도
아직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 정부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
다. 정부를 강력하게 질타해야 됩니다. 전경련도 수동적인 자세로만 개혁에
임하지 말고, 잘못된 일을 하면 정부를 대대적으로 공격해야만 합니다. 기
업과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끌고나가야지, 정부에게만 맡겨가지고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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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관료들에게만 맡겨가지고는 우리의 앞날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
다.

윤병철 회장 (하나은행)
앞에서 말씀하신 토론자 여러분은 대체로 원인은 다 알고있다고 생각하
는데 저는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가 은행사람, 정
부관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얼만큼 잘못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
다. 왜나하면 결국은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은 은행사람, 정부관리들이기 때
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와 같은 세미나에서의 경제위기 원인 분석은 매
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사회자(김병주 교수)께서 신문에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예를들어 빅뱅이라는 것이 진화해서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필요한데, 그 시기를 어디로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
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전부 시장경제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당면한 문제는 정부가 다 해결해 내라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누가 나설것인가, 결국은 정부에 계신 분들속에서 나와서
해야된다면 그 사람하고 지금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물론 개
인적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사회적 경제적인 현상
이라는 것은 시각에 따라 그 대응방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년동안 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 또는 제도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사결
정 및 행동양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 은행, 재계 모두
에 관행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현재 표피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
만을 대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해결
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
부가 나서서 이 경제의 어려움을 전부 다 해결한다면 정부주도하에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날 부작용은 지금 나타난 부작용과 유사할 것이라는 것
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 세미나가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이런때에
자기 할 일만 알아서하라는 말이 저는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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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면 지금 주제발표에서 김세진박사가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아
는

사실이나, 그중에서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경제위기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경제위기 발
생 경로를 시계열로 갖다놓고 보면 체제상, 구조상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
어 그것이 외국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그 신뢰하락이 우리가 여태까지 쌓
아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기적 처방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대외적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국민과 정부간, 국민간에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번 발표 중에서도
어느나라의 경제 어려움이 왔을 때 18개월 이내에 원상으로 돌아간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길면 길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정책이 서로 연계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성,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발표되고 있는 정책을 보
면 정책 수립에 있어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조화, 금융과 실물 경제간
의 조화, 실업, 사회 경제적의 충격 등 관련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
토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에 있어서도 정책내용의 일관성
뿐만아니라 시계열상의 일관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의 완급에 초점
을 맞추어 해결해야합니다.
또한 정부당국이 경제정책에 관한 발언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은 정부당국의 발언에 상
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발언은
될 수 있는대로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제라는 것은 생물과
같은 것이므로 반응할 것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의 구조조정은 서로 연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자산이 곧 기업의 자산이고 금융의 부실은 곧 기업의 부
실이므로 이것을 모두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순서는 금융에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은행을 많이 비난하고 있

- 60 -

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은행감독원에서 적용해온 기준에 문제가 있다
고 봅니다. 은행감독원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원리금이 회수 안된
자산을 고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담보있는 것이 고정이고 담보없는 것은
요주의라고 해서 회수의문시되는 것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
우에는 전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 된 것은 전부 결손처리 합
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하나라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집행을 한다
면 이를테면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은 모두 부실로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
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할 것 같으면 은행마다 차이가 분명히 날 것입니
다.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1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그
것을 공시한다면 저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구
체적으로 개혁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외부에서도 우리의 개혁을 믿어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스스로 개혁을 실행해야 하겠다는 생각없이는 시간
만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성섭 교수 (숭실대 경제학과, 경실연 정책의장)
결국은 우리가 현재 부실화 되어있고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냐 그것을 어떻게 신속히 해 나가느냐
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점에 있어서 가장 강
조를 해야 하는 것은 시장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도 부채가 많
고 엄청나게 부실화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
지고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주장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비록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금융의 문제라고하더라도, 정부가
일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나오는 상태가 되서는 그것이 시장주
의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결국 시장주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서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또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주의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실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정을 해서 그것을 풀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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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을 한다면 결국 solution은 시장에다 맡기는
수 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이해를 하지 않는다
고 할 것 같으면 구조조정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잃어버리
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주의를 확립해야 될 시장이 어디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시
장이 금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성격상 다른 어느 시장보다
도 가장 복잡한 시장입니다. 그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주의
를 확립하고 시장의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
국 문제를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른 분들도 전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전성준칙을 확립해 나
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예컨데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그
리고 건전성 준칙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시장이 적절히 작동되기 위해서 예컨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
고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BIS비율 8%라든지 또는 기업부채를 200%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물론 이것만이 건전성 준칙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준칙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금융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모든 제
도와 관행, 즉 선진성제도와 관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주의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되지만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하는 점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데 우리가 운동경기와 시장을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절한 룰과
그 룰에 대한 심판의 아주 엄정한 심판이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경
기의 내용이 좋을 수 없으며 또 선수의 기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없는 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적절한 건정성규제 그것이 예

컨데 BIS 8%라든지 또한 기업부채비율 200%라든지, 물론 BIS 8%라는 것
은 국제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만은 또한 기업의 부
채가 200%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건전성 준칙을 우
리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건전성 준칙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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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도 그렇고 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관
치의 행정에 의해서 관치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던 관행속에
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상 시장경제의 관행에 우리가 친밀하게 친숙하게 되
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건전성 준칙만 되어 있으며 지금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기업도 저렇게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은행도 엄청나게 부실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준칙과 자유주
의만 있으면 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되
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느낌이고 따라서 정부에서 먼저 은행
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정리해 주겠다 또는 부채를 먼저 조정해 주겠다 이
렇게 순서를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현재 우
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구조
조정이라기 보다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지껏은 관치주의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일반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금융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로운 시장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확립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결코 간
단한 문제가 아니고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컨데,
지금껏 우리가 정부출범이후에

2, 3달 지나가지고 이제와서 은행이 먼저

또는 금융기관이 먼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
다고 하는 정도의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
는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
장경제의 질서를 놓는 작업속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절대로 시장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흔들림없이 이루어져야 된
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상 금융기관이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협조 예컨데 투명회계를 갖춘다든지
독립경영체제를 이룩한다든지 또 부당내부거래를 하지 않는다든지 사외이
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총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체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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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한다든지 이러한 민간부분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를
놓는 과정은 결코 성공적으로 또 간단한 시일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
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소장 (대우경제 연구소)
앞에서 대부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김세진 박사의 원고는 참조 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동
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잘 정리 되었고 또 정책방향도 잘 제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조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하면 구조조정을 잘할 수
있는가이고 잘 할수 있다는 기준이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우리경제상황은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산업조직붕괴가 초기단계에 와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이 위기관리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정부냐 아니면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는가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위기관리에서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참여자들이 빨리 행동을 안하
면 안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참
여자들이 변할 때 어느 정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회생불가능 상태
로 그냥 모른척 할 거냐 아니면 빨리 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support해주는
system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남은 변할려고 하
는데 괜히 붙들고 늘어지면 그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시장에 맡겨두면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결과는 바람직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술을 해봤자
또 거기의 새로운 질서에 적응을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 새로운 결
과가 나올때를 보면 오히려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이 오히려 종착점에는 더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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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번째 이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하고 참아야 된다고 하고 또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가 하는데 대한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
고 있습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다하는게
제 걱정입니다.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 굉장한 정도의 국부유출이 진행될
수 밖에 없고 필요이상으로 산업조직이 붕괴되고 있고 필요이상으로 인적
자원이 폐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minimize할 거냐에 대해
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큰 그림도 안나오고 굉
장한 혼란이 가속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위기가 된지 벌써 6달째란 말입
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자문을 해보
면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수술을 안 받
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제는 수술을 받지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수술실이 완전히 도살장 비슷하게 되어있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나서 더 못들어가고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지금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
다. 일시적인 고통이냐 그냥 완전히 뒤처지는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
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푸는
건 기업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빨리 채산성 올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외국사람들이 돈 가지고 들어오게 되있고, 금융기관이 돈빌려주게 되있고
기업들끼리도 서로 외상주고 해서 신용이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아
니면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기를 쓰고 방법을 찾아내
는 수 밖에 없어요. 아까 유승준박사 얘기 참 잘한거에요. 포기를 해야돼
요.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돼요. 단지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업들이 best를 다해서 빨리 변하려고 할 때 변할 수 있도록 하는
system은 정부가 잘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래서 자산매각시장 잘만들어줘야
되고, 예금자 보호문제도 제대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또 금융
기관보고도 빨리 빨리 정리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빨리 정리해야되
요? 자기가 언제 짤리지도모르는데 왜 빨리 정리해요?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하면 당장 BIS자기자본비율 뚝 떨어지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야돼요? 그러
니까 갈때까지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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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다죽어가는 판에 옛날 정상시처럼 세금 다 걷어가고 준조세
다 걷어가고 공과금 엄청나게 부과하고 공기업은 엄청나게 퇴직금 많이 줘
가면서 공공요금 올리려고 하고있고 지금 이런 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
하게 고쳐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것 깨닫고 고치도록 우리
민간의 힘이 커있지 못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
어요. 거의 막판에 가야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빨리 살 궁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해도 무너지기 쉬운 그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거래업체가 몇
개 넘어지면 별수 없어요. 같이 넘어지는 거에요. 정부가 이번에 5월말까지
살생부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돼는 소립니다. 살리도록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들 무서운 노력을 해야돼요. 무서운 자구
노력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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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政府政策部門

姜哲駿 敎授
(韓國金融硏修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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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요 약 >
－ 현 경제위기의 성격
ㅇIMF 구제금융 체제를 유발시킨 현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단기적 외
환유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외환위기의 성격이 강함. 즉 고비용 저
효율 경제구조의 지속에 따라 경제침체와 어느 정도의 금융위기 발생
이 불가피하였지만 당국에서 환율 변동폭 확대에 의한 신속한 원화
절하, 단기 외환유동성 확보 등의 대책을 서둘렀다면 외환위기는 모
면할 수 있었음. 특히 97년 1월의 한보부도에 이어 대기업의 부도가
연달아 발생하여 금융기관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 부
실 금융기관 지원보다 우량 금융기관의 대외유동성 확보에 힘썼더라
면 국가부도의 상태는 오지 않을 수 있었음.
ㅇ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위기 국면에서 신속한 통화절하 및 과
감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실행한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외
환위기를 겪지 않은 반면에 물가안정에 집착하여 신축적인 통화절하
를 못하고 금융부실화진행을 방치한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외환위기를 맞이하였음.
ㅇ따라서 현 위기는 당국의 정책대응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또한
이번 외환위기 발생의 도화선이 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과다차입 문
제도 당국의 원 강세 유지 태도 및 금융기관 감독부실에 기인된 바가
적지 않음.
－ 외환유동성 부족의 원인
ⅰ) 외국기관의 자금공여 축소
ㅇ대기업 부도 증가,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 악화, 회계 불투
명성 등으로 외국기관의 신인도가 하락하고 선진국 금융시장의 활
황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투자매력이 감소하였음. 특히 일본에서 연
이은 은행파산으로 한국에서도 은행파산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
어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에 의문이 제기되었음.
ㅇ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괜찮다고 강변한 당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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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문제가 있음.
ⅱ) 당국의 외환 보유액 부족
ㅇ평소 보유액 준비에 3개월분 수입액만 감안하고 금융기관의 단기외
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통화긴축에 집착하여 보유액 확충을 소홀
히 하였기 때문에 급작스런 외국기관의 자금회수가 시작되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가용외환이 턱없이 부족하였음.
ⅲ) 기업 및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과다
ㅇ내외금리차가 큰 상태에서 당국의 원 강세 유지 태도는 수입기업의
이익을 보장하여 경상적자 확대와 외채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금융
기관의 단기외채에 대한 감독부재와 중장기 차입에 대한 규제는 무
분별한 단기외채사용을 조장하고 외채구조를 악화시켰음. 특히 일부
종금사의 대규모 불법보증각서 어음매출은 한보 등 대기업 연쇄부
도시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을 급속하게 경색시킨 원인이 되었음.
ㅇ여기에다가 국내외환시장, 채권시장, 선물 옵션시장은 규모가 작아
충격완화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
－ 위기대응 정책의 실패 요인
ㅇ금융개혁위원회 출범, 칸막이 영업구조 등에 기인하여 위기상황의 인
지 및 종합적인 금융시장대책 마련이 실패함.
ㅇ또한 평소 감독체제 허점, 민간의 정부당국정책 비판 억제 풍토, 외환
당국의 업무 전문성 한계로 효과적인 위기진행 방지 방안이 실행되지
못함.
ㅇ당국의 대응능력과 외채 상환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된채 성
급하게 전 금융기관의 모든 외채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약속하는
외에 무모한 환율방어에 가용외환을 허비함으로써 당국의 위기 방어
능력이 조기에 소진됨.
－ 위기극복 및 재발방지 대책
ㅇ단기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최대한 확충하고 민간의 무역금융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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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 또한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하여 부실채권을 줄이고 부실 종금
사와 리스사를 조기에 정리. 이에 병행하여 민간 채무의 정부보증채
무 전환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당국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
ㅇ금융기관 감독 정책 개선
․부실기관

발생을

Merit System으

근원적으로

봉쇄하도록

감독정책을 철저한

로 운용하며 경영성과를 이익위주로만 투명하게

평가하도록 함.
․또한 국제적 회계기준과 VaR등 선진 위험관리 시스템을 자발적
으로 확대

사용하도록 유인 부여

ㅇ시장활성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을 정비 활성화하며 원화국제화를 적극 추진
ㅇ금융전문가에 의한 금융기관 창업을 촉진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주인
의식 결

여와 그로 인한 막대한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소. 또한 단

기적으로 금융기관 퇴직 실업자 증가 문제 완화
ㅇ과다한 외자유입과 이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국내 금리를 국제 수준으로 인하시키는 일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규모 국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참고금리(reference
rate)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금리 변동성 축소를 위한 어음
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고금리 경쟁의 원천적 방지, 금융정보 유통시
스템 정비 확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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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국민, 기업, 정부 3자 공동책임론의 문제점
－ 공동책임론의 내용
ㅇ현재의 금융, 외환위기가 분수에 넘친 과소비에 젖어 있던 국민과 과
다한 차입에 의해 방만한 확장위주 경영을 일삼은 기업 그리고 고비
용, 저효율을 청산할 수 있는 경제구조정책시행에 실패한 정부의 공
동책임이라는 주장.
ㅇ그러나 이러한 공동책임론은 현 위기의 발생원인 규명작업의 촛점을
분산시켜 앞으로 동일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확한 대책수립의
방향을 오도할 위험이 큼.
－ 공동책임론 비판의 근거
ㅇ각 경제주체의 과소비, 과잉투자를 비합리적(여기서 비합리적이란 경
제주체가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선택을 했다는 의미) 결정의 소산으
로 보고 원인분석 및 대처방향을 모색하게 되면, 시장의 논리가 무시
되고 인위적인 효율성 기준이 사용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를 정당
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즉 개인의 과소비, 기업의 과잉투자, 금융기관
의 과도한 해외차입은 고유의 합리적 행동원리에 따른 것으로 보고,
그 행위자체를 비난하는 것보다 그러한 행위를 낳게 한 요소를 규명
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임.
ㅇ이번 위기는 구체적으로는 외환시장, 크게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위
기인데 평소 정부당국이 이 분야에서 행사하는 권한의 강도와 범위,
그리고 규제조직의 규모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봉쇄적이었으며 방대하였음. 거의 모든 외환의 유출과 유입
을 통제대상으로 삼고 있는데다 금융시장운영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
사해 온 것이 정책당국이었다고 할 때 당국의 정책운영과정에서의 책
임을 여타 경제주체의 책임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균형감각
이 결여된 일임.
ㅇ이번 위기가 정책대응실패에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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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진로,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금융
기관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금융시장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국내금융 상황 악화에 관한 정보
가 홍콩, 동경,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공개되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당국은 거시경제지표 건실만을 강변하며 환율 실세화, 금
융기관 외화자산, 부채운용에 대한 감독 강화, 대외지급준비자산
점검 등 주어진 권한범위내의 위기대책 시행을 국가부도 상황이
목전에 닥칠 때까지 미루었음.
․더우기 일본에서 ’95년부터 효고은행 등 은행파산이 시작되어 은
행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 금융시스템의 원조격인 이
웃 나라에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기간 금융기관
의 부실화로 일본이 아시아의 안정적 자금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리란 의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계속 보도되고 실제로 ’97
년 5～7월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발생과정에서 이것이 증
명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음.
2. 현위기 원인분석의 방법론
1)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구분 접근
－ 금융위기의 정의
ㅇ시장경제의 순환과정에서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넘어갈 때는 기업도
산이 증가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금융구조 취약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정도를 넘어서면 금융위기로 발전
ㅇ금융위기국면에서는 예금자와 대출자간의 신용불신이 극도로 높아져
유동성 경색, 흑자기업 부도,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마비 등의 현상이
나타남.
－ 외환위기의 정의
ㅇ소규모 개방경제체제국가에서 대규모 경상적자누적, 금융기관부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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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하여 단기간에 외자가 급격히 빠져 나감으로써 정상적인 외환
결제를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ㅇ미국, 일본 등과 같이 경제대국인데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제화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자국통화가 국제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라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외환위기는 일어날 수
없음.
ㅇ소규모 개방체제국가에서 금융구조취약, 경상적자누적 등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반드시 외환위기가 뒤따르는 것은 아님. 80년대초 뉴질랜
드, 90년대초 스웨덴, 핀란드 등은 대규모 경상적자, 은행부실화 등
금융위기를 겪었으나 신속한 통화절하와 금융산업구조조정에 의해 외
환위기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를 극복. 반면에 70년대의 영국, 두차례
의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 ’97년의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은 경상
적자누적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절하,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부실금
융기관 조기정리 등 적절한 정책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금융위기가 외
환위기로 발전. 1)
ㅇ그러므로 ’97년 12월 3일 IMF와 구제금융협약을 체결하는데까지 이
른 외환위기의 원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금융
구조취약 내지는 금융위기의 원인 뿐만 아니라 그대응과정에서의 정
책실패 분석 필요.
2) 예측가능성 분석에 중점은 곤란
ㅇ현위기의 초래원인을 분석하면서 위기의 도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은 원인규명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음. 경
상수지 적자, 부도기업 증가, 금융기관 부실화 등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그것들이 누적되어 구체적으로 어
느 시점에서 위기화되어 도래하는가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날벼락론
(이영섭과 이종욱(1998))2) 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위기는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 책임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으며
1) 이들국가의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 대처경험에 대한 분석은 참고문헌에 소개된 한국은행의 자
료(97.9, 97.10, 98.1, 98.2) 참조.
2) 외환위기 도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일반인들의 날벼락론 해석에 대해서 이종욱 교수는 사전
에 대비를 하지 않아서 맞이한 위기라는 점에서 날벼락론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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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책은 실질적인 내용을 잃게 될 것임.
ㅇ또한 예측행위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서도 논란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 일기예보방송처럼 전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거
나 전문가나 실무자들은 알고 있어도 당국의 최고책임자나 대통령은
공식보고를 받지 못했다거나 어느 전문가도 100% 확신있게 위기도래
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
음.
3) 단계적 접근방법 - 소위기와 대붕괴
ㅇ현위기의 발생시점을 ’97년 11월말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시점
하나로 놓고서 그이전에 발생한 원인들을 수평적으로 규명하는 방법
도 문제가 있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때 가서 한꺼번에 터져 버렸
다고 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의 시비가 있는 점외에 위기대응 과정에
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볼 수 없기 때문. 즉, 위기 발생과정에서의 부
적절한 대응이 위기발생시점을 변경시키거나 위기의 크기를 증폭시켰
을 수도 있기 때문.
ㅇ따라서 외환위기의 발생이 한시점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신규 외화조달이 거절되는 사태, 만기연장
이 거절되는 사태, 기존 외채에 대해 조기상환이 요청되는 사태 등등
여러차례의 소규모 위기사태가 발생하고 여기에 당국의 위기관리 대
책이 실패하면서 종국적으로 IMF행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대붕괴
(Grand Collapse)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원인규명작
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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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기원인 분석
1. 소위기 발생의 원인
－ 외환위기가 일단 대외결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외환유동성의 부족
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외국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급작스러
운 대출 및 투자 축소와 당국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환유동성 부족에 기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외국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대출 및 투자 축소 원인
①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인도 하락
－ 기업신인도 하락
ㅇ기업의 수익성 악화, 부채비율 증가, 대기업연쇄부도로 주가하락과
대출채권부실화 위험이 높아졌음. Beighley(1997)의 1996년까지 12년동
안 기업재무분석에 의하면 자기자본이익율, 유동성, 자산수익율이
1996년에 최저수준, 부채비율은 최대수준에 달하는 등 기업의 수익성
과 재무구조가 그이전에 비해 1996년에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음(<표 1> 참조).
ㅇ여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위정책당국자는 외환위기가 목전에 다다
른 10월초까지 Fundamental 또는 매크로지표는 괜찮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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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주요 대기업 부도발생 상황
일 자
1. 31
3. 8

기 업
한보
우성

총 자 산
6조1,600억원
2조9,900억원

금융권부채
4조9,000억원
1조2,000억원

3. 24
4. 28

삼미
진로

2조5,300억원
3조8,800억원

1조8,900억원
1조9,000억원

5. 19
5. 26

건영
대농

1조5,500억원
1조7,800억원

1조6,000억원
1조7,000억원

6. 12

한신공영

1조2,800억원

1조900억원

7. 15

기아

14조5,000억원

9조5,300억원

<표 1>

국내기업 재무분석 비율추이
(단위:%)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85-96
평
균

0.69
1.78

1.18
3,31

1.61
5.30

0.37
0.74

1.41
1.94

자산수익율
내 수
수 출
자기자본이익율
내 수
수 출
부채/자기자본
내 수
수 출

2.82
6.46

5.09
11.29

6.46
18.71

1.55
2.94

5.90
7.44

191.3
168.9

195.4
145.5

179.4
158.0

202.5
189.9

185.3
175.5

유동성비율
내 수
수 출

94.0
94.4

93.4
98.3

94.5
98.4

91.4
93.3

97.54
99.11

자료: Scott Beighley, 1997, A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of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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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신인도 하락
ㅇ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유가증권 투자손실도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었음(<표 2> 참조).

’97년 1월의 한보부도로 외국금융기관의 한국

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7월의 기아 부도는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침.
ㅇ특히 4월 18일에 발표된 부도유예협약과 8월 26일에 발표된 ‘금융시
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은 한국의 금융제도 및 당국의 위기
수습능력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킴. 정부의 상환능력이 제한된
만큼 부실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우량기관에게 지원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부실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불만
ㅇ외국금융기관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던 사실은 한국
의 국가신용등급의 바로미터인 산업은행장기채권에 붙는 리스크스프
래드 (=미 재무성증권수익율과의 차이)의 움직임에서 알 수 있음(<그
림 1> 참조).

1)

<표 2> 은행의 부실채권 추이

(단위: 억원, %)

부실여신2)
무수익여신3)

’90말

’91말

’92말

’93말

’94말

’95말

’96말

19,122
(2.0)
74,463
(7.5)

20,914 24,374 29,551 19,253 22,944 24,439 84,506
(1.6)
(1.6)
(1.7)
(0.9)
(0.9)
(0.8)
(2.7)
83,140 103,472 120,892 117,227 124,839 118,739 214,610
(6.6)
(6.7)
(7.0)
(5.6)
(5.2)
(4.1)
(6.8)

주: 1) ’95년도에 일반은행으로 전환한 국민은행을 포함한 기준이며, (

’97.9말

)내는 총

여신 대비비율임.
2) 부실여신: 여신건전성 분류결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
ㅇ회수의문: 부도, 법정관리, 6개월이상 연체업체에 대한 여신중 담보부족
등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여신
ㅇ추정손실: 부도, 법정관리, 6개월이상 연체업체에 대한 여신중 담보부
족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즉시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3) 부실여신에 ‘고정’ 분류여신을 합한 여신
자료: 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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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밖에도 불충분한 대손충당금 설정과 증권투자손실 과소계상 사실
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은행 경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이 증가. 특히 많은 은행들이 ’95～’96년 사이에 Moody’s사, S&P사
등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신용평가등급심사를 처음으로 받으
면서 국제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관행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
로 알려짐.
ㅇ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면 각 금융기관들은 매년 결산을 당국
의 인가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음. 부실결산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이지만 업계와 당국이 담합하여 분식결산 내지는 손익조작을 합
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이바람에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되었고, 외국기관에서는 국내기관이 공표하는 재
무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외국회계법인이 작성하는 회계보고서를 첨
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음.
②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금융시장의 활황
－ 선진국시장의 활황으로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매력이 줄어들었으며 이
추세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으로 가속화
③ 은행채무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여부 의문제기
－ ’95년 8월 일본에서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효고은행이 파산하고 연이
어 은행파산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도 은행이 망할 수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의 채무보
증효과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었음.
ㅇ외국기관들은 개별기관별 신용도심사에 의해 대출을 공여해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였기 때
문에 평소의 차입규모가 대부분 적정규모를 초과하고 있었음.
ㅇ따라서 은행이 망할 수 있고 정부가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는 의문이
가면서 초과대출분 회수움직임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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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정부지급보증과 과잉대출

<가정> 우리나라 정부의 단기채무상환능력 200억달러,
국내금융기관의 자체상환능력 평균 5억달러
국제금융업무를 상시적으로 하는 국내기관 50개(은행 및 선발
종금사)
한국에 대출을 공여하는 외국기관의 수 200개3)
－ 지난번 위기발생 당시 금융기관외채총액이 약 1,000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외국기관들이 평균적으로 개별은행의 상환능력
까지 최대로 대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임.(=200*5억) -> 국내금융기
관의 총상환능력 250억달러(=5억*50)에다가 정부의 상환능력 200억달
러를 감안할 때 450억달러 이상 대출은 과잉대출
－

외국은행 실무자들의 설명은 한국정부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수준을
결정해왔다는 것임. 즉 개별 외국기관이 국내기관의 상환능력 100%
인 5억달러까지 대출한 것은 무모한 결정이나 정부의 상환능력의 5%
만 대출한 것은 신중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여기서 정부의
상환능력 또는 지급보증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로 볼 수 있고
과잉대출은 공공재의 과소비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

일단 과잉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부의 지급보증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면, 비록 개별은행의 신용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채무상환요구가 쇄도 가능

－

대출기관간에 정보교환이 완전하다면 과잉대출을 막을 수 있음. 그러
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국가별 대출금액을 집계 발표하고 있지
만 중복대출의 계산방법, 포함되는 대출종류, 기관의 결정 등의 문제
점 때문에 정보가치가 의문시되는데다가 영업비밀노출 기피경향 때문
에 아직까지 국제적 과잉대출을 막을 수 있는 정보교류가 부족한 상
태임.

3) 국내은행들은 대략 200～300여개의 외국기관으로부터 금융을 쓰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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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 대출 또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수단 부재
－ 시장가격 불안이 예상될 때 기존 투자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이 충분하
다고 하면 기존 투자나 대출 회수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음. 예를 들
어 원시세하락이 예상될 때 선물환매도가 가능하다면 국내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ㅇ당시 환위험 관리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여기에다가 외환시
장거래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았기 때문에(예를 들어 원유
대금 1회결제 5천만불만 있어도 환율이 출렁거렸을 정도였음), 일단
외환사정에 불안감이 보이면 서로가 매집에 나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
성이 높았음.
－ 주식투자위험 관리수단도 비록 ’96년 5월부터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
작되었지만 외국인은 한도가 있어서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투기
억제 방침 및 기관의 매매제한 때문에 현물지수와 선물지수의 적정관
계가 파괴되어 위험헤징기능이 제한적
(2) 금융당국의 외환 보유액 부족
－ 정부당국이 보유하고 있던 공적보유액은 위기 발생전에 330억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외국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
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
① 적정보유액 개념 설정의 오류
－ 당국은 60～70년대 IMF economist들의 의견을 좇아 1차 오일쇼크 후부
터 3개월분 수입결제용 외화확보를 적정보유 목표로 보고 지금까지 외
환보유액을 관리하여 왔음.
ㅇ그러나 당시에 비해 금융기관의 단기금융거래는 엄청나게 늘어난 반
면 금융기관채무의 정부 보증관행에 대한 인식은 전혀 변동이 없었으
므로 3개월분 수입 뿐만 아니라 3개월이내 만기 금융기관 단기외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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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했음.
ㅇ대만이나 중국은 막대한 보유액 때문에 이번 위기에 휩쓸리지 않았
음(중국: 1,200억 달러, 대만: 850억 달러).
② 통화긴축 고수태도
－ 보유액 100억달러 늘리는데 당시 환율로 본원통화가 8조원가량 증가하
는 문제가 있어(’96년말 본원 통화 잔액 25조원 대비 32% 증가) 통화
긴축에 의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려는 당국으로서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임. 그러나 ’96년과 ’97년 연속 2년간 본원통화가 10% 이상 감소했다
는 점과 외환위기가 와서 물가가 두자리 숫자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의 긴축이 지나친 것이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음.
③ 보유외환 운용의 수익성 집착
－ 외환위기 발생직후 한국은행 보유외환중 상당부분이 국내금융기관의 해
외점포예치금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남.
ㅇ내외금리차가 큰데다가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운용수익보다 국내금융
기관의 조달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보유외환운용의 수익성이나 기
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한은 보유외환을 국내금융기관에 예탁운용하는
것이 효과적. 그러나 수익이 늘어나는 대신 신용위험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효율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포트폴리오이론의 기본원칙에
좀 더 충실했어야 했음.
(3)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① 자금운용 경직
－ ’96년 들어서부터 금융기관 대부분은 부실대출과 유가증권투자손실 누
적 때문에 자금운용이 경직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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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실대출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주인없는 금융
기관이 많은 상태에서 또 주인있는 금융기관도 당국에서 언젠가 알아
서 처리해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팽배한 상태에서
진전이 없었음. 실제로 부실채권이 많을수록 증자나 당국의 자금지원
등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유동성관리보다는 당국에서 허
용한 한도까지 부실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음.
ㅇ증권투자의 경우도 손절매를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기보다 본전이 회
복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었음. 어차피 당국의 지시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많았으므로 당국에서 책
임을 져주기만을 기다리는 형국
ㅇ평소 당국이 자산운용이나 대출에 간섭하지 않고 부실대출과 투자손
실을 엄격하게 시가평가하여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은 폐쇄시
킬 것이라는 방침을 미리 확고하게 밝히고 시행했어야 했음.
－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경직상태가 위기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97년 1월
한보가 부도난 시점부터였음.
ㅇ은행권에서만 약 3조원의 부실채권이 신규로 늘어났는데 대손충당금
비율을 평균 50%로 잡으면 약 1조5천억원의 자기자본이 감소하므로
BIS 8% 비율을 감안하면 18조 7,500억원의 대출감소요인이 됨. (=1조
5,000억/0.08) ’96년말 예금은행총대출금(신탁계정포함)이 232조원으로
서 그 영향이 매우 심각
ㅇ종금사의 타격은 더 심각. ’95년부터 종금사들은 기업어음매출영업에
적극 나섰는데

매수기관에서 지급보증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정식지

급보증에는 한도제한(대출+지급보증은 자본금의 10배이내)이 있어 이
를 우회하기 위하여 이면보증각서를 써주었음. B/S상에 기표가 안되
니 아무런 한도제한이 없이 단기간에 국내단기금융시장을 석권하는
규모로 급성장. 심지어 기업들은 종금사에 매출한 어음대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곤하였음. 시중의 추산에 의하면 ’96년말에 이면보증각
서금액이 종금사 총자산 52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라고 함.

한보

등의 부도가 터지면서 전액 대신 상환하게 되어 종금사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들게 되었음. 이들 어음매출마진은 0.2～0.3%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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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어음매출에서 고작 20～30억원의 수익을 얻었음. 이어음이 부
도가 날 때 전체 자본금합계가 4,000억원에 불과한 종금사로서 심각
한 자금난 불가피).
② 단기외채 과다
－ 원인
ㅇ금융기관 단기외화차입에 대해서 외화로 운용하는 한 은행을 제외하
고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 은행도 직접적 제한은 없었지만 궁극적
으로 BIS 8%비율 제한을 받게 되므로 무한정 외화차입과 외화운용을
할 수 없는 반면 종금사의 경우는 BIS비율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론상 무한정 단기차입을 늘릴 수 있었음. 단지 해외에서 신용도제한
으로 차입능력의 한계가 있었을 뿐임. 종금사들은 차입자금을 수익이
높은 고위험채권에 주로 투자하였는데 마진이 3～5% 수준이었음.
리스사(또는 종금사 리스영업부)는 외화포지션규제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차입하여 원화로 대출하면 엄청난 내외금리차를 볼
수 있었음. 증권사와 투신사들도 포지션규제를 받지 않았음. 역외
(off-shore)펀드를 만들어 해외에서 차입한 후 국내에 들여와 투자를
하면 금리차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그런데 주로 주식에 투자하다가
손해를 많이 봄.
ㅇ아래 외국환관리규정에서 보듯이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은 규제가 없
었던데 반하여 1년초과 중장기차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통제를 하고
있었음. 이 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업종별로 매년 중장기차입한
도를 설정운용하고 있어서 기관별로 한도를 따기위한 경쟁이 치열했
었음.

또한 당국에서는 몇년전부터 중장기차입시 금리에 대하여 창

구지도를 하고 있었음. 한국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무분별한 차입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금융기관들은 대부
분 차입시 대출자에게 풋 옵션(조기상환권리)을 부여함으로써 금리조
건을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었음. 이 때문에 이번 외환위기 발생
시에 외국대출자들로부터 조기상환요구가 쇄도하여 유동성부족을 심
화시키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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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규정-은행의 중장기차입제한조항>
제 2-56조(외화자금의 차입신고등) ① 외국환은행이 미화1천만불이상의 외화자
금을 상환기간 1년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0장제 1절의
규정에 정하는 자본거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신고일부터 7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여
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국환은행이 미화 1천만불미만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
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거래를 위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 10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예정대주은행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동의서
(LETTER OF INTENT)또는 예정간사은행에 대한 교섭의뢰서를 발급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신고 수리된 당해 외화자금의 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지체없이 별지 제 2-15호 서식의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차입 보고서를 재정
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 외화자산투자 과다
－ 국내경쟁 격화로 원화운용에서 고수익을 얻기가 곤란, 금융기관들은 고
수익자산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림.
－ 특히 ’94년 투자금융사들이 종합금융사로 대거 전환하면서 국제금융영
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들의 국제영업부문 수익은 대부분 개
발도상국 채권 등 고수익 자산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었음. 여기에다가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하여는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여 외화투자에
나섰음. 이 때문에 홍콩금융당국에서는 한국금융기관의 과열 경쟁을 우
려하는 의견을 우리정부에 보내오기도 함.
－ 감독당국에서는 외화차입과 외화운용리스크를 시장위험(market risk)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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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파악하고 있었음. 즉 기간별 미스매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장
기운용을 장기차입으로 충당하고 단기운용은 단기조달로 충당하면 위
험관리가 되는 것으로 인식. 그러나 국제금융거래에서 신용위험(credit
risk)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감독당국이나 금융기관은 실
감하지 못함.
④ 금융기관 상시감독체제 및 위험관리시스템 미비
－ 앞에서 지적한대로 일부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차입과 위험자산운용은 전
혀 통제되지 않았음. 특히 종합금융사 및 리스사의 역외대출과 증권사
및 투신사의 역외펀드는 감독기관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ㅇ종금사에 대한 감사는 재경원이 2～3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실
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업무검사는 ’94년 재경원의 의뢰에의하
여 은행감독원이 딱 한차례 실시하였을 정도로 감독기관통제가 허술
하였으며 종금사 자체의 위험관리시스템은 전무한 상태. 외국환관리
규정에 의하면 옵쇼아차입과 대출은 보고사항이었는데 보고누락이 있
는지 체크를 하거나 기간중 실적이 크게 달라지면 원인을 추적한다든
지하는 기초적 감독활동여부 의문시. 종금사 옵쇼아대출의 많은 부분
은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외화차입에 의존하였는데 은행도 동료기관에
대한 대출이라 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ㅇ증권사 및 투신사의 역외펀드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국내증시
침체로 영업이 부진하자 그 돌파구로써 각사마다 역외펀드설립 경쟁.
일단 당국의 설립인가를 받아 역외펀드를 설립하면 국내금리보다 싼
해외차입이 가능했고 그 자금을 국내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물론 원절하시 또는 주가하락시 손해를 볼 수
있음). 증권사는 매매수수료수입까지 얻을 수 있었음.
ㅇ역외펀드는 법상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차입통제를
할 수 없었으며 국내주식투자수익이 시원치않자 많은 펀드들은 인도
네시아, 태국 등의 고금리채권에 투자를 늘림.

이번에 JP Morgan사

와 선경증권 등이 관련된 대규모 손실사건도 역외펀드가 개입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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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97년말 현재 운용중인 역외펀드는 28개 증권사의 89개 펀드 및 4개
투신사의 19개 펀드 등 총 108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확한
해외차입규모와 손실규모는 추측만 무성할 뿐임. 이 역외펀드들은 외
국인주식투자한도가 늘어날 때마다 초기한도확대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주식투자를 하였음. 덕분에 외국인투자가의 국
내주식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였겠지만 기실은 외국빚 얻어 우리가
우리주식에 투자를 하는 격이었음. 외국기관들은 이들 역외펀드에 금
융을 제공하면서 증권사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
였음. 이것도 당연히 동료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이라하여 형식적
인 위험관리가 행하여졌음.
⑤ 외환시장의 충격흡수능력의 한계
－ 금융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단기투기자금 유출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
다는 지적이 많았음. 그러나 당국의 정책방향은 외환거래 자체를 억제
하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 이것은 평소에 환율이나 금리의 탄력도를 크게 하여 유사시 시장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었음. 수압이 높아가는데 수도관이나 물통을 크게 하기
보다 수도꼭지를 잠궈서 통제를 하려는 것과 같은 발상이었음.
－ 금융기관의 포지션규제는 여전하여 외환시장에서 전문적 시장조성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지 못하였음.
－ 또한 원화국제화도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외
거래를 하려고하면 반드시 원화와 외화간의 교환결제를 해야하는 체제
가 지속되었음. 비용부담외에도 외환부족시 결제수단부족으로 대외거래
가 마비될 수도 있음.
(4) 기업의 과다외채와 외화유동성 부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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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강세 유지 정책
－ 평소 우리 기업들은 상호지급보증등을 이용하여 부채를 과다하게 지고
있어 위기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었음. 이번 외환위기 원인중에는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 또는 재벌기업의 외채상환능력 부족도 꼽을 수 있
으므로 갚을 능력 이상의 빚을 얻은 기업, 받을 능력 이상의 대출이나
보증을 해준 금융기관, 이들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는 주장은 일단 일리가 있어보임.
－ 그러나 기업은 최대한 이윤을 추구해야 가치를 갖는 조직체임. 국내금
리가 높기 때문에 해외차입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평소 기회비용 때
문에 외화유동성자산을 최소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특히 ’94년 45억달러에 이어 ’95년 90억달러로 경상수지 적자가 두배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은 오히려 4% 절상되었기 때문에 해외
에서 외자를 들여와 수입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막대한 내외금리차는
물론이거니와 원화절상분까지 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음. 반면에 달러를
버는 수출기업은 이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축될 수 밖에 없었음.
－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만큼 금융기관 외채가 증가하므로 만약 당국에서
금융기관 외채증가에 대해 제동을 걸었거나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금융기관 외채증가분만큼 늘리도록 하였다면 경상적자는 바로 원화절
하로 이어져 외자도입 기업 또는 수입주력 기업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었음.
－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외자이용을 부추겼음. 해외에서 외자를 들여와 기
업에게 약간의 스프레이드를 붙여 외화대출을 해주면 환리스크, 금리리
스크 등이 전혀 없는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 여기에다가 외화
대출 상환을 대출 당시 환율에 의해서 원화로 하도록 하면 그 사이 원
절상 이익까지 얻었음. 당연히 금융기관마다 기업체 외자사용을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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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었음. 일부 종금사와 리스사들은 원절상
이익을 바라보고 외화대출에서 역마진을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경쟁을
벌였음.
－ 결론적으로 지난 몇년간 대폭적인 경상수지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원
화강세기조를 유지하려 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함.
－ 경상적자 이상으로 자본수지 흑자가 나서 원강세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결과론이지 원인해명으로는 부족함. 왜냐하면 원강세유지 정책방향을
탐지한 기업이나 외국기관들이 내외금리차와 환차익을 동시에 얻기 위
해 국내로의 외자유입과 수입증가를 선도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
임. 이 추론의 근거는 97년 1/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이나 홍콩의
외국은행들이 국내 기업들에 제시하는 원달러 선물환율시세가 현물환
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임.

예 시

원강세유지와 경상적자 및 단기차입의 악순환

－ 국내금리 12%, 달러금리 6%, 현물환율 1달러=800원이라 할 때 1년만기
선물환율은 845원이 정상임. 그런데 선물환율이 800원이라면 달러를 차
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고(또는 수입대금을 차입달러로 결제하고 수입
물품 판매대금은 원화로 운용하고) 달러 선물환을 매입하면 달러당 45
원의 무위험이익을 얻을 수 있음. 만약 당국의 원강세 유지 방침이 믿
을만하면 선물환거래를 하지 않고도 확실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음.
－ 일부 당국자 가운데는 물가안정을 위해 원강세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주
장하는 사람도 있음. 그러나 96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적인 행진
을 계속하고 있을 때 국제금융학계에서는 원화의 과대평가가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음.4)
4) 대표적으로 루디거 돈부쉬교수는 ’97년 봄 한국금융연구원 초청세미나에서 멕시코가 물

가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폐소화 강세를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예를 들
어 대폭적이고 조속한 원절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도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
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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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대응과정의 정책실패
(1) Early Warning System의 고장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상적자누적, 대기업 연쇄부도, 동남아 통화위기
발생 등 이미 금융위기 국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신속한 원화절하, 외
환보유액 확충 등의 대응에 착수했더라면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임. 이 판단의 근거는 원화의 급격한 절하가 시작된 ’97년 11월 이후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로 급전하였다는데 있음. 또한 ’96년 및 ’97년
상반기중 연율 10%정도의 원화절하에도 경상적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는 점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위기
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사이렌이 작동하
지 않은 원인이 규명되어야 함.
① 재경원, 한국은행, 금융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정책협조 부족
－ 금융개혁위원회 출범
ㅇ우리나라 금융구조가 취약하여 이를 혁신하기 위하여 ’97년 1월 금
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중앙은행 독립, 금융기관
감독 권한조정 등 정권말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민감한 과제가 전체
금융계의 중요관심사가 되는 바람에 학계, 연구기관, 당국, 업계 등
의 금융 전문가들이 위기진행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쏟게 되었으
며, 당국자들간에도 갈등이 심화되어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였음.
ㅇ시중은행 외환담당자들은 재경원과 한국은행 두 기관으로부터 혼란
스러운 신호에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의 중요한 정보가 정책당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곤 했음. 외
환위기 발생 후 금융정책 최고책임자가 ‘사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다’고 실토한 사실이 이것을 증명함.
－ 칸막이 영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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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기관 영업 및 감독체제 그리고 금융정책수립 및 집행체제가 은
행, 증권, 신탁, 종금, 리스 등으로 엄격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상호
간의 정보교류나 정책조정이 아주 어려운 상태였음.
ㅇ더우기 각 업종별로 영역보호로비를 위한 협회와 개별이익보호 논
리개발에 치중하는 연구소 내지는 싱크탱크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금
융정책 고위당국자들조차도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ㅇ당연히 금융시장 전체관점에서 위기극복대안을 마련한다든지 객관
적인 정보분석이나 정책연구가 가능한 분위기가 아니었음.
② 감독체제의 허점과 위기진행정보의 부족
－ 종금사, 리스사, 투신사의 업무감독은 재경원이 직접 관할하고 있었는데
인원의 한계로 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벅차서 불시 임점검사, 보고서
류의 현장확인, 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위험관리시스템구축 확인 등 기
본적인 감독활동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당국에서는 종금사 등의 직원들
이 과천청사까지 찾아와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만족하고 있었
으니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음.
ㅇ7월15일 기아의 부도로 홍콩 등에서 한국물이 폭락하고 일부 국책은
행을 제외하고는 신규차입이 일체 중단되었는데도 외환보유고 비축
확보에 비상을 걸기는 커녕 거꾸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부실기관들에
게 보유외환을 지원하도록 하고 환율방어에 나선 것은 엄청난 상황판
단미스였음.
ㅇ11월에 IMF총재가 구제금융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우
리 고위정책당국자들과 회동했을 때 당국자들이 한국금융기관의 단기
외채수준과 필요자금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
다는 Asian Wall Street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음.
③ 학계, 민간 연구소, 정부 산하기관 등의 자유로운 정책비판 억제
－ 오래전부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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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서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식의 최고위
당국자의 판단을 합리화해주는 논리나 의견 외에는 시중에 발표될 수
없었음.
④ 외환정책당국의 업무 전문성 문제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상품 및 거래기법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
고 있기 때문에 관련제도나 관행, 용어, 최근 시장동향 등을 제대로 파
악하려면 최소한 2년이상의 전문적 훈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
금융업계의 상식임. 여기에다가 정책수립 및 집행의 노우하우를 체득하
기 위해서는 다시 몇 년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외환시장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은 경력
10~20년에 달하는 업계전문가인 경우가 많음.
－ 우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외환정책 라인이 6개월이 멀다하고 교체되었
으니 전문적 노우하우 축적은 고사하고 금융기관의 시장담당자들과의
정보교환정도도 원활할 수 없었음.
－ 특히 고위정책당국자들의 시장적응도는 외국전문가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함. 외국에서는 최고 비밀사항에 속하는 목표환율수준
에 대해 당국책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거리낌없이 발설한다든지, 일본
효고은행 파산이후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외국투자가들
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한국에서도 은행이 망
할 수 있다’고 소신을 피력한 일 등이 그 예임.
(2) 환율방어 및 부실기관을 위한 보유외환 낭비
① 원고평가에 대한 경직된 시각
－ 당시 정책당국자 사이에서는 원고평가 유지 당위론이 팽배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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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추측을 해 본다면 첫째,
환율 수준이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용인하기가 어려웠다거나 둘째, 환율의 물가안정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시각은 환율이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신축적인
정책태도보다는 물가처럼 일정수준에서 방어를 해야할 대상으로 여기
는 경직된 정책태도를 낳았음. 특히 ’97년 9～10월중 일부 종금사의 경
우 외환유동성은 물론이고 원화유동성까지 바닥날 정도로 부실이 심각
하게 진행되었는데도 환율방어를 위하여 이들 종금사의 외채만기도래
분을 대신 상환해주면서 수십억달러의 보유액을 허비한 것은 분명 문
제가 있는 결정이었음.
② 전략개념의 부재
－ 모든 수단을 다해서 방어한다는 개념은 정치가들이나 군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정책당국이 취할 바가 아님.
－ 시장에서의 원절하 압력의 구체적 크기 측정,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파악 등이 이루어진 다음 방어가능한 환율수준을 설정하고서 전술을
펴나가야 하는데, 당국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었는지는 몰라도 원절하
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옥쇄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보임.
－ 당국의 작전이 실패할 경우 국가부도사태라는 엄청난 위험이 도래한다
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했더라면 그러한 옥쇄작전은 할 수 없었을 것
임. 가용외환보유액과 금융기관단기외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외
국기관이나 투자가들과 싸움에 들어갔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
냐의 기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이었는가의 기
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
(3) 금융기관외채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성급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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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부도후 신규차입중단 뿐만 아니라 기존채무에 대한 조기상환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8월 25일 당국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금융기관외채에 대해 전액 정부
가 지급보증을 할 의향이 있음을 선언하였음.
－ 이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외화부도에 이른 몇몇 종금사의 외채 5억달러
를 발표전일 보유액에서 지원하였음.
－ 이 조치 발표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정부의 신용도는 더 떨어졌으며
조기상환요구는 더욱 증가하였음. 왜냐하면 한국금융기관의 전체 외채
를 정부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외국기관들은 잘알고 있었기 때문
이었음. 따라서 부실기관에게 돈을 빌려준 기관들은 다른 기관이 상환
받기전에 먼저 대출을 회수하려 하였음.
－ 만약 당국에서 한국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우량금융기관을 우선적
으로 선정 발표하였더라면 정부와 이들 우량기관의 신용등급은 유지되
고 보유액도 급감하지 않았을 것임. 물론 부실기관은 더 빨리 망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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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책방향
(1) 단기방안
① 외환보유액 최대한 확충
－ 당국의 공적보유액이 3개월 수입결제액+금융기관 단기외채 수준에 달
할 때까지 계속 확충해나감.
② 수출선수금, 연지급수입 등 무역금융에 대한 규제 전면 철폐
－ 유사시 당국의 개입근거만 남겨놓고 대상품목, 기간 등 외국무역금융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폐지하여 업계의 자금난과 국내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함. 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기업과 은행간의 기존대출관행에
맡김.
③ 기업부동산 처분촉진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
－ 보유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으면 자금난에 빠진 많은 기업들
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부실율도 상당수준 감
소할 수 있음. 정부가 하루빨리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여 직접 이들 부
동산을 매입하는 방안과 성업공사, 부동산신탁회사, 주택공사, 주택공제
조합 등에게 부동산매입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실세금

리로

기준물

5년이상

장기할인채권으로

발행하면

국내채권시장

(benchmark)이 되어 채권시장 인프라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임. 또 금융
기관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손쉽게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비업
무용부동산규제를 IMF체제를 극복하는 향후 3～4년간 전면 중단해야
함.
－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채발행에 의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
안은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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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실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조장. 부실채권을 매각하
는 금융기관에게 벌칙을 부과하면 부실채권매각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며, 현경영진에게 과거 부실채권 책임을 묻기도 곤란
ㅇ부실채권 평가 및 등급화 과정의 불투명과 이로 인한 잡음 가능성
ㅇ매입한 부실채권을 성업공사등이 관리하는데 막대한 대리인 비용이
들 것임(현재 은행 연체채권을 성업공사에서 관리처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국채발행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기보다는 금융기관
이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해 주는 것이 효과적임. 법률
적 관계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
유동성효과 기대 가능.

성업공사, 주택공사 등이 매입한 부동산의 활

용방안으로서는 임대주택 건설, 아파트형 창업기업센터 건설 등을 들
수 있음. 이밖에 종업원 1,000인 이상 기업에 종업원 퇴직보험금을 담
보로 정부가 국채발행 자금을 대출하여 그 기업

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대신 퇴직자들을 임대주택 관리회사에 우선

취업시키

는 방법도 고려 가능
－ 이밖에 토초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대폭 감
면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함.
④ 부실 종금사 및 리스사 조속 정리
－ 종금사의 이면각서보증실태를 조사하여 정상적인 충당금을 설정할 능력
이 있는 회사는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폐쇄하여 종
금업 자체를 없애는 방안 검토
ㅇ국내외에서 종금업의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많고 정책혼선, 감독영역
구분 모호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금융업종 하나를 줄이면 그만큼
사적이해집단이 줄어 향후 금융산업개혁이 쉬워질 수 있음.
－ 리스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국과 같이 금융업종으로 구분하지 말고 일
반 상법상 기업으로 함. 차입한도 초과분(리스법 자기자본 10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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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은 경과규정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소
ㅇ이렇게 하여 리스사외채에 대해서 정부보증을 서지 않아야 함. 또한
리스사의 모기업인 은행과 리스사간의 채권․채무관계 단절을 신속히
추진하여 리스사 부실이 모은행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
ㅇ리스사 신설이 쉬워져 신규자본유입이 늘어나고 외국리스사 진출을
유치하면 기존 부실 리스사 정리에 따른 리스시장 경색을 막을 수는
있을 것임. 시간을 끌면서 리스시장 모두가 붕괴되는 것보다 훨씬 나
은 선택임.
⑤ 민간채무의 정부보증채무전환 악용 방지
－ 이번 위기는 국내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정부가 자동으로 보증을 서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차입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채무능력이 불신
받으면서 일시에 조기상환요구가 쇄도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큼.
ㅇ민간의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기관과 외국기관이 공동으로 악용한 점이 있음.
ㅇ앞으로 국내기관에 대하여는 외채상환을 못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
우에는 기관의 즉각 폐쇄, 경영권 박탈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배상책
임까지 추구할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한편 외국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기관의 범위와
내용을 평소에 공시를 하여 혼동의 여지를 없애야 함.
⑥ 당국 및 감독기관의 전문성 제고 대책
－ 당국 실무자의 일정기간 외환 및 국제금융실무교육 이수 의무화
－ 재경부, 한국은행, 금감위 외환업무 담당관과 외국환취급금융기관 담당
책임자간의 정례정보교환기구 상설화하고, 이 기구에 필요한 대책을 건
의하는 권한을 부여함. 건의된 대책이 수용되지 않아 사후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당국자의 문책사유로 삼음. 또한 참여 금융기관책임자의 수
가 다수가 되도록하여 당국자보다 일선 실무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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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도록 함.
(2) 금융기관 감독정책 개선
－ 통합감독기관의 출범으로 금융기관 감독부재에 따른 문제는 상당히 해
소될 것으로 전망됨.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자율성 침해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도덕적 해이 요
인을 철저하게 차단하되 시장활성화 및 기관 자율적인 위험관리 시스
템 구축 방향으로 감독정책 개선
① 철저한 merit system 시행
－ 수익성, 재무구조면에서 우량기관일수록 당국의 지원을 늘리며 부실기
관은 지원없이 신속하게 폐쇄시킴으로써 국내시장에서 Moral hazard 여
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함.
－ 금융기관의 신인도는 당국의 개입이나 지원보다도 개별기관의 재무상태
에 의해 평가받도록 함.
－ 또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차입에 의해
자산을 늘리는 일은 막아야 함. 왜냐하면 규모경제 등의 이익은 개별기
관이 보지만 금융기관 파산위험증가비용은 국민경제 전체가 지기 때문
임.
－ 총차입금이나 단기차입금이 늘수록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여
확장위주경영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함.
② 이익위주 경영성과 평가
－ 감독기관의 경영평가 및 금융기관경영진 선임에서 다른 불투명한 기준
을 배제하고 이익위주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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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은행내부의 점포 및 개인별 성과 평가 및 보수 결정도 이
익위주 기준을 사용하도록 함.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경영간섭과 부
실확장경영행태를 내부조직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배척할 수 있음.
－ 순이익이 감소한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연대책임을 지고 퇴진하는 전통
을 만들어야 함.
③ 자발적 위험관리체제 강화
－ 총자산규모나 외화채무가 일정액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선진금융기관들
이 사용하는 위험관리기법인 VaR(Value-at-Risk) system을 구축하여 위
험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함.
－ 또한 금융기관도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받도록하여 국내에서 신
용평가시장이 정상 발전되도록 함.
－ 정기적으로 VaR 수치와 신용도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위
험관리강화 유인을 제공함.
④ 결산승인제 폐지하고 국제회계기준 사용 장려
－ 금융업계의 담합분식결산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당국의 결산승인제를
폐지함.
－ 또한 금융기관에 한해서 미국회계기준 등 국제적 회계기준을 공식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지정하여 사용을 장려함.
(3) 시장활성화조치
－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 도래시 외부충격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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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기능도 하지만 그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기능도 함.
① 채권시장 활성화
－ 채권시장 활성화는 충격흡수 완화효과 외에 장기적으로 금리안정에도
기여
ㅇbenchmark 채권의 공급: 부동산매입자금용 등의 대규모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기간별 기준금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ㅇ경쟁적 채권종목별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거래소집중매매에 의한 채권거래 활성화는 한계가 있음.
종목별 시장조성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매매중개경쟁을 시키도록 함.
채권시장조성자에 대하여는 자본금요건 등을 대폭 간소화하여 채권
전문가들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을 줌.
ㅇ보증회사채 발행금리 자유화, 회사채발행 완전 자유화
ㅇ기관투자가들의 무보증채투자 장려책 시행
② 외환시장 활성화
－ 현재 하루 20억달러 정도인 시장규모를 100억달러 이상 수준으로 활성
화시킴으로써 외국기관으로부터 동네시장(local market)취급을 받고 있
는 서울외환시장을 국제적 거래 센터시장으로 키울 필요가 있음.
－ 센터시장이 되면 그 자체가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이번 위기과정에서 부족하였던 국제금융시장의 중요 정보를 많은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접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금융기관의 포지션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금융기관간 신상품거래를자유
화함(고객과의 신상품거래에 대한 규제는 사안별로 유지).
－ 또한 국내금융거래에서 외화표시거래를 확대함. 예로서 달러표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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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신탁증서, 각종 Warrant거래 등을 들 수 있음.
③ 원화국제화의 적극 추진
－ 일본은 60년대초부터 엔국제화를 추진하여 세계 어느시장에서나 엔화표
시거래가 가능함.
－ 상대국가에서 원화국제화를 규제하지 않는 한 국제거래에서 원화 사용
장려
－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통용된다면 국내기업의 결제위험 감소 효과
④ 선물거래소 조기 개설
－ 외국기관, 투자가 뿐만 아니라 국내기관, 투자가의 위험관리활동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거래소 조기 설립이 중요함.
ㅇ시장에서 활발한 차익거래와 통제된 투기거래의 합성으로 시장가격
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내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임.
ㅇ또한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개발을 가능케 하여 금융산업의 부가가
치 창출에 기여.
ㅇ시장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외부 충격흡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것임.
(4) 금융전문가의 금융기관 창업 촉진
－ 주인없는 금융기관 및 대주주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된 금융기관의 체제
로는 근본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음.
ㅇ현재 이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주인의식 결여로 전문가로서의 능
력 발휘에 비관적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외국에 비해 생산성
이 많이 떨어짐. 이에따라 막대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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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ㅇ또한 금융기관간 경쟁보다는 상호견제에 의한 전체기관의 동반 열
등화와 독과점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함. 오로지 규모의 대형
화에서 영업경쟁력을 찾으려는 경향이 농후함.
－ 따라서 이러한 금융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
가의 금융기관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금융기관 창업요
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예금자보호 등을 위
한 감독장치는 강화
－ 금융기관 창업 활성화로 IMF체제후 급증하는 금융기관 퇴직실업자 문
제는 상당수준 해결 가능
(5) 장기적인 금리하향 안정책 강구
－ 경상적자에도 불구하고 원절하가 안되는 근본 이유는 기업, 금융기관에
서 내외금리 차를 취하기 위해 자본유입을 많이 했기 때문임. 따라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금리의 국
제수준 인하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통화공급 증대, 외자유입 확대 등의 거시경제적 조치보
다는 다음 4가지 미시적 시장대책이 필요함.
ㅇ자금시장 수급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참고금리(reference rate)
설정
․미국의 재무성증권과 같이 무위험채권으로서 시장거래가 자유로운
국채의 대규모 정기적 공급체제 필요
ㅇ금리(Volatility) 안정화 필요
․금융시장 수급 변동시 금리의 불안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
음. 특히 금융기관 자금사정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중소기업 금융
이 급속히 경색되고 사채시장 금리가 폭등하는 등 금리의 위험 프
리미엄 변동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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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원인은 상당부분 현재의 어음제도에 기인함. 특히 배서자
의 연대보증의무로 인하여 어음한장 부도시 여러개의 기업이 동시
에 자금압박 내지는 부도위험에 직면함. 따라서 상법상의 연대보
증제도를 균등분할 보증제도로 변경하고 어음 발행 및 유통 남발
을 막기 위하여 은행의 어음용지 교부제 폐지 방안 검토
ㅇ고금리 경쟁구조의 개선
․투자기관의 금리입찰 행위를 불공정거래 차원에서 제재(경제적 우
월지위를 남용하여 부당거래 강요).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고객이나
기업에 불시 금리인상, 기한전 상환요구, 대출금액 일방감축 등 불
공정행위 제재
․금융기관의 예금유치 경쟁은 이익평가시스템 및 예대 위험관리시
스템 개선 등으로 대처. 무분별하게 고금리예금유치 경쟁을 벌이
는 기관은 오히려 손해를 보도록 함.
ㅇ금융정보 유통시스템 정비 확충
․불량 금융거래자에 대한 사전 경고장 발송, 기관간 정보교환 확대
시행
․불량 거래자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우량 거래자에 대한 금리할
인, 대출확대, 일정점수 포상제 등 실시
․국내 신용평가사의 업무체제정비 및 기술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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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정순원 전무 (현대경제연구원)
강철준 교수의 논문은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뜻깊은 통찰이라 생각
됩니다. 최근 경제위기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개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되는 집 허물은 하나도 없고 못되는 집안은 모두 허물로 보인다
는 말과 같이 우리 경제가 나빠지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
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의 원인 규명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IMF 위기를 겪
기 시작한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을 내
놓을 실력이 있다면 경제 위기가 왜 일어났겠느냐는 반문을 해보기도 합니
다. 경제위기의 원인 규명은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대처해 나
가는 방안의 선택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원인 규명
및 대처 방안의 선택은 오히려 멀쩡한 부분을 건드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영국은 지난 1976년에 IMF 신
세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그로부
터 4년이 지나 대처 수상이 집권한 후였습니다. 4년 동안 영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대처 영국수상도 영국병을 치료하는데 상당한 준비 기
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비해 우리는 충분한 준비없이 서두르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고착으로 경제의 미시적 기반이 와해된 상태에서 급변하는 국제 금융의 환
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빚
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

해서는 경제의 좀더 근원적인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이 정책부문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정부 정책부분에 초첨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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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우리 경제 운용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정책 운영에 있어서 큰
틀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88년 이후부터 한 10년 정도의 흐
름을 보면 그런 경향이 더욱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일어
나면 큰 틀 범위 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구
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서 이렇게 시행된 정책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엮어놓고 보면 일관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낮아지
고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
제 주체들은 장기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
라 단견을 가지고 처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의 조그
만 경제적 충격에도 금방 시장이 교란되는 양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같은 양상은 최근의 금융시장의 행태를 보면 더욱더 확연해집니다.
두 번째로 정책 대상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
가 생기면 모든 부분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모든 부분에 처방을 한꺼번에
하려는 소위 종합처방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환자를 처방할
때 절대 여러 가지 약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
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정부가 손을 대고 나머지 부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의 자정 기능이나 시장의 복원력에 기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런 경우 본래 시장 경제가 지니고 있는 충격에 대한
면역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나친 정책 처방
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을 지는 몰라도 우리 경제의 면역기능을 너무
많이 훼손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은 가급적이
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선택되고 집중되어야 할 것입
니다.
세 번째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즘 기업경영을 미국식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 데 정책시스템도 미국식 장점
을 따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책이 공급자(정부 당국) 뿐만아니라 수
요자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형 저성장
기에 접어든 우리의 경우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프로세스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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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성장 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오늘
의 문제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시스템이 기
대고 있는 토양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정보
가 유통되고 교환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 부처끼리의
정보도 원활히 소통되고 있지 않고 더구나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도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심합니다.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해서 정부 정
책의 효과가 예상했던 만큼 발휘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책에 대한 목
표를 설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시간적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에는 그 정책이 환경에 적당한 정책이라
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환경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
다. 우리에게는 환경이 변했을 때 정책의 목표를 재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정책을 평가하는 시
스템이 없지 않는가 하는 느낌입니다. 강 교수 말씀대로 경제정책을 제대
로 평가하고 비판한 수 있는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정
책 대안을 제기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반개방경제에서 완전개방경제로 옮겨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목표 설정과 수단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경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정책을 개발할 때는 경제환경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하는 데 상황에 대한 판
단은 경제지표를 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은 주로 거시지표에만 의지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미시지표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제지표 자체의 정확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경제 지표의 추정은 정책 결정의 가장 밑바탕
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선택에 있어서 표현상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경

- 108 -

우 경제용어 하나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부
가 통화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신문지상에는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표현됩니다. 외국사람이 보았을 때 과연 그것
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염려됩니다. 경제 정책 용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정책 실패를 가져오는 모럴해저드를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도 없
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게되면 그 규제에서 일단 벗어나기만 하면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경제 주체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경제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규제는 더 강화되고, 악순환
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에게 모럴해저드가 경제적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정부 규제의 신설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가 생
각하기에는 위기를 가져왔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그곳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3년 정도는 효율적인 외채 관
리를 통해 최소한 외채를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묶어 두는데
정책의 초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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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企業部門

姜孝錫 敎授
(韓國外國語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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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우리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 각 경제주체
가 총체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남아 외
환위기사태와 같은 대외적 요인이 가세되면서 촉발된 것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원동력인 실물기업부문이 장기간에 걸친 부
실경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데에 기인함.
－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국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치열
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나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경쟁제
한적 내수시장보호 정책 하에서 저임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과도한 차
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극대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새로
운 경영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였음.

현 경제위기의 본질은 고비

용 자체보다는, 생산요소의 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열등한 부가가치
생산성에 문제가 있음.

저효율을 타파하려면 기업이 합리적인 자본조

달과 투자선택을 통해서 자본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 한국기업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 자본비용도 회수
하지 못하는 부실한 자본투자, 핵심역량과 무관한 비전문적인 사업다
각화,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는 과다한 차입경영과 무분별한 상호지급
보증,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는 소유경영자의 전횡, 투명성이
결여된 경영관행 등으로 요약됨.
－ 세계적 초일류기업들의 업종전문화 추세와는 달리 국내기업들은 사업다
각화라는 명분아래 전문성이 없는 사업분야에까지 경쟁적으로 참여한 결
과 새로운 사업분야의 핵심역량을 키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사업의
경쟁력마저 약화시켜 왔음.
－ 재무구조 측면에서 높은 차입금리에도 불구하고 평균 400%를 넘는 과
도한 부채비율과 다른 한편으로 낮은 매출액이익률로 인하여 국내기업
들의 차입경영은 채산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음. 더구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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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계열사간의 방대한 상호지급보증 때문에 한 계열사의 부도가 전
체그룹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업의 지배권 측면에서 30대 그룹은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불과 2% 미
만을 소유한 대주주 한 사람이 수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방
만한 경영을 해왔으나 정작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잘못된 경영관행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주주에 대한 적정보상은 고사하고 차
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만큼 경영실적이 저조
했음을 의미하는 증거로서 그 동안 경제위기의 발발 가능성이 꾸준히
잉태되어 왔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기업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즉, 주
주가치 극대화의 목표아래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치창
조경영을 시행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구조조정에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사업구조조정, 차입경영해소를
위한 재무구조조정, 대주주의 경영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
배구조조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의
공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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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지난 30여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려오던 우리경제는 최근 경제
성장의 둔화와 함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기업경
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 결과 지난해 들어 과거에는 상상

할 수 없었던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사태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증시
폭락, 외환위기가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I
MF의 지원을 받는 지경에 이름.
－ 우리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정부정책부문, 금융부문, 기업부
문, 노동부문 등의 대내적 요인과 동남아 외환위기사태와 같은 대외
적 요인에 총체적으로 근거함.
ㅇ가까이는 ’97년 들어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금융기관
의 부실채권 증가와 대외신인도 하락이 이어졌으며 추가부도 우려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와 함께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경제위
기가 촉발되었음.
ㅇ보다 근원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원동력인 실물기업부문이 장기간에 걸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병을 키워왔다는 데에 기인함.
－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국내외시장에서 제품뿐 아니라 서비
스부문까지도 외국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나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 안주하여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함.
ㅇ과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보호 정책 하에서
저임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극대화 정책을 유지해 왔음.
ㅇ외형위주의 경영은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시
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
ㅇ개방화, 국제화로 대변되고 시장경제가 중시되는 미래의 경영환경에
서 수요가 초과하는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은 당연함(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현 경제위기의 본질은 고비용이 아니라, 생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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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열등한 부가가치 생산성(저수익, 저
기술, 저신축성)에 문제가 있음.

저효율을 타파하려면 기업이 합리적인

자본조달과 투자선택을 통해서 자본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 즉 기업경영의 기본패러다임은 과거의 外的成長에서 앞으로는 내실
있는 質的成長으로, 다시 말해서 매출 또는 이익의 극대화로부터 기
업가치 또는 경제적부가가치의 극대화로 전환되어야 함.

패러다임

성과척도

관리대상

과거

이익, 시장점유율

손익계산서

미래

부가가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ㅇ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가치창출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한국기업의 경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부도사태를 맞은 대기업들의 경영특성을 조망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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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기업의 경영현황과 문제점
1. 한국기업의 문제점
－ 기업은 자본비용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때 비로소 가치창출이 가능
하며 이 경우에 한해서 투자규모와 기업가치가 비례함.
ㅇ부가가치 = (투하자본이익률 - 자본비용) × 투하자본
= (투하자본회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자본비용) × 투하
자본
ㅇ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에는 매출액이익률뿐 아니라 동일한 매출성과
달성을 위해서 투입된 자본규모, 그리고 자본조달에 수반된 자본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 이를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와 손익계산서를 동시에 분석해야함.
(1) 낮은 생산성
－ 우리 나라 제조업의 종합적인 생산성을 반영하는 부가가치율은 1980
년대 중반이래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하면 70
～80% 수준에 그치고 있음(<표 1> 참조).
ㅇ선진국간의 생산성을 비교한 최근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자

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각각 63%와 55%에

불과 할 만큼 요소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생산성격차의 일부를 상
대적으로 많은 요소투입량으로 메꾸어 왔으나, 근본적으로 생산요
소의 질적인 개선 없이는 미국경제를 능가할 수 없다고 함.5)
ㅇ일본의 생산성이 미국에 비하여 이 정도로 저조하다면 우리 나라
의 생산성은 미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임.

5) The McKinsey Quarterly, No. 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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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의 생산성 비교
1985

1990

1992

1994

부가가치율
(%)

한 국

24.8

26.5

27.7

29.1

일 본

32.9

35.7

37.0

37.3

1인당생산액
(천달러)

한 국

-

56.8

63.9

74.9

일 본

-

155.9

173.8

205.4

67.4
102.6

63.0
84.5

61.4
78.7

설비투자효율 한 국
(%)
일 본

65.5
110.4

주: 1)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생산액
2) 1인당생산액 = 제조업생산액/제조업취업자
3) 설비투자효율 = 부가가치/(유형고정자산 - 건설가계정)
자료: 한국은행, 『한은정보』 1996. 11., pp. 29～37.

－ 저생산효율의 한가지 원인은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 일본의 1/3 수
준에 불과할 만큼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임.
ㅇ그럼에도 국내 제조업체의 1996년도 인건비상승률은 12.2%로 부가가
치증가율 1.1%를 초과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음.
ㅇ1996년 말 현재 인건비 비중(53%)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경상이익
비중(4.1%)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영업부진
으로 부가가치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도 인건비는 증가했기 때문임
(<표 2> 참조).
<표 2>

제조업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단위:%)

경상이익
인 건 비
순금융비용
감가상각비
기
타
부가가치

1993
6.5%
52.6
16.5
19.2
5.2
100

1994
10.4%
51.2
15.4
17.7
5.3
100

자료: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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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3.6%
47.7
15.0
18.8
4.9
100

1996
4.1%
53.0
17.5
19.9
5.5
100

－ 설비투자효율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저생산성의
또다른 원인은 투하자본의 효율성이 낮은 데에 있음.

(2) 비효율적 자본투자
－ 1990년이래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15.1%와
16.8%씩 증가해 왔으나 자본생산성은 23% 수준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
음(<표 3> 참조).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하자

본대비 부가가치 창출액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함.
<표 3> 우리 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지표 추이
(단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노동생산성 증가율(%)

16.53

18.25

18.41

11.76

16.04

20.04

부가가치 증가율(%)

14.76

15.34

13.5

9.14

17.51

20.26

자본생산성(%)

24.99

22.77

23.28

22.87

22.85

23.23

자료: 한국산업은행,『재무분석』1996.

－ 설비자산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고정자산의 낮은 이용도에 기인함.
ㅇ1995년 기준 경영활동성 지표로써 각국의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은 한국이
2.43회로 미국 3.59회, 일본 3.49회보다 훨씬 낮음(<표 4> 참조).
ㅇ즉, 우리 나라 기업들은 동일한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나 일본의 기업보다 40～50%나 더 많은 고정자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투하자본이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고정자산회전율이 낮은 이유로는 첫째, 기업들이 과거 고도경제성장
기의 관행에 젖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자동화 투자보
다는 무계획적인 설비확장에 주력한 결과 종종 과잉설비로 인하여
가동률이 낮아진 요인과 업체간 중복투자가 빈번한 데에도 원인이
있음.
ㅇ국내기업의 고정자산 증가율은 19%로 미국(3.2%), 일본(1.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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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8%)에 비해서 매우 높음(<표 4> 참조).
－ 둘째, 경영관리기법의 미숙으로 운전자본관리의 효율성이 낮았음.
ㅇ예컨대, ’96년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7.4회인데 비
해 미국은 8.2회, 일본은 9.5회로 우리보다 유동자산의 활동성이 높음.
－ 셋째, 기업들이 본업활동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불로소득
을 얻고자 부동산투자를 확대한 것도 원인이 됨.
ㅇ1974～1990년 사이 16년 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23%로 (연
복리) 땅값은 1974년 수준을 1로 할 경우 1990년에는 약 27에 달할
만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불로소득은 컸음.
－ 이처럼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그 동안 성장을 지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 아래서 높은 매출마진을 보장
받았기 때문임. 6)
ㅇ가격규제 하에서는 비용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가격수준을 통제하므로 기업은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
ㅇ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3%로 주요국과 비교할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함(<표 4> 참조).
ㅇ정부의 가격규제와 진입규제로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는 매출규모의 증가가 바로 순익증가를 의미하므로 기업들이 외형극
대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임.
ㅇ또한 일단 시장에 진입하여 독과점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산업
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시 기업의 실력보다는 로비가 중요하게 작용
하는 정경유착의 폐단이 있었음.

6) 박상용, “기업환경의 변화와 가치경영 시스템의 도입”,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경영 시스
템 도입에 관한 세미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1997.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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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제조업 경영성과 비교 (1995년도 기준)
경영지표
성장성

재무비율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매출액증가율

20.4%

8.2

1.8

13.5

유형고정자산증가율

19.0%

3.2

1.5

6.8

매출액영업이익률

8.3%

7.7

3.3

7.3

매출액경상이익률

3.6%

7.9

2.9

5.1

총자산회전율

1.00회

1.10

1.06

0.83

유형고정자산회전율

2.43회

3.59

3.49

2.00

자기자본비율

25.9%

38.5

32.6

53.9

유동비율

95.4

140.6

130.7

129.4

금융비용부담율

5.6

-

1.3

2.2

수익성

활동성

재무구조

주 : 미국, 일본, 대만의 성장성지표는 1994년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한은정보』, 1996. 6, pp. 29～35.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7. 5.

<비관련 다각화>

－ 세계적 초일류기업들의 업종전문화 추세와는 달리 국내기업들은 사업다
각화라는 명분아래 자신의 핵심역량과 무관한 비전문적인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분야의 핵심역량을 키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음.
ㅇ최근 10년간 국내기업 전체로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투자가 과다하
지 않지만 4대 그룹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경쟁적 투자확대는 과잉 중복투자를 유발하였음.
－ 비관련다각화 자체는 위험분산효과로 인하여 경영실패시 발생하는 불필
요한 재무비용의 부담을 피하게 하는 이점도 있으며 제대로만 추진된
다면 사업구조조정을 보조하는 기능도 있음.

문제는 한계기업의 퇴출이

어려운 제도적 여건 하에서 다각화를 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
는 버려야 할 사업에까지도 계속 경영역량을 분산시켜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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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와 영위업종 수는 계속 증가 추세임.
ㅇ30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위업종 수는 지난 1990년에 12개에서 1996년
에는 19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10대 기업집단 중 상위 5대집단의
평균 생산품목 수는 1994년을 기준으로 142개로 하위 5대집단에 비하
여 2배 이상이 많은 것은 우리 기업의 백화점식 경영행태의 단면을
보여 줌.
30대 그룹의 사업현황
구

분

1987

1990

1993

1995

1996

1997

평균계열사

16.7

-

20.1

20.8

22.3

27.3

평균업종수

-

11.8

18.3

18.5

18.8

19.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우리 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이 높아서 다
각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어려움.
ㅇ비관련 다각화의 비율은 한국이 9.7%(1989년)로서 일본의 85.4%(1973
년)와 미국의 70%(1969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상태임.7)

(3) 차입경영

－ 차입경영은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도산을 초래할 위험
을 증가시킴.

그러나 차입경영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님.

기업이 수

익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부득이 차입
금조달에 의존할 수 있고, 그리하여 주주에게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문제는 수익성 있는 성장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차입
금이용을 확대할 경우 채산성 악화로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임.

7) 정세열, “재벌정책에 대한 소고”, 산업연구원, 1998.

- 122 -

ㅇ과거 10년간(1986～1995년) 국내기업의 총자산은 연평균 33%씩 증가
해왔음(<표 5> 참조).
ㅇ동기간 중 소요자금의 내부조달 비중은 자산 증가액의 겨우 20% 미
만에 불과하여 대부분을 정책금융지원 등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음.
<표 5> 기업의 자산증가와 내부금융 비중
(단위: 조원)
’86

’87

’88

’89

’80

’91

’92

’93

’94

’95

자산증가액(A) 8.42

15.92 13.83 22.15 43.45 37.63 21.06 33.29 55.23 48.05

내부조달액(B)

2.66

3.23

4.04

3.66

4.30

4.80

3.97

5.31

9.16

14.12

내부금융비중
0.32
(B/A)

0.20

0.29

0.17

0.10

0.13

0.19

0.16

0.17

0.2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호.

－ 재무구조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평균차입금리는 1996년 말 기준으로
11.4%에 달하여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은 수준임.
ㅇ1982～1994년 사이 장기명목금리의 국제비교8)
한국 15.0%,

미국 8.9%, 일본 5.5%, 독일 7.2%,

영국 9.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비율은 25.9%로써 대만의 절반에도 못 미
치고 있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음(<표 4> 참조).
ㅇ따라서 금융비용 부담율이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높고 매출액 이익률은
크게 낮은 상태임.

이는 이미 ’95년말 기준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차입

경영은 채산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일본은 부채비율이 국제기준으로는 높은 편이지만 금리수준이 낮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율은 낮은 편임.

－ 특히 30대그룹의 평균부채비율은 400%를 넘어 세계적인 초우량기업들
과는 비교가 안되게 높은 실정임.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상 부채비율이

8) 남주하, 조장옥, 『한국상장기업의 자본비용추정과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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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를 넘으면 신용도 저하로 차입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임.
ㅇ과도한 부채의존도의 이유로는 과거 국내 자본시장의 미성숙으로 직
접금융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자금을 주로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ㅇ정부의 특혜성 정책금융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무리한 사업확
장도 마다하지 않은 기업의 자세와,
ㅇ기업규모가 클수록 도산이라는 시장규율을 피하기 쉬웠던 大馬不死
의 금융현실도 문제였음.

－ 더구나 총부채의 60%가 단기성 부채인 점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차
원에서 보더라도 큰 잘못임.
ㅇ장치산업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투자자금의 고정화를 전제로 하는데,
단순히 총부채비율이 높은점보다 유동부채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대기
업들의 재무위험도를 더욱 가중시킴.
－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부담율이 5.6%로 과중하여 매출액영
업이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경상이익률은 크게 떨어지는 현
상을 보임.
ㅇ1996년 말 제조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은 0.53%를 기록했으며, 1997년
상반기 중 30대 그룹의 매출액순이익률은 0.1%에 불과하였음.

－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의 고도성장기에는 적은 자기자본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기업의
적응력을 떨어뜨려 생존을 위협함.
ㅇ실제로 1985～1996년 사이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변동
성은 37.9%로 미국(23.8%), 일본(19.4%), 대만(28.6%)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음.9) 이와 같이 경영위험이 높은 것은 부채비율이 높은데다 금
리변동폭도 크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음.

－ 차입경영의 문제점은 대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함(<표 6> 참조).
9) LG경제연구원, 『경영안정 위협하는 수익성 변동』, 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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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차입금의존도는 높
으나 총자산회전율은 낮음.
ㅇ가격규제와 진입장벽의 덕택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서상대적
으로 높은 매출마진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차입경영에 의한 외형
확대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으며, 방만한 경영의
결과 자본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였음.
<표 6> 우리 나라 제조업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특성 비교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차입금
의존도(%)

1995

1996

1995

1996

1995

1996

대기업

9.8

7.3

0.91

0.86

46.0

49.3

중소기업

4.6

4.6

1.32

1.25

40.0

41.5

자료: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7. 5.

－ 특히 대기업은 그 동안 계열사간 방대한 상호지급보증으로 차입경영에
열을 올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호지급보증이라는 굴레 때문에 한 계열
사의 부도가 전그룹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음.
ㅇ또한 부실기업의 정리시 상호지급보증이 합리적 해결에 장애가 됨.
ㅇ상호지급보증의 해소는 IMF 지원의 핵심조건임. ‘93년에 처음으로 30
대 그룹 계열사간 지급보증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당시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166조원으로 자기자본의 470%에 달했음.

그러던 것이 ‘97년

4월 현재는 64.4조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 5대 그룹은 25.4조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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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5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 현황

(단위:조원)

그룹구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비율

상호지급보증

LG그룹

45.2

8.3

440%

2.3

현대그룹

58.9

9.8

500%

10

삼성그룹

74.7

14.1

430%

2.4

대우그룹

37.4

7.8

380%

10

선경그룹

23.9

4.7

410%

0.78

계 240.1

계 44.7

평균 430%

계 25.4

－ 또한,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사업을 위해 외국금융기관이나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빌린 외채인 해외 현지금융규모는 1997년 말 현재 532억 달
러에 달하며 이 중 70%가 5대 대기업 집단에 의해 차입되었음.
ㅇ전체기업의 외채규모는 955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1998년 안에 상환
해야할 금액은 600억 달러에 이름.
<표 8> 기업의 현지금융현황
(1997년 말 기준, 단위: 억 달러)
현지법인

국내법인

합 계

5대 재벌

266.7

106.2

373.0

기 타

89.7

69.7

159.4

356.4

175.9

532.4

자료 : 재정경제원, 1998.3

(4) 소유경영

－ 세계적인 우량기업들이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
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 한 사람이 수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
악하고 있음.
ㅇ1996년 말 현재 상장법인의 대주주 1인 지분율 평균은 21.6%이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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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8.5%에 불과
함.
ㅇ여기에 대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 지분율 34.5%를 추가하면 내부
지분율은 43.0%에 이름.
<표 9> 대주주 지분율 현황
상장법인

1987

1991

1993

1995

(단위:%)
1996

상장법인1)

-

23

22

22.1

21.6

30대 대기업 집단2)

15.8

14.1

10.2

10.5

8.5

30대 대기업 집단3)

56.2

47.0

43.4

44.1

43.0

주: 1) 대주주 1인 지분율
2) 대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 대주주 1인,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지분율 합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거래소

－ 30대 그룹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20% 정도이므로 결국 그룹 총자산
의 2%미만을 투자한 대주주가 모든 계열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을 독
점하는 셈임. 특히 10대 대기업집단 중 삼성, 쌍용, 기아, 한화 등은 대
주주가 총자산의 1%미만을 투자하고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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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경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표 10> 1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투자비중
(1995년 말 기준)

총자산

자기자본비율(A) 가계지분율(B)

가계투자비중(A*B)

현대

43.7조

20.96 %

15.4 %

3.23 %

삼성

40.8

21.29

3.0

0.64

L G

31.4

23.63

6.0

1.42

대우

31.3

24.41

6.4

1.56

선경

14.5

23.07

16.1

3.71

쌍용

13.9

25.73

3.7

0.95

한진

12.2

13.57

19.3

2.62

기아

11.4

19.70

0.3

0.06

한화

9.2

13.46

6.5

0.88

롯데

7.1

36.47

3.4

1.24

22.23

8.0

1.63

평균

자료 : Ungki Lim, "Ownership structure and Family Control in Korean
Conglomerates", Yonsei University, 1997.

－ 과거 개발경제시대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이 뛰어난 소유경영
자가 경영일선에서 전권을 행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사업추
진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음.
ㅇ그러나 경제규모와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룹 총수 혼자
서 모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패의
위험이 큼.
ㅇ더구나 변칙적인 상속으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로 경영권
이 세습됨으로써 무능력한 소유 경영자로 인한 경영실패의 우려가 높
음.

－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무능한 경영자는 교체되어야 마
땅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대주주가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로서 스스로
를 교체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책임경영풍토가 실종되었음.

－ 이것은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는 기업내부의 경영통제 기구인 이
사회와 감사제도가 소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수기 역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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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기 때문임.
ㅇ미국기업들의 이사회를 이사의 자질, 주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
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우수한 이사회”로 선정된
기업들의 VIC지표(=기업가치/투하자본)는 평균 3.84배로서 그렇지 못
한 회사들보다 3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음.10)

－ 그리고 소액주주, 기관투자가,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업외부의 통제
기구들이 소유경영자의 전횡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
로써 기업가치의 파괴뿐만 아니라 대주주와 이해상충에 따른 富의 移
轉문제를 방치해 왔음.
－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독립
기업이 기업집단보다 경영효율성이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결론임.11)
ㅇ이는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표주자로서 대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
원해 온 정부정책의 유효성을 의심케 함.

2.

부도기업의 경영 특성

－ 최근의 경제위기는 한국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성 위주의 건전
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실 투자와 차입경영으로 대변되는 방만한
경영을 펼쳐온 결과 그 폐해가 누적되어 기업경쟁력이 상실된 데에 근
본원인이 있음.
ㅇ특히 체질이 허약한 일부 대기업들이 자금경색과 같은 일시적 충격
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부실화와 대외신뢰
도가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융기관 자체의 금융경색으로 추가
부도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축소한 결과 한계기업의 부도가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상기업의 흑자부도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초래
된 것임.

10) LG 주간경제 410호, “‘초우량기업 사업조직도의 비밀”
11) 박상수, 진태홍, ‘대기업 집단의 경영효율성’, 「21세기 한국기업의 통할체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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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부도를 당한 대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30대 기업집단의
평균과 비교한 <표 11>에 의하면 부도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과 금융
비용 부담율 그리고 저조한 수익성이 드러남.
ㅇ기아를

제외한 모든 부도기업의 부채비율은 최소 1000%를 초과하며

특히 진로의 경우 3000%를 넘고 있음. 그리하여 금융비용 부담율이
21.4%로서 100원의 매출에 대하여 21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셈임.
<표 11> 부도기업의 재무구조
(96년말 기준)
부채비율

금융비용 부담율 매출액 순이익률

대농

자본잠식 (%)

12.3 (%)

-11.0 (%)

진로

3,081

21.4

-10.5

삼미

2,807

15.7

-11.5

한보

2,086

6.6

-4.0

한라

2,065

6.7

0.4

뉴코아

1,224

-

1.0

기아

519

6.6

-1.1

30대그룹평균

387

4.8

0.2

ㅇ따라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으며 대개는 순손
실을 기록하였음. 즉 부채비율이 낮은 경우는 일시적인 실적부진을
이겨낼 수 있지만 차입금이 과다하면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서 자연히
부도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ㅇ또한 30대 그룹 중 진로, 삼미, 한일, 한라, 통일, 뉴코아, 한솔, 동아,
건영, 해태, 거평, 신호 등 실제 부도를 당하거나 또는 부도위기를 맞
았던 기업들은 매출액보다 차입금이 더 많아서 투자자금의 활동성도
크게 미흡하였음.
－ <표 12>는 97년 한해동안 부도를 당한 74개 부도기업 각각에 대해서
같은 업종에 속하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비슷한 건전기업의 경영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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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것임.
<표 12> 부도기업과 건전기업의 비교
부도기업

건전기업

’94

’95

’96

’94

’95

’96

매출액순이익률

-0.2%

-0.8

-16.2

1.7

1.0

0.5

총자본회전율

0.74회

0.70

0.63

0.98

0.97

0.94

자기자본비율

0.23배

0.22

0.11

0.29

0.30

0.29

ㅇ부도기업은 정상기업에 비해서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 자기
자본비율이 모두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부도기업의 매출 수익성과
자산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는 반면 재무구조는 정상기업보다 더욱 취약하였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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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영성과의 질적 평가
－ 지난 10년간 우리기업들의 진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1986-95
년 동안 151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EVA)를 측정하였음.12)
EVA = (ROIC - WACC) × 투하자본
ROIC : 투하자본이익률 (=세후영업이익/투하자본)
WACC : 가중평균 자본비용
－ <그림 1>은 EVA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들의 변화추이를 보여줌. 상장기
업의 ROIC는 1986년에 10.2%이던 것이 점진적인 하향추세를 보여서
1995년에는 5.7%까지 낮아졌으며 10년간 평균은 7.9%를 기록하였음.
ㅇ이러한 현상은 동기간 중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격화와 인건비 등
의 원가상승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된 데에 기인함.
ㅇ평균자본비용인 WACC는 12～18%수준이고 평균은 14%로서 평균
ROIC 8%보다 훨씬 높아 대부분의 기업이 주주에 대한 적정보상은
고사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만큼 경영
실적이 저조했음. 13)

12) 강효석, 남명수, “투자성과지표로서 EVA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관리연구, 14권,
1997, pp. 1～21
13) 남주하, 조장옥(1996)은 '82～'94년 동안 우리 나라의 명목자본비용을 14.5%로 추정하였음. 여
기에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면 WACC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자본비용 특히 개별기업의
자본비용은 측정 방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에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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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OIC와 WACC의 변화추이
0.25
0.20
자기자본비용
WACC
매출액경상이익률
ROIC

0.15
0.10
0.05
0.00
198 6 1 987 1 988 198 9 199 0 1 991 1 992 199 3 199 4 1 995

ㅇ이는 ’96년 기준으로 Fortune지가 발표하는 미국의 MVA순위 100대
기업의 평균 ROIC와 WACC가 각기 18.0%와 11.9%이었던 것과 비
교할 때 국내기업의 저조한 수익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그림 2>에 의하면 전체기업에 대한 주식1주당 EVA의 10년간 평균은
-3,536원으로 측정되었음.
ㅇ이로써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지난 10년간 가치창출은 고사하고 가치
훼손을 기록하였음.
ㅇ연도별로는 1991년에 주당EVA가 최저를 기록하였고 EVA가 평균적
으로 陽이었던 시기는 10년중 단 한번도 없었으며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음.
ㅇ개별기업차원에서는 EVA가 陽인 기업의 수는 陰인 기업에 비하면
훨씬 적어서 1987년에는 30% 정도의 기업이 EVA가 陽이던 것이
1991년에는 불과 2%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陰의 EVA를 기록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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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표본의 연간 주당 EVA의 평균
연간 주당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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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로는 도매, 화학 등 대부분 업종의 EVA가 -2,000～-3,000원 수준
이지만, 1차금속이나 섬유업종은 -4,000원을 넘고 특히 음식료업의 경
우는 -7,000원에 가까울 정도로 실질적인 기업가치의 손실이 컸음.
<그림 3> 업종별 주당 EVA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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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국내기업은 과거 10년간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
자본투자로 기업가치 즉, 주주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
늘과 같은 경영위기에 빠지게 된 것임. 다시 말해서, 부실투자와 과다
차입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가치파괴 행태가 누적된 결과 한껏 부
풀은 풍선처럼 약간의 외부충격만으로도 파멸에 이르게 되었음. IMF
지원직전에 국내의 외국계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간 것은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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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주가치의 손실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실망한 요인도 크게 작용
하였음.
－ 기업들이 그 동안 수익성도 없는 외형극대화에 몰두해 온 이유는 다
음과 같음.
ㅇ첫째, 기업의 자본비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임.

기업의 손익

결산에는 부채비용만 고려되므로 당기순이익 수치는 주주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투자결과 순이익의 발생 사실만으
로 투자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해
온 것임.
ㅇ둘째, 경영자의 기업외형 극대화 욕구임. ‘5대 그룹’, ‘30대 기업집단’
등의 용어에도 나타나듯이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을 외적규모
기준으로 평가해 온 분위기에서 최고경영자는 자연히 ‘덩치키우기’
식의 사업확장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표라는 유혹을 받아 왔음. 여
기에 ‘大馬不死’의 논리는 외형불리기 경쟁을 부추긴 셈임.
ㅇ셋째,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기업들이 본업의 수익성보다는 부동산 가
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자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부동산 투
자를 확대한 것임.

1997년 기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보유부동산의

장부가치는 31.8조원이고 공시지가는 53.8조원으로 자산 재평가시 22
조원의 차익이 예상됨.

한국전력은 재평가차익 규모가 3.47조원에 달

하고 포철, 한화, 현대산업 등은 재평가차익이 자본금의 3～4배에 달할
정도로 사업외 수익의 비중이 큼(<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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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요 상장사 자산재평가 차익
회사명

재평가차액(A)

자본금(B)

한국전력

34,653 억원

포항제철

16,161

4,695

3.4

제일은행

5,812

8,200

0.7

한화

5,548

1,537

3.6

조흥은행

4,116

9,304

0.4

한일은행

3,981

8,300

0.5

현대산업개발

3,922

1,087

3.6

현대자동차

3,817

2,006

1.9

한화에너지

3,581

1,219

2.9

삼성전자

3,219

4,695

0.7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19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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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0 억원

A/B
1.1

IV. 기업경영의 개선방향
－ 우리 나라 기업경영의 문제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치창조경영
을 시행해야 함.
ㅇ구조조정의 기본목표는 기업가치 또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경
쟁력 강화임.
ㅇ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을 강화하는 것임.
－

구조조정에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사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 차입경영해소를 위한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대주주의 경영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조정(ownership
restructuring)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
의 공개가 필요함.
ㅇ이것은 IMF 합의 각서 중 대기업정책에 관한 내용 즉, 부채규모의
축소, 회계정보의 투명성 보장, 상업성에 기초한 은행대출, 외국자본
에 의한 M&A 허용 등과 궤를 같이 함.

1. 사업구조조정

－ 사업구조조정이란 전사적 차원에서 기업이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ㅇ계열 기업별, 사업단위별 또는 제품별로 주주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여 자본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적자사업, 한계사업 또는 성장
이 정체된 사업으로부터 철수하는 대신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큰
유망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전체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 함.
ㅇ선택과 집중을 위한 판단기준으로는 평가단위별로 공정한 가치측정
이 가능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수적임.
ㅇ특히 기술력, 연구개발 능력 등의 무형자산과 인적자원의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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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산정은 사업구조조정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함.
－ 우리 나라 대기업의 영위업종이나 계열회사의 수는 과다하여 대폭 축소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수를 획일적
으로 제한 할 필요는 없음.
ㅇ기업 고유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보다 더 많은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임.
ㅇ사업구조조정의 전략수단으로는 최근 논의대상이 되었던 ‘빅딜’(사업
교환)뿐 아니라, 분리매각(divestiture)이나 분리설립(spin-offs)과 같은
기업분할(sell-offs), LBO, 자발적 청산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있음.
ㅇ기업분할은 모기업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종전보다 경제적인 기
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미국의 경
우 기업분할이 대체로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
고 있음.
－ 구조조정사업의 대상은 나보다 남에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해야 함.
ㅇ비록 적자사업은 아닐지라도 타 기업이 인수할 경우 현재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가격에
양도할 수 있어야 함.
ㅇ최근 대상그룹이나 효성그룹이 핵심사업이나 주요자산, 흑자계열사
등을 외국기업에 매각․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다른
대기업의 구조조정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것임.
ㅇ반대로 신규사업 참여나 기존사업 확장시 기업을 신설하는 방법과 기존
회사를 M&A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안을 택할 수 있음.
－ 성공적인 사업구조조정의 사례
ㅇGE는 1981-86년 사이 3개의 축(제조사업, 첨단기술사업, 서비스 사업)
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경쟁력이 약한 232개 사업부문 매각,
핵심역량과 관련된 338개 신규사업 매수)을 통하여 10여년 만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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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10배 이상 증가되었음.
ㅇ식음료품 전문회사인 코카콜라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GM의 1/10에 불
과하지만 시장부가가치(MVA)규모는 1996년말 현재 878억 달러로 1위
를 기록함.

2. 재무구조조정

－ 높은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
시킬뿐만 아니라 최적자본구조 달성으로 자본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ㅇ타인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보다 저렴하여 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에
서는 레버리지 증가가 유리하지만 부채비율이 과도해지면 재무위험이
커져서 평균자본비용이 다시 상승하므로 적정 부채비율의 유지는 기
업가치 창조에 긴요함.
ㅇ특히 대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大馬不死의 논리로 높은 부채비율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부도 가능성
이 존재하므로 현재와 같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됨.
ㅇ과다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가 연차적으로 축소될 전망이
고(2000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 이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비 부
인), 대기업과 주거래은행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은 기업에 충격적
인 영향을 미칠 것임.
ㅇ목표부채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 특성, 사업위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재무구조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사업구조조정 차원에
서 자산의 정리, 매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상환에 이용함.
ㅇ특히 보유 부동산의 자산재평가를 통한 차익을 자본전입하여 자기자
본비율을 높이고, 가능하면 저수익성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
여 부채를 상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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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채무재협상을 통하여 부채를 동일한 가치
의 자사주식으로 교환하여 부채를 탕감 받음(equity for debt swap)
ㅇ채권자는 대출기업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피하고자 하므로 기업의 부도
위험이 클수록 채권자가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음.
ㅇ80년대 후반 중남미국가 외채 위기시 많은 미국계 은행들이 이러한 방법
으로 대출금회수 대신 중남미의 주요기업들의 지분을 획득하였음.
－ 셋째, 유상증자나 기업공개에 의한 신주발행자금으로 부채상환
ㅇ단,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부도위험이 큰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들을 상
대로 하는 신주발행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수 있음.
－ 부도위험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할 경우
는 우선 배당금 지급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자금을 확충함.
ㅇ채산성이 높고 신규 사업기회가 풍부한 경우 신주발행자금과 내부금
융으로 재원 조달
ㅇ투자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잉여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함.
－ 기업의 최적자본구조 선택시 자기자본비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
ㅇ우리 나라 기업은 대개 주주가 출자한 자기자본을 무상으로 제공되
는 재원이나 또는 배당금 지급부담 정도의 저렴한 자금으로 오해하고
있음.
ㅇ자기자본비용은 타인자본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검토시
자본비용을 제대로 측정한다면 과잉투자수요가 줄어들어 재무적 압박
이 완화될 것임.
－ 과도한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추진
ㅇ이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일정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 금년 4월부
터 신규보증은 금지하고 자기자본의 100%를 넘는 지급보증을 해소하
도록 하고, 2000년 3월말까지는 모든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한
다는 방침이므로 향후 이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임.
ㅇ97년 4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를 넘는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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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75개사에서 총 6.4조원에 이름.
ㅇ상호지급보증관련 계열사간 합병을 추진하거나 상호지급보증을 대체
할 수 있는 보증수단, 예컨대 국내외 보증보험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상호 빚보증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함. 또는 보증유무에 따라
지급불능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식으로 지급보증 문제를 시장원리
에 맡김.
ㅇ중복지급보증의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지급보증을 우선적으로 해
제함.

3. 소유 및 지배구조조정

－ 대주주 경영자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스스로 책임 경영체제
를 구축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ㅇ책임 경영의 핵심은 성과경영임. 경영성과의 극대화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만족한다면 소유
경영체제이든 전문경영체제든 문제될 것이 없음.
ㅇ문제는 지금까지 대주주 경영자는 경영실패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데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유경영자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서 경영성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함.
－ 바람직하기로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분권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공정한 성
과 측정과 보상 시스템(예컨대 stock option제도)을 작동하는 것임.
ㅇ이를 위해서 각 사업부문을 가치중심점(value center)으로 발전시켜서
부문별로 내부자본금을 배정하고 투자 및 자금조달 결정 등 모든 권
한과 함께 책임을 위임하는 가치창조 경영제도를 도입함.
예) Sanyo는 94년에 컴퍼니제를 도입한 후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음.
ㅇ그렇게 할 경우, 부당한 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 내부자 거래, 안이
한 경영자세 등은 저절로 해결됨.
ㅇ또한 앞으로 전개될 적대적 M&A의 허용, 소액투자자의 권한강화, 기
관투자자의 경영감시 등의 개혁조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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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부수적으로 책임경영달성을 위한 견제 수단으로써 사외이사와 사외감사
를 선임
ㅇ이 경우 요식적으로 규정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으
며, 신실의무(due-diligence obligation)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받은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익이 됨.
－ 경영실적이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서 외부의 투자자 및 채권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기업가치는 제
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임.
ㅇ결합재무제표(결합현금흐름표 포함)의 작성과 회계기준의 국제화 및
회계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함.
－ 과거 30여년간 우리기업들의 경영특성으로 지목되는 부실투자, 차입경
영 및 소유경영 관행은 국내 시장개방과 OECD가입 등으로 전세계가
단일 시장화하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
었음.

최근의 경제위기는 실물부분에서 일부 부실기업의 연쇄부도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기업의 누적된 경영부실에
기인함. 잘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잔뜩 빚을 얻어 투자
하고, 또 팔아도 별로 남지 않는 장사를 해 온 것임.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경제가 WTO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경제 구도하에서 생존하려면
기업들이 과거처럼 국내시장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여 과다한 부채조달로
비효율적인 자본투자를 계속할 수 없음. 세계적인 초우량기업들과 경쟁하
기 위해서는 기업이 합리적인 자금조달과 투자를 통하여 자본생산성과 경
영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따라서 이제는 경영의 기본 패러다임을 가치
기준에 의한 경영관리와 성과평가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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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유승민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유승민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세미나에 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
다.

갈수록 잘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러나 아무도 해본 경험이 없는 일이라서 -- 금융구조조정이라는 것도 그렇
고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 우리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좀 나가려다 멈칫하고
또 멈칫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믿었던 진

리들이 상당부분이 거짓말처럼 생각되고, 따라서 요즘은 특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도, 오늘은 전경련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니까 기업에 계신 분들
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몇마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교수님 발표문에 대하여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강교수님의 발표논문에 대해 토론하자면 너무 싱거운 토론이 될 테니 생략
하도록 하고, 강교수님께서 재무구조‧사업구조‧지배구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원론적으로는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볼 때 강교수님께서 장기전략으로
제시한 것들을 실천할 만큼 여유가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훨
씬 많은 수의 기업들은 체질이나 시스템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급박한 사정
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교

과서를 다시 들춰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물적인 본능(brutal instinct)이
랄까 -- 기업이 막바지에 몰려 죽지 않으려는 ｢survival game｣에서 일종
의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각자가 잘 해나가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한
심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이런 위기에 정부가 뭔가를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정부를 이해하면 할수록, 특히 우리나라의 ｢political economy｣를 이해하면
할수록, 좋은 정책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결국
믿을 것은 기업 자신밖에 없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들에게 상식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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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첫째, 정부를 상대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정부를 상대로 당신이 옳느니, 내가 옳느니하

고 싸울 여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

더라도 -- 회장실을 폐지하든, 빅딜을 말하든, 살생부를 만들든 그 어떤 정
책을 하더라도 --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좋아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이

제는 그런 곳에 신경쓰지 말고 정부가 뭐라 말하든 기업 스스로 정말 자신
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해나가면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앞서 해나가는 기업이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
니다.

정부를 상대로 협상 차원에서 아직도 뭔가 정부가 해줄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차원에서는, 혹시 먼저 열심히 구조조정했다가 나중에
손해볼 일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
라면 이제는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금융구조조정

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생각해보면,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돈을 투입할 여유는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은 각사가 비상경영체제에 이미 돌입했겠지만, 좀
더 확실한 비상경영체제 -- 예컨데 한달 후에 우리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
떻게 하면 되겠느냐에 관한 ｢contingency plan｣에 해당하는 비상경영체제
-- 가 각사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부실화 가능성

이 크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업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해결책이 필요하
다는 생각입니다.

강교수님의 논문에서 모그룹의 핵심사업부문의 매각 등

을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모델로 말씀하셨지만, 경제학자의 생각으로는 그
러한 구조조정은 벼랑 끝에 몰려서 한 행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벼랑 끝에 몰리면 강교수님이 말쑴하신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을 정책담당자들이 확대 해석하여 성공적 구조조정의 모델로 예시하면
서 이 모델을 일반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기업이

알아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둘째,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의 폭과 속도로 이루어질지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자제선거 끝나자말자 진행될 것 같고, 그것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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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으로 그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이 소

폭에 그치든 대규모로 진행되든,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도기에 자금
경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떻
게 살아남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들에게 공동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같이 사는 방법이 별로 안보이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살지는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같은 배를 탔다, 공생관계다 등의 말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은행-기업의 삼자관계에서도 특

히 그렇습니다만, 전경련의 경우만을 두고 보더라도 더 이상 공동행위를
통해서 다 잘되진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전경련이란 살아

남는 기업으로 재구성될 터입니다.

위기과정에서 결국 상위재벌이 상당수

의 중하위그룹을 인수하든지 중하위 그룹의 일부는 외국기업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업계의 구도는 상당히 달라질 것
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그 게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debt-equity swap｣에 대해 국내에서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
고 IMF나 IBRD에서도 ｢debt-equity swap｣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
실

정상적인

기업,

부도가

나기

이전의

기업에

관한

｢debt-equity swap｣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대상입니다.

한

대규모의

일단 부도처리된

기업에 관해서는 주식-부채전환이쉽게 이루어질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부
도가 나기 이전의 기업에게 주식-부채전환을 시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나아가서는 시장경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
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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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국내 경제위기의 정의
ㅇ 실물부문 부실이 금융부문 부실로 연결되어 은행위기(banking crises)
를 유발하고, 은행위기 처리의 지연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외
환위기(currency crises)가 진전된 광범위한 금융위기(financial crises)
상황

― 국내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ㅇ ’95～’96년에 경상수지 적자 누적
ㅇ ’97년초부터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
ㅇ ’97년초부터 이어진 대기업 연쇄 부도로 금융기관 부실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사실상 은행위기 상황 진입
ㅇ 내외적 신뢰도 하락으로 ’97년말 외환이 급격히 유출되는 외환위기
황에 직면

―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
ㅇ 국내 금융위기를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의한 단순한 외환위기로 보
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近因에 한정시킴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왜곡 초래
ㅇ 국내의 경우에도 과거 은행위기를 겪은 국가들처럼 금융부문의 구조
적 문제점으로 은행위기가 유발됨에 따라 외환위기가 촉발되었으므
로 다음과 같은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
ㅇ 자본자유화 정책상의 실책
․ ’94～’95년의 경기 정점기에 이루어진 자본자유화와 그에 따른 대
규모 외자 유입으로 인하여 기업 설비 투자가 억제되지 못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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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재무구조악화의 요인을 제공하였고, 원화의

고평가로 경쟁력

약화 유발
․ 미비한 여건하에서의 자본자유화로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로 외
자가 집중되었고, 향후 대외 신뢰도 하락시 자본 유출의 여지를
제공
ㅇ 비은행금융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기업 자금 조달의 단기화
․ 기업 자금조달 및 운영상의 만기 불일치 초래
․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기업의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
ㅇ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대출
․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영 개입 및 여신운용 규제와 같은 제도적 규
제로 대출의 수익성 원칙 저해
․ 은행소유구조 미확립에 따른 책임 경영체제 미흡
․ 정부의 보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ㅇ 금융기관의 경영 낙후
․ 담보대출 관행에 따른 신용분석 능력의 취약
․ 자산 위험관리 체제의 미흡
ㅇ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 부재
․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대한 규제 중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받는 편중여신관리제의 효율성이 미
흡
․ 불투명한 회계 및 공시 제도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이 과대 평가
되어 조기시정조치제도의 필요성 경감
․ 금융기관 외자 조달 및 운용상 만기 불일치에 대한 감독 부재
― 향후 대처 방안
ㅇ 금융위기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위기를 야기한 금융부문
의 구조적 문제점들의 조속한 시정이 필요
․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여타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시정을 조
속하고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
ㅇ 부실 금융기관의 조속한 퇴출로 건전한 금융기관 위주로 금융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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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하여 신인도 회복
․ 퇴출방안의 합리적 결정,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 강구 등도 필
요
ㅇ 여타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도 조속한 시정 요망
․ 정부의 금융기관 경영개입 배제를 통한 책임 경영체제 구축, 금
융규제의 실질적 완화, 자율적 시장규율체제를 통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개선, 금융기관 자체
의 경영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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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경제위기의 정의
－ 최근 국내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실물 부문의 경기 침체가 취약한
금융부문의 붕괴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실물 부문 붕괴로 이어지는 전
형적인 금융위기(financial crises)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금융부문이 취약하지 않았다면 실물부문의 경기 순환적인 침체가 금
융부문의 붕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지는 않았을 것임.
－ 특히 Kaminsky와 Reinhart(1996)14)가 지적한 ‘쌍둥이 위기(twin crises)’,
즉, 은행위기(banking crises) 15) 와 외환위기(balance of payment crises 또
는 currency crises)16)가 동시에 진행된 광범위한 금융위기 상황임.
ㅇ과거의 사례 분석에 의하면 1980년 이전에는 은행위기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은행위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외환위기 사례도
크게 증대하고 있음.
ㅇ과거 은행위기를 겪은 국가 중 약 56%가 3년 이내에 외환위기를 겪
은 사례처럼, 국내 금융위기의 경우에도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점이 은행위기를 야기하고, 이것이 상당 부분 외환위기로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기업의 연쇄 부도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전
된 ’97년초부터 은행위기가 시작되었으며,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처
리가 지연되면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대외채무상환 압력이
14) Kaminsky, Graciela L. and Carmen M. Reinhart, "The Twin Crises : The Causes of
Banking and Balance of Payments Problem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544, March 1996.
15) 은행위기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부도가 증대하면서 은행의 부실 여신이 크게 증가
함.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은 은행의 수신고 급감 및 뱅크런으로 이어지며, 은행위기가 심화
됨에 따라 정부에 의한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폐쇄 및 인수⋅합병
이 전개됨. 은행위기의 진전 과정에서 신용경색(credit crunch)에 따른 기업 부도 증대 및 은
행 부실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됨.
16) 외환위기는 일반적으로 은행위기보다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은행위기로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외 채무 상환 압력이 강해지면, 통화 당국의 보유 외환
이 급감하여 채무 지불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전개됨. 또한 부실 금융기관 처리 과정에서 재
정적자 및 통화 팽창이 불가피해지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증폭되어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심해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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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하여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음.
ㅇKaminsky와 Reinhart는 과거 은행위기 및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위기 이전에 몇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에 공
통된 특징을 발견하였는데,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
음.17)
－ 금번 국내 금융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의한 단순한 외환위기가
아니라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은행위기를 야기함에 따라 외환
위기까지 연결된 바, 본고에서는 주로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
적하고 향후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 국내의 금융위기

17) 본고의 <별첨>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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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 국내 경제위기는 ’94～’95년의 호황 이후 3단계를 거쳐 진전되었음.
ㅇ첫째 단계로는, 경기 침체와 함께 실물 부문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대기업의 부도가 이어졌고,
ㅇ둘째 단계로는 대기업 부도 증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급속히 증
대하였으며,
ㅇ셋째 단계로는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처리의 지연과 함께 국내 경제
의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면서 자본유출이 급격히 증대하였음.

1. 실물부문 붕괴로 인한 대기업 연쇄 부도
－ 국내 경제는 ’94～’95년의 경기 호황을 거치면서 투자 과다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였음.
ㅇ특히 ’96년에는 반도체 가격의 폭락과 같은 교역조건의 악화, 엔저
및 원화의 고평가 지속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를 넘어섰음.
ㅇ’96년 2/4분기 이후로는 국내 경기도 침체 국면에 들어섬으로써 기업
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표 1> 9 0년대 주요 거시 경제 지표
’91

’92

실질 GDP
9.1
5.1
성장률(%)
경상수지
-8,728 -4,529
(백만 달러)
소비자 물가
9.3
6.3
상승률(%)
주

’93

’94

’95

’96

5.8

8.6

8.9

7.1

385
4.8

1/4

’97
2/4

3/4

5.5

6.4

6.3

-4,531 -8,948 -23,716 -8,987 -2,791 -2,319
6.2

4.5

4.9

: 실질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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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0

3.9

－ ’97년 들어서는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졌음.
ㅇ수출 및 내수 부진에 따라 대부분의 과다 차입 기업들이 부도에 직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 중에서는 재무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에 따라 흑자 도산하는 사례가 증대하였음.
< 표 2> ’97년 부도(유예 조치 포함) 대기업들의 재무구조(’96년 기준)
(단위: %)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
공영

기아

30대
그룹 평균

부채비율

2,086

2,807

1,699

-

651

522

355

금융비용부담률

6.6

15.7

19.6

12.3

10.0

6.6

4.8

자기자본이익률

-5.2

-173.7

-195.1

-325.7

-2.0

-5.6

1.1

유동비율

144.0

89.4

74.4

73.5

120.3

84.9

89.6

주 : 1) 대농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 계산 불능
2) 30대 그룹 평균은 각 그룹의 상대적 규모를 감안하여 자기자본 비중, 매출액
비중, 유동부채 비중 등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 평균임.
자료 : LG 경제연구원

2. 금융기관의 부실 급증
－ ’97년 초부터 이어진 대기업 부도로 은행 및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
실 여신이 급증하여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금융기관
이 대출을 긴축시키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 은행위기가 시작되
었음.
ㅇ일반은행의 경우 ’96년말 총여신 대비 0.8%였던 부실여신이 ’97년 9
월말에 2.7%에 이르렀고, 무수익여신은 6.8%에 이르렀으며, 제일 및
서울은행은 무수익여신 비율이 15%를 초과하여 재무구조 악화가 심
각
ㅇ성업공사의 부실 채권 매입이 시작되면서 ’97년말에는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6%대에 이르고 있음.
ㅇ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약 2조 4, 514억원)과 주식매매손실
(536억원)로 일반은행의 ’97년 업무이익은 96년 대비 28.4% 감소한 3
조 4,007억원에 그쳤으며, 당기손익은 3조 9,198억원 적자로 전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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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 3> 일반은행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억원, %)

일반은행
시중은행
6대 시은
제일
서울
지방은행

1996년말
부실
무수익
여신
여신
25,247
122,255
(0.8)
(3.9)
21,864
107,331
(0.8)
(3.9)
15,764
83,226
(1.0)
(5.1)
3,439
18,697
(1.2)
(6.7)
5,217
20,353
(2.4)
(9.3)
3,383
14,924
(0.9)
(4.0)

1997년 9월말
부실
무수익
여신
여신
84,506
214,610
(2.7)
(6.8)
68,639
183,877
(2.5)
(6.6)
52,084
145,207
(2.9)
(8.1)
21,279
45,187
(7.9)
(16.7)
11,922
34,568
(5.2)
(15.1)
15,867
30,733
(4.0)
(7.7)

1997년말
부실
무수익
여신
여신
100,845
226,427
(2.7)
(6.0)
76,645
184,423
(2.3)
(5.5)
54,775
133,768
(2.8)
(6.8)
14,894
30,559
(5.5)
(11.4)
14,167
24,040
(6.1)
(10.3)
24,200
42,004
(5.8)
(10.1)

주 : 1) 부실여신은 여신건전성 분류 결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이며,
무수익여신은 부실여신에 고정 분류 여신을 합한 여신임.
2) ( )는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은행감독원, 「감독업무정보」, 1998. 3. 13.

<표 4>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일반은행
시중은행
6대 시은
지방은행

1996년말
9,390
7,457
2,182
1,933

1997년말
-39,198
-33,603
-33,345
-5,595

비고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전환

주 : -는 당기순손실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한은정보」, 1998. 2.

ㅇ종금사의 경우 ’96년말에 1조 2,641억원으로 총여신 대비 1.03%를 나

- 156 -

타냈던 무수익여신이 ’97년말에는 총여신 대비 2.9%인 3조 8,976억원
에 이르렀음.
ㅇ이는 종금사 전체 자본총계의 91.1%에 이르는 규모인데, 일부 종금사
들은 자본총계를 초과하는 무수익여신을 보유하여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표 5 > 종금사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억원, %)
총여신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
총여신

무수익여신/
자본총계

1,304,637

38,976

2.9

91.1

인가취소 종금사

489,580

20,441

4.2

161.6

정상 영업 종금사

815,067

18,535

2.3

61.5

종금사 총계

주 : 1) 무수익여신은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대지급금, 6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합
한 것임.
2) 인가취소 종금사는 13개 인가취소 종금사와 1개 인가취소 예정 종금사를 합한
14개사이며, 정상영업 종금사는 16개사임(98년 5월 8일 현재).
3) 여신 현황은 ’97년 10월말, 자본총계는 ’97년 9월말 기준임.
자료 : 재정경제원

3.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
－ 대기업 부도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화, 그에 따른 신용경색과 대기업의
추가 부도의 악순환이 반복되자 국내 경제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ㅇ이에 따라 국내 자본 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급격히 냉각되었음.
ㅇ금융기관의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크레딧라
인이 축소되고 채무 조기 상환 압력이 이어졌으며, 일부 금융기관들
은 국내 유동성에 있어서도 위기에 직면하였음.
ㅇ기업 및 금융기관의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화 환율은 급등하
였고, 환율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등 외환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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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IMF의 구제 금융 지원 조건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 지원(부실 채권 매입, 증자 지원), 일
부 금융기관 폐쇄 등 전형적인 은행위기가 급진전되고 있음.
< 그림 2> 주가 및 환율 추이

주 : 기말 기준임.

< 표 6> 외환 보유고 추이
(기말기준, 억 달러)
’96

’97. 3

6

9

10

11

12

’98. 1

외환보유고(A)

332.4

291.5

333.2

304.3

305.1

244.0

204.1

235.2

해외점포예치금(B)

38.2

80.1

80.1

80.1

80.1

169.4

113.3

109.5

기타(C)

-

-

-

-

2.0

2.0

2.0

2.0

A-(B+C)

294.2

211.4

253.1

224.2

223.0

72.6

88.7

123.6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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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
－ 금번 금융위기가 실물 부문 붕괴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 부도, 금융기관
의 급속한 부실화, 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이라는 연속적인 과정
으로 전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접근은 외화 유동성 부족
을 일으킨 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고 있음.
ㅇ즉,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처리 지연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이 효과(contagion effect),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증대 등
직접적인 자본유출의 원인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ㅇ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나치게 近因에 한
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자본유출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의 초
기 단계인 은행위기, 즉, 대기업 부도 증대 및 금융기관 부실화 심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함.
－ 과거 은행위기를 겪은 국가의 경우 대부분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18) 국내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금
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은행위기를 유발하고, 은행위기에 대한 소
극적 대응책이 외환위기를 유발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음.
ㅇ자본 자유화 정책상의 실책
ㅇ비은행금융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기업 자금 조달의 단기화
ㅇ정부의 개입 및 규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대출
ㅇ금융기관의 경영 낙후
ㅇ정부의 금융기관 감독 부재

1. 자본자유화 정책상의 실책

18) Caprio와 Klingebiel(1996) 참조(Caprio, Gerard Jr. and Daniel Klingebiel, "Bank Insolvencies
: Cross Country Experi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620, World Bank,
Washington D.C.,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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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 자유화 시기 판단의 오류
－ 경기가 정점에 달했던 ’94～’95년에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총수요 관리에 실패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상
쇄함으로써 원화의 고평가를 유도하는 실책을 범하였음.
ㅇ’94～’95년은 경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로 총수요 관리 차원에서 통
화긴축이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경상수지 적자 증대를 막기 위한 탄
력적인 환율 정책이 요구되던 시점이었음.
－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자본자유화로 대
규모 외자를 유입시켜 기업의 설비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상의
모순을 범함으로써 총수요 관리에 실패하였음.
ㅇ기업 해외차입, 외국환은행의 대내외화공급(외화대출금 및 내국수입
유산스) 및 외국인 국내투자를 합한 비금융부문의 가용외화자금은
’94년에 16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96년에는 260억 달러 이상으로 확
대
ㅇ이에 따라 대내적인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대
규모로 증대하였음.
ㅇ이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채무상환능
력이 크게 약화되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임.
< 표 7> 비금융부문 가용외화자금 추이
(단위: 억 달러, %)
’87～’88

’91

’92

’93

’94

’95

’96

기업해외차입(A)
외국환은행대내외화공급(B)
외국인투자(C)
비금융부문
가용외화자금(A+B+C)

-16.8
23.9
7.4

15.9
37.6
11.2

41.4
-11.8
28.7

5.5
3.3
68.1

79.0
54.1
32.1

104.4
71.3
41.5

135.9
60.4
70.2

14.5

64.7

58.3

76.9

165.2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11.4
16.0

9.1
12.1

5.1
-1.1

5.8
-0.1

8.6
23.6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외환통계연보」,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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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266.5
8.9
15.8

7.1
8.2

－ 또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입에 따른
자본수지 흑자로 원화 가치가 고평가 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
화와 아울러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였음.
ㅇ’86～’89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자본수지는 ’90～’93년에 흑자로 전환
되고 ’94～’96년에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
함으로써 원화가치의 고평가를 유도하였음.

< 표 8> 자본유입 규모 및 자본수지 추이(국제수지 기준)
(단위: 억 달러)

유입(A)

-39.3

83.2

299.6

201.9

309.6

387.3

’97.1
～10
235.2

유출(B)

14.5

30.9

125.4

85.8

135.4

155.1

92.2

자본수지(A-B)

-53.8

52.3

174.2

116.1

174.2

232.2

143.0

경상수지

84.2

-37.6

-123.9

-45.3

-89.5

-237.2

-132.0

’86～’89 ’90～’93 ’94～’96

’94

’95

’96

주 : 1) 유입 및 유출은 자본거래 각 항목의 연간 순증감을 유출 또는 유입에 계상한
국제수지표상의 수치임.
2) ’86～’89, ’90～‘93, ‘94～‘96은 기간 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호

(2) 단기성 자본에 치중된 외자 유입
－ 규제 완화 등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여건을 미처 조성하지 않은 채
자본자유화를 시행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에
치중되었음.
ㅇ’94～’96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장기자본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1.2%에 그친 반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단기자
본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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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90～’93

’94～’96

’94

외국인직접투자 7.2(18.6) 13.21(11.2) 7.6(11.9)

’95

’96

’97.1～10

12.4(10.1) 19.5(11.6) 18.5(11.2)

포트폴리오투자 21.5(48.5) 34.7(19.2) 24.5(17.7) 29.1(15.6) 50.7(23.2) 27.6(39.8)
주 : 1) 포트폴리오 투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및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행
2) ’90～’93년 및 ’94～’96년은 기간 평균
3) ( )는 장기자본유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 및 단기자본유입에 대한 외
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호

ㅇ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 연차적으로 축소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관계회사로부터의 5
년 이상 장기차입 및 우호적인 국내기업 인수⋅합병 등이 최근까지
불가능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 자유화가 미비하였음.
－ 이는 결국 대외신뢰도 하락시 자본 유출의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97년
말 외환위기시 자본유출이 급격하게 전개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
됨.

2. 비은행금융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의 단기화
－ 금융산업 구조면에서 은행권에 비해 종금사 등 단기금융을 주로 다루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지나치게 성장시킨 정부의 금융정책도 기업 재무구
조 악화와 부도를 증대시킨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ㅇ정부는 기업의 단기 운용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종금
사 등 제2금융권에 업무 영역의 확대 등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
리한 정책을 시행하였음.
ㅇ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취급 업무가 사실상 은행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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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 예대 업무와 유사해지면서 은행 시장이 크게 잠식되었음.
<표 10>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 유사 업무
비은행금융기관

유 사 업 무

종 금

⋅자발어음, 할인어음자체 보유, 설비⋅운전자금 융자,
지급보증, 팩토링
상호신용금고 ⋅부금예수금(예금 성격), 차입금(정기예금 성격)
투자신탁
⋅기업어음 할인매입, 신탁형증권저축(예금 성격)
보 험
⋅대출, 단기저축성보험
증 권
⋅고객예탁금 이자지급(예금 성격), 유가증권,
담보대출, 회사채 지급보증

ㅇ그 결과 90년대 들어서도 은행의 여수신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ㅇ전체 금융권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신 측면에서
는 70%를 넘어섰으며 여신 측면에서도 60%에 이르고 있음.
<표 11>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 비중
(단위: %)

여신
수신

’90

’91

’92

’93

’94

’95

’96

’97. 11

예금은행

48.2

46.7

44.8

42.6

41.2

39.5

38.9

40.1

비은행금융기관

51.8

53.3

55.2

57.4

58.8

60.5

61.1

59.9

예금은행

34.9

35.1

32.6

30.7

30.1

29.1

28.8

29.2

비은행금융기관

65.1

64.9

67.4

69.3

69.9

70.9

71.2

70.8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1998. 1

－ 단기자금의 중개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제 2금융권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상의 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졌음.
ㅇ기업의 자금 조달 중 기업어음 발행 등을 통한 단기 자금 조달이 차
지하는 비중이 증대한 반면,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기능 부재로 인하
여 단기로 조달한 자금이 설비투자 등 장기로 운용되는 경우가 늘어
났음.
ㅇ이는 경기 침체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극도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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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유동성의 악화로 일부 우
량 기업의 흑자 도산의 계기도 되었음.
<표 12 > 장단기 여신 공급 추이
(단위: 십억원, %)

기업어음
회사채
예금은행대출

1993
23,729
(61.2)
39,890
(12.7)
115,137
(12.0)

1994
28,134
(18.6)
47,929
(20.2)
135,850
(18.0)

1995
44,230
(57.2)
61,287
(27.9)
152,478
(12.2)

1996
64,920
(46.8)
76,327
(24.5)
177,184
(16.2)

1997.6
73,245
(12.8)
81,486
(6.8)
194,944
(10.0)

주 : ( )는 전년말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3.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대출
(1) 정부의 개입 및 규제
－ 정부의 경영 개입에 따른 비효율적인 대출 관행으로 인하여 대출의 수
익성 및 안전성이 크게 저해 받았음.
ㅇ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프로젝
트에 대한 대출을 암묵적으로 강요한 사례가 빈발하였음.
ㅇ이는 대기업 퇴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한 판단이긴 하였
으나, 부실 기업의 퇴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
의 급격한 부실을 초래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일반은행 및 금융기관에 제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여신운용규제
로 인하여 민영화된 은행에서도 대규모의 정책 금융이 상존하는 등 여
신 운용에 있어서 수익성 우선 원칙이 저해받고 있었음. 19)
19)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대한 규제로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제조업 대
출지도비율제도, 여신금지 및 여신취급억제지도, 동일인여신한도제, 및 거액여신총액한도제 등
이 있음. 동일인여신한도제는 은행의 자산건정성 규제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거액
여신총액한도제 등은 은행의 자산 운용을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음(남주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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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행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높은 지준율 등에 의해 무수익 자산인
현금 및 중앙은행의 예치금이 높아 수익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음.
< 표 13> 주요국 상업은행 자금운용 중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비중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한국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4.47
2.10
0.47
1.55
13.55

기타
95.53
97.90
99.53
98.45
86.45

주 : 1) 한국은 ’91～’96년 평균이며, 여타국은 ’91～’94년 평균임.
2) 기타 항목은 은행간 예금, 대출, 유가 증권 및 기타
자료 : 남주하, 「금리논쟁과 금리 하향안정화 유도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6.,
한국은행, 「통화금융」, 1998. 1.

(2) 은행 소유구조의 미확립
－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책임경영 체제가 확
립되지 못한 것도 비효율적인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 원인으로 평가됨.
ㅇ은행 소유와 관련하여 ’94년말의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시중은행의
경우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음.20)
ㅇ그나마 일반은행의 대주주중 대부분이 기관투자가들이어서 은행의
실질적 소유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은행 자본금 증자, 인력
충원, 지점 설치, 임원의 선임, 업무영역 및 상품 개발 등 직접적인
규제와 창구 지도 등 정부의 간섭으로 사실상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
였음.
ㅇ이처럼 내외적 요인에 따른 은행경영진의 주인의식 미비로 인하여
단기업적 위주의 경영, 외형 위주의 실적 경쟁 등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 대출이 남발되었

리논쟁과 금리하향안정화 유도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6).
20) 다만, 정부의 은행 주식 소유, 외국과의 합작 투자에 의해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 지방은행
의 경우(15% 상한),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12% 상한), 기관투자가의 경우(8% 상한) 등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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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 14> 국내 일반은행의 소유형태(’96년말 기준)
(단위: %)
소유한도
규제
대형
시중은행

4%
상한

후발
시중은행

4%
상한

지방은행

15%
상한

대주주 구분

대상은행 및 소유현황

⋅5대 시중은행
⋅1대 주주는 3% 내외 보유
정부, 중앙은행, 기 ⋅국민:정부(17.08), 한투(6.24), 대투(3.80)
관투자가, 외국인 ⋅외환:한국은행(47.88), QB Int'l(1.94)
기관투자가
⋅신한:대투(3.92), 한투(3.58)
민간단체
⋅동화:곡산군민(1.99), 인천황해도민(1.80)
은행
⋅동남/대동:기업(7.60), 국민(7.60)
협회, 은행
⋅평화:항만운송협회(7.69), 기업(7.33)
⋅광주:금호(7.87), ⋅경기:신동아(8.67)
⋅강원:현대(11.89), ⋅경남:효성(11.57)
기업, 개인
⋅대구:삼성(5.65), ⋅충청:한화(16.49)
⋅부산:롯데(23.93), ⋅전북:삼양사(11.10)
⋅제주:천마(26.53), ⋅충북:대유증권(9.95)
기관투자가, 기업

자료 : 박경서,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6.

(3) 정부의 암묵적 보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금융기관 보호가 금융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야기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대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 21)
ㅇ과거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면 긴급구제금융 등
을 통해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아왔음.
ㅇ이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기관의 외부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졌으나,
궁극적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자산 운용에
21) Kunt와 Detragiache(1997)는 예금보호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고위험 추구를 부추
겨 은행위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음(Kunt, A.D. and Enrica
Detragiache, "The Determinants of Banking Crises: Evidence from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828, May 1997).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예금보호에 의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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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위험 관리를 등한시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경
제외적인 요인에 의한 부실 대출이 가능했음.
4. 금융기관의 경영 낙후
(1) 담보 대출 관행
－ 개별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기능 미약으로 인한 담보대출 관행도 금융기
관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됨.
ㅇ은행의 대출 심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출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활용이 미약하여 담보위
주대출, 대출여부결정 후 심사관행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ㅇ’93년 이후 담보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담보대출과 보증대
출을 합한 비중이 여전히 전체 대출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ㅇ담보 대출시 대출자에 대한 신용 분석을 소홀히 하고, 담보 확보 후
자금 운용에 대한 사후 관리도 소홀히 함에 따라 담보 대출의 부실화
비율이 상승하게 되었고, 부동산 등 담보물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실화가 진전되었음.
ㅇ또한 담보대출의 관행에 따라 신용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음.
<표 15> 일반은행의 담보대출 비중 추이
(단위: %)
’91

’92

’93

’94

’95

’96

담보
한국 보증
합계

50.7
7.9
58.6

50.2
9.5
59.7

51.5
9.0
60.5

49.8
7.0
56.8

47.8
8.0
55.8

42.8
7.8
50.6

일본

38.3

38.2

37.8

-

-

-

미국

38.6

39.1

37.1

33.7

-

-

자료 :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1997.

(2) 위험 관리 체제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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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자산부채 관리 체제의 미비 및 위험관리기능의 후진성도 금융기
관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됨.
ㅇ90년대 들어서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들은 국내외의 유
가증권에 대한 자산 운용을 증대시킴에 따라 금리, 환율, 신용 위험
등에의 노출도가 증대되었음.
ㅇ은행의 경우 지난 ’91년에 총자산 대비 21%에 머물렀던 국내외 유가
증권 운용 비중이 ’96년에는 35% 이상으로 증대하였음.
ㅇ종금사는 동남아, 중남미 및 동유럽의 고수익 유가증권 투자를 늘린
결과 ’95년부터 수익성 자산에 대한 비중이 급격히 증대하였는데, 이
들 지역의 주가 및 통화 가치 하락에 따라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었
음.
ㅇ유가증권 투자가 증대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및 환율의 예측
능력이 부족했고 위험관리 체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ㅇ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91년 이후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위
원회를 구성하고는 있으나, 경영층의 위험평가 활용의 부족으로 제대
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음.
ㅇ종금사의 경우 동남아 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던 ’97년에도 이
들 지역에 대한 자산 투자를 지속할 정도로 위험 관리 능력이 미약하
였음.
< 표 16> 은행 및 종금사의 유가증권 운용 추이
(단위: 억원, %)

원화유가증권
은행
외화유가증권
원화유가증권
종금사
외화유가증권

’91
214,254
(18.8)
34,206
(2.4)
2,827
(6.4)
587
(1.3)

’92
264,043
(19.0)
33,584
(2.0)
2,689
(4.6)
660
(1.1)

’93
403,359
(24.1)
39,030
(2.0)
2,543
(3.4)
1,524
(2.1)

’94
616,790
(28.8)
54,184
(2.2)
5,520
(4.6)
3,097
(2.6)

’95
’96
904,690 1,199,809
(30.6)
(33.1)
69,681
87,434
(2.1)
(2.2)
8,405
9,236
(5.4)
(4.2)
7,232
16,081
(4.7)
(7.4)

주: ( )는 은행의 경우 총자산 대비 비중이며, 종금사의 경우는 수익성자산 대비 비중
(종금사 외화유가증권은 고정자산과 이연자산을 제외시킨 수익성자산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1997, 「KIS-LINE」, 종금사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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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 부재
(1)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의 미흡
－ 금융기관 여신운용에 대한 규제 중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위해 불
가피하다고 평가받는 동일인 여신한도제가 그 실효성이 약하여 일부
부실 대기업 계열로 여신이 집중되는 현상을 규제하지 못하였음.
ㅇ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있어서는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반면,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인

여신한도제는 실효성이 미약했음.

ㅇ국내의 경우 동일 대기업 계열이 경영상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특
정 기업의 부실화가 계열 기업 전체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도 불구하고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실시되지 않고 동일인 여
신한도제로 편중 여신을 관리하고 있었음.
ㅇ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96년 6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조사한
129개국 중 5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편중여신 감독제
도로서 미국 및 영국은 은행 자기자본의 25%, 프랑스 및 독일은 ’99
년부터 25%, 일본은 40%의 한도를 두고 있음.
ㅇ반면, 국내에서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한도는 최근까
지 시행되지 않았음.
<표 1 7> 주요국의 동일계열 및 동일인 여신한도 현황

동일계열
여신한도

일본

미국

영국

40%

25%

25%

동일인
30%
상동
상동
여신한도
주 : 은행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한국은행

프랑스

독일

40%(99년 50%(99년
부터 25%) 부터 25%)
상동

상동

한국
15%(지급
보증 30%)

ㅇ이에 따라 ’96년말 기준으로 한보계열에 대한 제일은행의 총여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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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지급보증)이 자기자본의 93.5%에 달하는 등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음.
ㅇ’97년 3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대비 여신 비중이 40%를 초과
하는 동일계열기업군은 15개에 이르며, 45%를 초과하는 경우는 14개,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1개에 이르고 있음.
ㅇ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는 40%를
초과하는 동일계열기업군은 22개, 45%를 초과하는 경우는 19개, 50%
를 초과하는 경우는 14개에 이르고 있음.
ㅇ즉 계열기업 중 일부의 부실화로 전체 계열기업군이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급속한 부실로 연결된 것임.
<표 18> 자기자본 대비 거액 관리대상 여신 취급 계열기업군 수

시중은행

40% 초과
계열기업군 수
15

45% 초과
계열기업군 수
14

50% 초과
계열기업군 수
11

지방은행

4

3

3

외은지점

3

2

-

합계

22

19

14

자료 : 한국은행

(2) 불투명한 회계 및 공시 제도로 인한 조기시정조치제도의 부재
－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손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공시제
도, 부실채권의 분류기준 등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음.
ㅇ국내 은행은 자산 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지난 ’92년 이래로 BIS 규
정에 의거해 산정된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 비율을 매 회계연도마다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ㅇ국내 은행들의 BIS 비율은 ’96년까지만 하더라도 여타 국가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는 상당히 과대 평가되어 있었음.
ㅇ즉, 대손충당금 중 일반대손충당금만이 보완자본에 산입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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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보완자본에 산입하고 있어서 보완자본이
과대 평가되어 있었으며, 유가증권평가손도 100% 반영되지 않았음.
ㅇ또한 부실여신의 분류 기준이 불투명함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왜곡이 초래되어 부실여신이 추가적으로 누적되었음.
<표 19> 국내 일반은행의 BIS 비율 추이
’92

’93

’94

’95

’96

’97

시중은행
지방은행

10.40
16.34

10.40
14.86

10.19
13.11

8.97
11.44

8.97
10.15

6.66
9.60

일반은행

11.18

11.00

10.62

9.33

9.14

7.04

주 : ’97년은 유가증권평가손 및 대손을 100% 반영
자료 :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1997, 보도자료

ㅇ’97년말에 이러한 점을 완전히 반영한 결과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급락한 것이 과거의 자산 건전성이 과대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반영
함.
－ 이처럼 과거에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과대 평가되어 건전성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 따라 감독 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 못하였고,
조기시정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지 못했음.22)
ㅇ이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을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금융기관 외자 조달 및 운용상 만기 불일치에 대한 감독 부재
－ 금융기관이 단기로 조달한 외채를 중장기로 운용함으로써 만기 불일치
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도 하락과 동시에 급증하기 시작한 단기
외채의 상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ㅇ’96년말에는 총외채(1,575억 달러)의 63.5%에 이르는 1,000억 달러가
단기 외채였으며, 금융기관의 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은행법에서 조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92년에는 “금융기관 경
영지도에 관한 규정”에서 경영지도기준과 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부
실화 판단 기준의 모호함과 시정조치의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 실시여부의 강제성 결여 등으
로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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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금융기관 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은 63%에 이르렀음.
ㅇ’97년말에 단기외채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단기 외채의 상환이 증대
함에 따른 것이며, 장기 외채가 증대한 것은 주로 IMF, ADB, IBRD
등의 공적 자금 지원에 기인함.
ㅇ금융기관들이 단기로 차입한 외자를 국내 기업의 장기 설비투자 및
동남아 개도국의 장기 고수익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만기 불일치가 심
각해졌는데, 예를 들어 ’97년 10월말 현재 종금사의 중장기 외자 조
달 비중은 전체의 35.6%에 불과한 반면, 운용 비중은 83.7%에 달했
음.
ㅇ신용도 하락으로 크레딧 라인의 축소 및 단기외채의 상환 압력이 강
해진데다 만기 불일치까지 심각하여 대외채무불이행 위험이 증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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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국내 외채 현황
(단위 : 억 달러)
96년말

97년 11월(잠정)

97년말(잠정)

575

729

860

415

532

503

383

494

463

국내본점

245

310

299

역외금융

85

96

92

국외점포

53

88

73

B. 외은지점

32

38

40

II. 국내기업

136

176

176

III. 공공부문

24

20

180

1,000

889

684

780

631

438

652

459

289

국내본점

262

187

117

역외금융

127

113

87

국외점포

264

160

85

B. 외은지점

128

172

149

220

258

247

1,575

1,618

1,544

장기부채(I+II+III)
I. 금융기관(A+B)
A. 국내금융기관

단기부채(I+II)
I. 금융기관(A+B)
A. 국내금융기관

II. 국내기업
총대외지불부담
자료 : 재정경제원

－ 금융기관의 외화 만기 불일치 문제는 신인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국제 금융업무를 허용하였다는 점과 외화 자산 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
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함.
ㅇ특히 국제 신용도가 낮은 종금사들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장
기 채권 발행의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업무가 허용됨
에 따라 단기대출 및 역외금융을 통해 단기외채 유입을 증대시킨 것
임.23)
23) 종금사는 설립 당시부터 원활한 외자도입이 그 설립 목적의 하나였는 바, 현재는 외자도입 및
해외투자의 주선 업무, 외자의 차입 및 대출, 외화표시지급보증, 외국환 연불수출어음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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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하여 보유 외화의 저리 융자를 확대한 것
도 종금사의 국내 외화 대출에 대한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되어 역외
중장기 외화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증대를 야기하였음.24)
ㅇ이처럼 국내 외화대출 시장 여건상 일부 금융기관이 단기로 조달한 외
자를 중장기 고위험 자산에 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당국의 자산건전
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금융기관 외화 조달 및 운
용상의 만기 불일치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25)

매, 외화 증권 투자 등 국제금융업무의 거의 전부문을 수행하고 있음.
24) 역외 외화 대출은 국내 외화 대출보다 마진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외화 대출은 각종 규제
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종금사들의 역외 외화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를 유인하는 결과를 낳
았음.
25) 종금사의 해외증권투자는 ’93년 4월 5,000만 달러 한도내에서 허용된 후 ’94년 2월에는 1억
달러로 그 한도가 증대하였고, ’95년 2월에는 한도가 폐지되어 자산건전성 감독을 통하지 않
고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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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대처방안
－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내 금융위기는 실물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된 은행위기가 그 근원이며, 은행위기에 대한 정부의 소극
적인 대책으로 신인도 하락이 야기되면서 외환위기까지 연결된 것임.
－ 따라서 외채 만기의 연장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외환 유동성에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ㅇ즉, 은행위기의 근본적 원인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서는 은행위기를 야기한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여야 함.
ㅇ결국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여타 금융부문의 문제점 시정을 조속하고도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
만이 금융위기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의미함.
1. 조속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특히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을 조속히 시행하여 건전한 금융기관만이 금융중개기능을 담당하
게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ㅇ청산, 매각(자산․부채 승계), 부보예금 양도, 전담은행(bridge bank)에
의한 인수, 구제 합병 등의 퇴출 방안 중 처리 비용과 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ㅇ다만 여타 방식이 실현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청산시
킬 필요가 있음.
－ 정부가 퇴출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원할
때에도(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한 전환사채나 우선주의 매입 등)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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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도 및 자구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을 둠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함.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채권 매입, 예금 대지급, 증자 지원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
에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견들을 취합하여 방안을 결정하여야 함.
ㅇ금융연구원에서 제시한 공기업 매각과
ㅇ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되,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 등에
서 발행한 채권을 금융기관 부실 채권과 맞바꾸거나 출자하여 구축효
과를 줄이겠다는 KDI 방안을 혼용하는 것을 고려할만 함.
ㅇ그러나 공기업 매각 및 성업공사에서 매입한 부실 채권의 매각 방안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정부의 금융기관 경영개입 배제를 통한 책임 경영 체제 구축
－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간접적인 규제 관행을 제거하여야 하는 바,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
인사 및 업무절차 등 내부경영에의 개입 관행을 일소하여야 함.
ㅇ은행장 및 임원 인사에 대한 암묵적 개입 배제, 은행 임원 정수 및
배당에 대한 자율권 보장 등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정부의 은행 경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 소유구조의
명확한 확립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ㅇ이는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부문에서 가장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은행 지분소유한도를 늘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할 필요가 있음.
ㅇ다만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대한 폐해를 우려하여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없다면 당분간 금융전업가의 자격 요건을 완
화하고 소유지분한도(현행 12%)를 늘려 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
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적용대상 은행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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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26)
－ 정부의 금융기관 경영 개입 배제와 동시에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도 책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은행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고 상임이사회의 기
능을 강화하여 권한분산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ㅇ아울러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고 감독당국의 경영평가 방법 개선과 평가 자료의 투명성 및 신뢰도
를 제고해야 함.
3. 금융규제의 실질적 완화
－ 금리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창구지도를 통한 금리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금리 자유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매각
되는 국공채 금리를 실세화하여야 함.
ㅇ최근에도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신 금리 등에 대한 창구지도가
상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행의 철폐가 필요함.
ㅇ또한 시장가격기구에 충실한 국공채 매각 방식을 채택하여 금융기관
에 매각되는 국공채 금리를 실세화함으로써 시중유통금리와의 격차를
줄여야 함. 27)
－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바,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위한 편중여신 규제를 제외
26) 금융전업가 제도는 은행 지분의 4% 소유한도에 따른 책임경영체제의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은행 지분을 12%까지 소
유할 수 있음. 자격 요건은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30대 계열 기업 및 특수 관계
는 배제됨.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은 동일인 전체 소유 지분의 2/3 이상을 소유할 수 있으며
자기자금만으로 관련은행 주식을 매입하여야 함. 타금융기관이나 비금융업 영위 회사의 의
결권이 있는 주식을 1/100 이상 소유할 수 없음. 제도대상 적용 은행은 6대 시중은행과 신
한은행 등 7개 은행임(박경서,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27) 통화안정증권 등 통화채와 국공채의 매각은 경매 방식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내정가방식을 채
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준강제적 배정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이같은 이유로 통화채와
국공채의 금리는 실질적으로 자유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준 금리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국공채의 매각 자체가 금융기관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음.

- 177 -

한 대부분의 여신 관련 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함.
ㅇ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은 점진적으로 낮추되 신용보증제도의 보완
등을 통한 신용대출기법의 활용으로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
업대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ㅇ서비스, 물류, 정보⋅통신 및 첨단 기술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원화대출금 중 제조업에 일정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시중은행
50% 이상) 제조업대출지도제도 역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현재 기 시행중인 동일계열여신한도제와 유사한 편중여신 규제들은
조속히 폐지하여야 함.28)
ㅇ또한 통화관리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준율은 사실상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폭 축소하여 은행의 자금 운
용에 여유를 줄 필요가 있음.
4. 자율적 시장규율 체제를 통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위험 선택에 일종의 규
율을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함.
ㅇ부실화가 심한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프
리미엄을 지불하도록 하여 위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함.
ㅇ이는 금융감독 기구의 감독하에 회계의 투명성 및 공시의 강화를 통
해 정확한 정보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가능할 것임.
ㅇ유가증권 등에 대한 시가주의회계 도입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반기별로 부실여신 및 무수익 여신의 현황을 공개하여 경영
공시를 확충하여야 함.
－ 또한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예금보호 제도의 개선을 강구하여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함.
ㅇ정부가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예금의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주면 금융
기관을 포함한 시장참가자들이 극도의 도덕적 해이下에 고위험을 추
28) Basket 관리 제도, 은행별 거액여신총액한도 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Basket 관리 제도는
2000년 7월 31일에 폐지하기로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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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자 보장에 대한 제한 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액에도 선진국처럼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ㅇ또한 고위험 추구에는 고비용이 부과된다는 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
과 우량금융기관 사이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
음.
ㅇ우리나라의 예금보험요율은 보호대상예금 잔액의 0.02%로 모든 은행
에 동일하게 부과되어 부실 금융기관과 건전 금융기관간에 차이가 없
음.
ㅇ따라서 향후 미국과 같이 은행별 위험도를 반영하여 차등요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29)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5.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개선
－ 금융규제의 완화 등 금융자율화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는 금융감독이 리스크 관리 등 금융기관 자산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 규제(prudential regulation)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ㅇ금융감독기구내에 파생상품 및 부외거래의 증대 등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금융기관 자산 건전
성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여신관리제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거액여
신의 편중을 억제하기 위해 ’9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일계열여
신한도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따라서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하고 있는 동일계열여신한도(대
출과 지급보증 합산)를 ’99년 1월부터 2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IMF
와의 최근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ㅇ선진국 뿐만 아니라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두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에도 그 한도를 대부분 은행 자기자본의 15～30%로 하고 있는 바,30)
29) 미국의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한 예금보험이 지난 ’91년 6월까지는 보호대상예금
잔액의 0.195%, ’92년 12월까지는 0.23%의 고정요율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93년 1월 이후로
는 은행의 자본충실도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30)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은 15%, 지급보증은 30%라는 기존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적용하여 동일
계열 여신한도도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설정하고 있음. 여타 국가의 경우(대출과 지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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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편중을 실질적으로 감독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차원
에서도 그 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은행에 대한 조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발동 기준을 단
순화하고31) 종금사 등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시정할 수 있어야 함.
ㅇ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등급을 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
기적으로 분류하여 그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
국의 개입을 의무화하되,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적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전액 적립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
ㅇ감독당국은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 배당금지급 중지, 자산정
리, 증자 권고,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조기에 가하거나, 회생 가능
성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 유도 및 청산 등의 방식을 통해
여타 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ㅇ외화유동성비율 지도기준의 달성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기준을 단계
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금융기관 해외 점포의 유동성, 수익성,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독 기준
을 조속히 설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6. 위험관리 강화 등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 효율화 도모
－ 증대하는 시장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상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ㅇ경쟁의 격화와 금융 상품의 다양화로 금융기관의 위험 자산 운용은
증을 합한 개념)를 보면, 홍콩 25%, 대만 15%, 인도네시아 20%, 말레이시아 30%, 멕시코
30% 등으로 우리나라의 동일계열 여신한도에 비해 낮음.
31) 최근까지도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예대율, 대손충당금비율, 부실여신비율, 경영분석 및 평
가 결과, 경영개선실적 등 다양한 경영지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경영개
선조치가 내려지기 힘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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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만큼 ALM 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ㅇALM 체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ALM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원장을 은행장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으며, ALM 실무팀을 분리하여 독립된 전문부서로 확
대 개편할 필요도 있음. 32)
ㅇ아울러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시장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VaR(Value at Risk) 모형을 개발하여 조속히 적용하여야 함.
－ 신용위험에 대응해서는 여신심사장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여신심사장치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사전적인 대출심사시 현재의
재무비율 분석에만 치중하지 말고 향후의 수익성이나 자산가치변동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처해야 함.
ㅇ여신심사시 대출신청자금의 용도와 그 용도에 따른 적정한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대출이 완료된 이후에도 대출 자금이 여신심사
시 합의한 조건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기업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여야 함.
ㅇ이를 위해 대출심사조건(기업 감시 기준)이 지켜지도록 대출심사조건
이행 점검표에 의하여 수시로 이행여부를 감시하여야 함.
ㅇ여신조기경보제도를 활성화하여 특정 기업의 부실화 발견시 신규여
신지원의 중단 및 기존여신의 회수를 조기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함.

32) 현재 ALM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전무급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실무팀
은 종합기획부내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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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添> 국내 금융위기 이전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
1. 은행위기
－ Kaminsky와 Reinhart는 과거에 은행위기를 겪었던 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은행위기 이전에 몇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에 특징이 있
다고 보고하였음.
ㅇ위기 시작 1년전 쯤에 산업생산과 주식시장의 호황이 정점에 달한 후
하락하는데, 이는 실질 환율 절상에 따른 수출 둔화 및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기업 부도 증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ㅇ통화 승수가 급격히 상승함.
ㅇ은행위기를 18개월 또는 그이상 선행하여 대출붐이 나타나는데, 이는
은행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자율화를 통해 외자유입이
증대함을 반영하는 것임.
－ 이와 같은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
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음.
ㅇ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94년 말～’95년 초에 산업생산 및 주식
시장이 정점에 달한 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실물 부문의
취약성이 이 당시부터 누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ㅇ은행위기를 약 1년 앞둔 ’96년부터 통화(M2)승수가 급격히 상승하였
는데, 지준율 인하에 따른 효과로 판단됨.
ㅇ은행위기 이전인 ’94～’96년의 M2 증가율은 평균 16.7%를 기록하여
’91 ～’93년의 평균 17.8%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출붐은 없
었던 것으로 평가됨.
ㅇ그러나 국내신용 증가율은 ’91～’93년에 비해 높아 은행위기 이전에
자본자율화에 따른 외자유입이 상당 부분 민간 부문 신용으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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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종합주가지수, 산업생산증가율 및 통화(M2)승수 추이

<표 A-1> 국내신용 증가율 추이
(단위: %)

국내신용
민간신용

91～93

94～96

97. 9

15.3

17.6

17.9

14.5

19.7

17.5

주 : ’91～’93년 및 ’94～’96년은 전년말 대비 증가율의 평균이며, ’97년 9월은 전년동
월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1998. 1.

2. 외환위기
－ Kaminsky와 Reinhart는 과거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의 사례를 통해
서도 몇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특징을 보고하였음.
ㅇ위기 이전에는 자국 통화의 고평가로 인하여 수출 증가율이 평소에
비해 20% 정도 낮아지며, 수입 증가율도 크게 둔화됨.
ㅇ교역조건의 악화가 위기에 선행하며 이는 다시 산업 생산의 둔화로
연결됨.
ㅇ위기 이전의 수개월 동안 통화 증가율이 상승하며, 총통화/외환보유
고 비율이 급속도로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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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기 이전에는 국내외 금리차가 커짐.
ㅇ위기 이전에 통화의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평가 절상 상태를 유지
함.
－ 외환위기 이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적용되고 있어서 외환위기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
었음.
ㅇ수출 증가율 및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95년 중반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ㅇ수출 증가율의 하락은 원화 환율의 고평가 및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엔화 약세, 반도체 가격의 급락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수입 증가
율의 하락은 이 당시부터 국내 내수 경기와 수출 경기가 동반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ㅇ교역 조건 또한 ’96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였음.
<그림 A-2>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및 교역조건 추이

ㅇ’96년초부터 총통화(M2)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고, M2/외환보유고가
급등하고 있음.
ㅇ국내외 금리차는 여전히 큰 편이지만 채권 시장을 포함한 단기 자금
시장의 개방도가 낮았던데다 국내외 금리차가 외환위기 이전에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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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국내외 금리차에 의한 자본 유출입이 외환위
기 이전에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ㅇ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의 가치가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절
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A-3> 통화증가율, M2/외환보유고 및 국내외금리차 추이

주 : 국내외 금리차는 국내의 3년만기 회사채 금리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격차임.

<그림 A-4> 실질실효환율로 본 원화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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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이원흠 상무 (LG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이원흠입니다. 김재칠 박사의 논문에 대한 코멘트 이전에
토론의 전제조건으로서 간단히 두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제자신이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부문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업들이 요즘 시험보고 나서 채점을 기다리는 수험생같은 입장입니다. 이
번 코멘트에서는 시험기간이 너무 짧다라든가, 시험문제가 너무 많다라든
가, 채점은 누가 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채점능력이 있느냐 라든가 하는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첫째 전제 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들을 위주로 한 금융기관을 과연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속
에서 사기업 - 즉, 주주가 주인인 민간기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을 좀
정확히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은행은 기업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의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상황과 그 원인, 향후 대책방향에 이르
기까지 꼼꼼히 정리해 주신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재칠 박사께 감사드립니
다.
본논문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읽어 보실 때, 시각을 달리해 보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본논문의 저자와는 다른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본논문에는 카민스키와 라인하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
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잘 된 논문입니다. 20여개국 100사례 정도의 은
행위기와 외환위기를 평균낸 자료니까 힘든 작업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주제가 금융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김박사는 그 논문의 위기형
성 파트에 분석된 것과 같은 거시지표를 가지고 한국의 경우도 다루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의 메시지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시경제지표의 통계를 갖고 위기시점을 전후해서 18개월 씩
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어떤 경제지표를 보든지 위기후 18개월 이
내에는 위기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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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return to the same plac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을 알
려주는 논문인 것 입니다. 이제 위기의 문턱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합니
다.
위기의 원인에 있어서도 공동책임론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부
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금융기관자체의 의사결정체제의 미비와
미숙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금융기
관의 지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배구조란 소유구조 이외에도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구조라든가 경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소재라든가, 또한
무엇으로 책임을 따질 것인가 라든가, 앞서 강효석 교수가 발표하신 성과
경영 등을 포함하는 것 입니다. 이 지배구조가 미숙한 점, 즉 전반적인 은
행경영체제가 금융기관 스스로 민간기업으로서 마땅히 필요로 하는 터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위기,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금융부문의 위기대처방안은 이런 위기의 근본원인을 치유
하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의 대처방안으로서
가장 먼저 금융기관인 은행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상업성을 존중해 주는
원칙이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원칙은 두 가
지인데 금융기관의 주인인 주주가 자기의 이익을 유지, 증식시키기 위해
자기 계산아래 시장경쟁과 시장거래를 하는 원칙이고, 두 번째로 그 주인
의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를 뽑아 유능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
가도 하고 임면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가 당연히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기업지배구조의 운용원칙이 확립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이 기회입
니다. 소유구조, 지배구조, 포괄적인 경영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가 왔읍니다. 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기회를 갖습니다. 두 번째 위기대책에 대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금융기관별 위기극복 대책으로서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 핵심역량을 재점검
하고 인력재교육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자구적인 교육뉴딜정책”을 스스로 펼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도 좋고 급합니다. 감량경영도 좋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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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은 우선 금융전문가의 재교육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그 교육재원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시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감량, 퇴직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하는 분들 퇴직금을 모아서
교육기관 근사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세계최고의 교수진과 단기간내에 세
계최고의 대학원 수준의 직무교육을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스스로 핵
심역량이 강구될 것 입니다.” 가장 먼저 재교육할 부문이 직업윤리 과목이
라고 봅니다.

리베이트 안 받고도 대출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

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기관경영론, 신용평가, 대출심
사, 채권관리, 국제금융, 디리버티브, 리스크 매니지먼트, 공부할 것 많습니
다. 지금은 공부를 해서 금융기관 스스로가 떳떳하게 기업으로 하여금 딴
소리 못하도록 실력을 키우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의 핵심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다만 한가지 더 조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외국사람들만이 공개석상에서 자기소리를 다 할 수 있
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인 것 같읍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
면, 금융기관 컨설팅에는 외국의 모 컨설팅회사가 최고다, 또는 위험관리전
문가는 모 외국전문가가 최고다, 또 위험관리기법은 모 외국금융기관의 어
떤 시스템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패배주의 의
식의 발로 입니다. 금융기관 스스로 만들고, 우리 풍토에 맞는 내 것으로
빨리 개발하는 길만이 내부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에 가장
긴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토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토론의 시작부분에서 우
리 기업들이 시험본 수험생과 같은 기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은행들도 시험보고 있는 것은 같다고 보입니다. 가방이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 아니고, 비싼 과외한다고 시험성적 올라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자구적인 교육뉴딜정책”을 펴실 것을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 금융부문의 위기극복이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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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시아 通貨危機가
우리나라 通貨危機에 미친 影響

崔斗烈 硏究委員
(韓國經濟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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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한국 외환 위기 발생에 있어 외부적 요인들 대부분은 아시아 통화
위기의 전개 과정에서 파급
－ 아시아 지역으로의 국제 자본 이동의 위축과 일본 금융 기관의 부실
심화로 인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대출 회수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
유동성 부족을 초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 위기의 원인을 제공
ㅇ1990년대 초반 아시아 지역으로 국제 자본이 대량 유입되어 새로운
자산의 형성보다는 상당부분 기존의 자산가격에 버블을 형성
ㅇ1996년부터 동남아 제국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1997년초 국제 자본의
유입액 증가가 둔화되어 아시아 지역의 국제 유동성 부족 초래
ㅇ일본은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최대의 자금 공급국 (‘96년: 35.7%)
ㅇ1997년 하반기중 일본 금융 기관들의 부실 심화와 도산 및 이에 따른
대출 회수는 한국에 대한 여신 축소로도 이어져 한국의 외환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
－ 동남아 통화 위기의 전염 현상에 따른 홍콩 증시 대폭락(‘97.10.23)
ㅇ홍콩 달러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한 ‘97.10.23일의 홍
콩 증시 대폭락
․ 대만에 대한 투기적 공격으로 NT$ 대폭 절하후 유동화
․ NT$ 유동화 이후 대만과 경제 여건이 비슷한 홍콩에 대해서도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 붕괴를 예상한 투기적 공격
ㅇ홍콩 증시 폭락은 국제투자가들의 아시아지역 자금회수를 촉발하여
해외 자금 차입의 많은 부분을 홍콩 지역에 의존하던 한국의 금융 기
관들의 해외 자금 조달 경로를 치명적으로 단절시킨 계기
․ 홍콩은 한국에게 있어서 최대의 중장기 해외 자금 조달 금융 시
장(‘96년: 중장기 해외 자금조달 전체의 31.3%)
․ 국제 투자가들의 군중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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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의 단기간내 한국에 대한 과도한 신용등급 하락
ㅇ한국의 경우 2개월 사이에 국가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추락
ㅇ국제 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자본 회수를 촉발
－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통한 원화 절하 압력
ㅇ1997년 9월 및 10월 중 NDF 시장과 국내 외환 시장간 환율 괴리 확
대는 국내 기업과 은행들이 환차익을 거두기 위한 NDF 선물 시장과
국내 외환 시장간의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한 환투기
－ 동남아 통화 위기로 인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동남아 제국의
명목 환율 절하로 인하여 한국의 원화 환율이 실질적으로 절상됨에
따라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으로 작용
－ 동남아 통화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 기관의 동남아 채권 부실화로
국내 금융 기관의 외화 자금 순환에 이상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외환
위기 발생에 기여
－ 통화 위기의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처 방안
ㅇ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 투자가들을 안
심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
․ 한국경제의 불투명 자체가 국제 투자가들에게 위험도를 높여 투
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ㅇ외환 위기 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 지표의 개발
ㅇ아시아 역내 통화 결재의 확대
ㅇ아시아 역내 통화 블록의 구성
ㅇ아시아권내 통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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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한국 외환위기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한국 경
제의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외부적인 요인을 분석할 필요
- 그러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경중을 가리는 것을 무의미
- 한국 통화 위기 발생의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은 부
분 아시아 통화 위기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사항들
ㅇ 국제 투자가들의 아시아 지역 이탈 및 일본 금융 기관의 부실 등
으로 인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 유동성의 위축
ㅇ 홍콩 증시 폭락 및 우리나라 신용 등급의 단기간내 과도한 하락으
로 인한 외화 자금 조달 경로 단절
ㅇ 역외 선물환 시장을 통한 원화 환투기
ㅇ 아시아 각국의 연쇄적 평가절하
ㅇ 국내 금융 기관들의 동남아 지역 채권부실화에 따른 외화 자금 순
환 장애
- 아시아 통화 위기는 작은 나라(태국)에서 발생한 통화 위기가 그 보다
경제규모가 더 큰 주변 국가들을 광범위하게 전염시키면서 전개되었
다는 데에 그 이전의 통화 위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제 1단계

: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

위기(1997.7.2)가

필리핀

(1997.7.11), 말레이지아(1997.7.14), 싱가포르, 인도네시아(1997.8.14)
등의 순서로 전염되는 단계
ㅇ 제 2단계: 대만의 평가 절하(1997.10.17)에 고무된 투기 자본이 대
만과

경제여건이

유사한

홍콩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면서

1997.10.23 홍콩 증시가 폭락하고, 그 영향으로 새로이 한국이
1997년 11월 말 및 12월 초 아시아 외환 위기의 중심이 된 단계
ㅇ 제 3단계: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점차 안정을 되
찾아 가는 가운데 1998년 1월 들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폭락하
고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외환 위기 새로운 국면 전개의 진앙이 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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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통화 위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시각
ㅇ 자본 시장 개방이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 환율의 고평가
․ 경상 수지적자의 확대 및 외채의 증가
ㅇ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 금융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및 취약한 금융 감독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
- 아시아 통화 위기 전염 현상의 원인에 대한 시각
ㅇ 자명종설(Wake Up Call Hypothesis)
․ 주변 국가들의 경제 근본 변수(econmic fundamental)의 변화 없이
도 통화 위기가 전염
․ 태국의 통화 위기는 국제 투자가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자명종과
같은 역할을 하여 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와 경상 수지 적자를
가지고 있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국제 투자가들의 자금 회수를
촉발하였다는 것
ㅇ 경쟁적인 평가절하설33)
․ 경제근본 변수의 변화에 따라 통화 위기가 전염된다고 보는 입
장
․ 일본․중국 등의 평가절하는 주변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
뜨려 연쇄적인 통화 위기를 유발했다는 것

Ⅱ. 한국 통화 위기 발생에 대한 외부적 요인
1. 아시아 지역으로의 국제 자본 이동의 위축
- 1990년 대 국제 자본 이동의 특징으로는 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국제
자본의 유입
33). Huh and Kassa(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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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보고은행들의 지역별 여신액 추이(Total Outstanding Exposure of
Reporting Banks)34)
< 표 1 > BIS 보고은행들의 전세계 지역별 여신액(Total Outstanding
Exposure of Reporting Banks) 추이
(단위 : 10억달러)
1992.12

1993.12

1994.12

1995.12

1996.12

1997.6

아

167.7

190.3

238.1

306.9

367.0

389.4

라틴아메리카
중
동
아 프 리 카
동 구
권
개 발 국 가

187.0
47.5
39.9
92.5
130.1

189.9
48.9
37.0
83.5
128.9

197.6
51.6
36.7
79.0
140.8

212.2
51.2
52.4
90.6
152.5

242.4
48.6
50.2
103.0
171.0

251.1
50.9
53.1
116.9
184.6

합

664.7

678.5

743.8

865.8

982.2

1,046.0

아

자료:

시

계

BIS,

"The

maturity,

sectoral

and

nationality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 각호
ㅇ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여신은 1992년 말 1천 8백70억불에서
1996년 말 2천 4백20억불로 550억불 증가한 외에 기타 지역은 커
다란 변동이 없었음
ㅇ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규 여신 총액은 1992년말 1천6백80억
달러 수준에서부터 1996년말에는 3천 6백7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90년대 아시아 지역으로의 국제 자본 유입 증가의 원인
ㅇ 선진국 금융 기관들이 멕시코 통화 위기(1994.12)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외에 적당한 대출선을 찾지 못하였음
34). 국제 자본의 이동과 분류에 대한 통계는 대단히 불확실함.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로
는 BIS 통계가 있으나 BIS 발표 통계는 BIS에 대해서 보고하는 선진국 은행들의 기타 국
가들에 대한 여신 현황만을 발표하고 있음.
BIS 보고은행에 해당되는 국가들로서는 오
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7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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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후 초 저금리로 인하여 일본 국내
에서 적당한 대출 선을 찾지 못하고 있던 일본 은행들이 아시아
Emerging market에 자본을 대폭 유출
ㅇ 유럽 및 미국계 은행들은 주로 유러 엔을 저금리로 조달(Yen
Carry Trade)하여 달러로 스왑하여 아시아 지역에 투자35)
-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된 자본은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생산적인 부

문에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투자가 상당부분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
입되어 자본 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
ㅇ 비교역재, 부동산, 투기적 목적의 자산 등에 대한 과다한 투자36)
ㅇ 즉 여신의 상당부분이 새로운 자산의 형성(Capital Stock) 보다는
기존 자산(토지, 건물, 유통 시장의 주식 등)에 대한 투기적 목적
의 자금 조달에 사용되어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자산 가격에 거
품을 형성
ㅇ 거품으로 인한 자산 효과(Wealth Effect)는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
르는데 따라서 투자자들의 부를 부풀려 결국 소비 증대
ㅇ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데 따라서 자본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과잉 투자를 유발
- 이처럼 1990년대 아시아 지역으로 급증하였던 국제 자본은 1997년초
유입액 증가가 둔화되면서 1997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순감소로 돌

35). Yen Carry Trade는 저금리의 엔화를 차입하여 비교적 금리가 높은 달러화로 운용하거나
고금리의 동남아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엔화를 0.5%로 대출받아
환위험에 대한 헤지 없이 수익률이 6%인 미국 재무성 증권에 투자하면 5.5%의 금리차를
얻을 수 있음.

Yen Carry Trade는 1995년 9월 일본이 공정 할인율을 0.5%로 낮춘 이후

급속 팽창하였는데 이러한 Yen Carry Trade는 일본의 저금리와 엔 低를 전제로 하고 있
으며 높은 수익을 위하여 대부분 헤지를 하지 않음.

Yen Carry Trade 의 확산은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데 만일 일본의 저금리 또는
엔저 중 어느 하나라도 고금리 또는 엔고로 반전될 움직임이 보이면 현지화 표시 운용 자
산을 즉각 엔화로 바꾸려는 외환 시장 참가자들에 따라 엔화의 폭등과
가져와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어왔음.

현지화의 폭락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 증권이

설립한 역외 다이아몬드 펀드도 Yen Carry Trade의 일종임
36). 태국은 금융 자유화의 일환으로 1993년 방콕 역외 금융 시장(BIBF)을 설립하면서 대규모
의 해외 자금을 이를 통하여 유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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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게 됨
ㅇ < 표 2 >에 의하면 1997년 2/4분기 BIS 보고 은행들의 대 아시아
전체에 대한 신규 순융자액은 150억불로서 전분기 214억불에 대
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더욱이 1997년 3/4분기 외국 은행들의 대 아시아에 대한 융자 동
향을 보면 새로 융자하는 액수보다 회수하는 액수가 30억 2천만
불 커서 신규 순융자액은 30억불 회수
ㅇ 이와 같이 융자보다 회수가 커지는 것은 6년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국제 자본의 아시아 지역 이탈의 징후
-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가별 국제 자본 이동 위축 현황
- 태국의 경우
ㅇ 1996 4/4 분기중 10억7천6백만불이던 신규 순융자액이 1997 1/4분
기 중에는 5억6천1백만불로 반감
ㅇ 1997 2/2분기중 신규 순융자액이 - 2억7천4백만불로 새로 융자해
주는 액수보다는 회수하는 액수가 2억7천4백만불 상회
ㅇ 즉 통화 위기 발생 전임에도 외국 투자가 이탈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화 위기 발생1997 3/4분기에는 무려 104억9천6백만불 신
규 순 융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ㅇ 97년 2/4분기까지만 하여도 40억3천8백만불 정도이던 신규 순융자
액수가 97년 3/4분기에 -22억3천2백만불로 나타나 전분기 대비 62
억 7천만불 정도의 신규 순융자의 감소
ㅇ 통화 위기 발생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제 자본이동의 위축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제 유동성 부족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한국 통화위기 발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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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아시아 지역(은행 및 비은행 포함)에 대한 외국 은행들의
신규 순융자액(Exchange Rate Adjusted Changes in the Amounts
Outstanding)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96 1/4 1996 2/4 1996 3/4 1996 4/4 1997 1/4 1997 2/4 1997 3/4
한
국
중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대
만
태
국

8,087
3,385
1,753
368
849
1,479
2,843

7,377
5,083
1,133
4,590
2,211
-1,969
4,061

3,333
2,382
2,401
2,554
710
388
973

7,461
2,525
2,775
-293
1,612
927
1,059

4,244
2,428
1,821
5,322
1,597
1,898
561

4,038
4,155
2,793
1,766
1,575
539
-274

-2,232
5,180
3,241
201
-862
-256
-10,496

아시아 전체

12,330

5,603

13,737

16,544

21,435

15,011

-3,021

주: 환율이 조정된 변화액(estimated exchange rate adjusted changes in the
amounts outstanding)으로 은행과 비은행 부문 포함
자료: BIS,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Feb.,1998, Nov., 1997, Aug.,1997로부터 작성
- 아시아 지역으로 국제 자본의 유입이 위축되게 된 이유는 아시아 지
역에서의 거품 붕괴와 밀접한 관련
ㅇ 버블 붕괴의 배경으로는 동남아 지역국가들이

1995년도부터 수출

부진과 경상 수지 적자 확대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국면에 접어듦
ㅇ 동남아 지역에서의 자산가격의 버블이 1996년 들어 붕괴되기 시작
ㅇ 자산가격의 버블이 붕괴되자 그 여파는 그러한 자산에 투자하였던
투자가들과 투자가들에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였던 동남아 금융기
관들을 부실화
ㅇ 동남아 지역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라 동남아 국가 대내적으로
는 신용경색
ㅇ 대외적으로는 금융 기관 부실화에 따른 금융 기관 신용도 하락과
국제 투자 감소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제 유동성 감소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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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금융 기관의 부실 심화와 대출회수
- 동남아 지역에 가장 큰 채권국인 일본의 금융 기관들의 부실이 심화
되고 일본의 주식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출을 회수
- 일본 은행들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여신 현황
ㅇ 1996년말 현재 BIS 보고은행들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총대출
7,363억불로서 이중 일본이 2,606억불을 대출하여 이 지역에 대한
BIS 보고 은행들 대출의 약 35.7%의 비중을 차지하여 단일국가로
는 최대의 비중을 점유
ㅇ 1996년 말 현재 BIS보고은행들의 한국에 대한 총대출은 999.5억불
로서 이중 약 243.2억불을 일본계 은행이 대출하여 한국은 해외
자금의 약 24.3% 정도를 일본계 은행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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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아시아 각국에 대한 외국 은행들의 여신
(International Claims by Nationality of Reporting Banks on Countries ourside
the Reporting Area) 현황 (1996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불)
유

럽
Total
(Inc.others)

일 본

미 국

싱 가 포 르

58,809

5,727

40,767

22,523

61,409

189,235

홍

콩

87,462

8,665

26,811

26,216

57,883

207,037

대

만

2,683

3,182

2,628

2,773

11,097

22,363

한

국

24,324

9,355

9,977

5,643

50,654

99,953

말레이시아

8,210

2,337

3,857

1,417

6,413

22,234

독

일

영

국

총

계

태

국

37,525

5,049

6,914

3,128

17,531

70,147

필 리

핀

1,558

3,902

1,820

1,173

4,836

13,289

인도네시아

22,035

5,279

5,508

3,834

18,867

55,523

중

국

17,792

2,688

6,014

5,705

22,803

55,002

베 트

남

249

184

309

99

686

1,527

동아시아 합계 260,647 46,368

104,605

72,511

252,179

736,310

109,295

75,149

265,357

763,281

아시아 총계

264,847 48,633

자료 : BIS, "The Maturity, Sectoral and Nationality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 - First Half 1997", Jan., 1998.
- 일본 금융 기관의 부실 및 일본 정부의 부실 금융 기관 처리 지연
ㅇ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에서 시작
ㅇ 일본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의 규모는 1996년 3월 현재 34조 6,820
억엔에 달하여 총 대출금 712조 9,140억엔 중 4.86%를 차지
ㅇ 이중 도시 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는 12조 4,180억엔으로서 전체 대출
278조 510억엔중 4.47%를 차지

- 201 -

< 표 4 > 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일본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96년 3월 현재)
(단위:억엔)
금

융

기 관

대

도시은행

출

금

불

량

채

2,780,510

124,180

장기신용은행

526,540

34,330

신탁은행

611,470

60,170

지방은행

1,372,200

41,150

525,940

24,090

5,816,660

283,930

174,080

20,560

1,312,480

62,890

7,129,140

346,820

제2지방은행
은

행

계

신용조합
협동조직금융기관계
합

계

권

자료 : 朝日新聞, 1996. 5. 25. 신한 종합연구소, “부동산 신화의 붕
괴”,1997.5 p 21에서 再轉載
- 일본 정부의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처리 지연이 한계에 도달하여
1997년 들어서는 일본 금융 기관들의 부도사태가 보험, 증권, 도시 은
행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
ㅇ 1997년 4월중에만 日産生命, 동해 신용조합, 토기 신용조합, 북구
주신용조합, 신나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이 타금융 기관에 영업
양도되었음
ㅇ 1997.11월 도시은행(우리 나라의 일반은행)으로서는 최초로 홋카이
도타쿠쇼쿠은행(北海道拓殖은행)이 파산
ㅇ 1997.11 전후 최대의 도산으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하는 등 1997
년중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가중되어 왔음
- 이와 같은 일본 금융 기관들의 장부외 채무 및 연쇄 부도에 따라 일본 금
융기관들의 국제 신인도가 하락
ㅇ일본 금융 기관들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국제 금리에
부가되는 프리미엄(Japan Premium)이 상승함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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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貨亂37)
- BIS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일본
의 은행중 해외 영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은 BIS자기 자본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함
ㅇ BIS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 대차대조표자산 ×위험가중치 ) +∑( 장부외항목 ×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

ㅇ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에 보완 자본을 합친 것에서 공제 항목을 차
감38)
ㅇ 자기 자본에 포함되는 보완 자본의 항목 중에는 유가증권의 시가
와 장부가 차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유가증권 평가익의 45%를 자기 자본으로 인정한 것
은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은행의 자기자본을 높여 신용 창출 능력을 높
이지만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는 자기자본을 축소시켜 은행의 신용 창출능
력이 주가 변동에 따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ㅇ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부실 채권 외에 은행들이 자산으로 주식
을 많이 보유
ㅇ 따라서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 이익 변동에 따라 자기
자본의 규모에 많은 변동을 보이는 동시에 신용 창출 능력에 많은 변
동
ㅇ 즉 자본 계정보다 주식의 장부가액이 더 큰 상태이므로 주가 하락에
따라 자기자본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 하락이 은행의
37). 1997년 야마이치 증권의 장부외 채무 발견으로 일본의 신용이 실추되어 Japan Premium은
100bp 이상 급상승하였으며, Japan Premium의 상승은 일본계 은행에 대한 외화 차입의존도
가 높은 한국계 금융 기관들의 차입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
38). 기본자산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는 납입 자본금, 자본 준비금, 이익 잉여금 등이 포함. 보완 자
본에는 재평가 적립금, 유가증권 평가익, 대손 충당금 등이 포함.

공제항목에는 금융업을 영위

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타은행 발행 자본조달 수단 등이 포함. ( 최 장봉․가 경수
(1997) pp.2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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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창출 능력 저하로 연결됨을 의미
<표 5 > 일본은행부문의 주식보유액과 자기자본
( 단위: 兆엔 )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주식시가
(A)

장부가격
(B)

자본계정
(C)

자본계정+평가이익의 45%
C+(A-B)×0.45

97.1
88.6
77.7
56.4
56.4
61.9
52.0
64.3
54.1

23.2
29.7
33.1
34.5
34.5
36.5
39.8
43.0
42.9

22.5
28.6
30.2
31.3
31.8
32.3
32.3
27.9
28.5

55.8
55.1
50.3
41.2
41.7
43.7
37.8
37.5
33.5

자료 : 일본 전국은행협회, “전국은행재무제표 분석”, 각호
- BIS 비율을 높이는 방법
ㅇ 분자에 해당되는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 증자 등)
ㅇ 분모에 해당되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는 방법( 대출 회수 등)
- 1997년도는 일본 주식 시장 침체로 일본 금융 기관들이 증자 등을 통해 자
기 자본을 늘리기 위한 대책은 취할 수 없었던 반면 주식 가격하락으로 인
한 유가증권 평가익의 감소로 자기 자본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
게 됨
ㅇ 그러자 금융 기관들은 BIS 자기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모(위
험 가중 자산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됨
ㅇ 그 대표적인 방법이 대출 회수 및 대출 거부(貸ししぶり) 등임
- 일본 금융 기관들의 대출 회수를 가속화 한 요인중의 하나는 1998.4.1
부터 실시되는 조기 시정조치였음39)
39). 조기 시정 조치란 일본의 버블 붕괴지 금융 기관의 파산사태가 대장성의 시기 적절한 감
시 감독의 부족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일종의 새로운 감독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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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금융 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BIS 자기 자본 비율
에 따라 행정 당국이 금융 기관에 대해 즉각적으로 경영개선 계
획 작성토록 명령하거나 또는 증자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하는 등
자동적으로 행정 명령을 발동하게 하는 시스템
ㅇ 일본 금융 기관들은 조기 시정조치에 따른 행정 명령을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 1997년 하반기 대출 회수
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
- 이러한 일본 금융 기관들의 대출 회피 행동은 < 그림 1 > 통화 승수
추이를 통해서 볼 수 있음40)
< 그림 1 > 일본의 통화승수 추이
13.0
12.5
12.0
11.5
11.0
10.5

97.11

97.09

97.07

97.05

97.03

97.01

96.11

96.09

96.07

96.05

96.03

96.01

95.11

95.09

95.07

95.05

95.03

95.01

10.0

자료 : 일본은행, 경제통계월보, 각호
ㅇ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의 통화 승수는 전체적으로 하락.
ㅇ 이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신용창조 능력이 점차 하락되고 있는 것
을 의미
ㅇ 대출 회수로 인하여 반기 결산을 앞둔 6월과 7월 사이에 통화 승

40). 통화 승수 = ( M2 + CD 평균잔고 ) / 본원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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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하락하며, 결산을 앞둔 11월과 12월 사이에 통화 승수가 폭
락
ㅇ 특히 1997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화 승수는 11.3에서 10.18로 1.12
만큼 하락하였으며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10.98에서 10.18로 폭
락하였음
ㅇ 이는 1997년 9월에서 12월까지 일본 은행들이 통화 승수 하락폭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을 회수해 나갔으며, 특히 1997년 11월에서 12
월 사이에 대출 회수가 극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처럼 일본 금융 기관들이 BIS자기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한 대출 회
수 및 축소는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행하여졌음
ㅇ BIS 자기 자본비율 산정에 있어서 동일한 위험 가중치를 부여받
는 대출이라면 한국에 대한 대출이라고 해서 예외를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41)
ㅇ BIS 여신 잔고 현황에 의하면 일본계 은행들의 1996년 12월말 한
국에 대한 여신 잔고는 243.2억불이었으나 1997년 6월말 현재 여
신 잔고는 237.3억불로서 6개월간 5.9억불 감소로 나타남42)
ㅇ 또한 13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한 전국경제인 연합회 조사에 의
하면 1997년중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회수한 채권액수는 약
130.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59.8%가 감소하여 여신 축소 비율
및 절대 액수에 있어 유럽계 및 미국계 은행에 비하여 월등히 많
은 것으로 나타남.

41). 다음의 인용은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음. “ …

다른 상위 도시 은행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금융 공황 직전에 있는 한국의 거래처 은행에 융통하고 있는 달러를 회
수하려 했다.

국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어느 도시 은행의 경고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고 대답할 뿐이었다. …

", 週刊ダイヤモンド, 1997.12.20. p. 9로부터 인용.

42). BIS, "The Maturity, Sectoral and Nationality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 ",
First Half 1997, Basle, J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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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97년중 금융기관 해외채무 변동현황
(단위 : 억불, %)
일

본

’96년말 (A)
218.8

’97년말 (B)
88.0

감 소 액
130.8

감소율 (B/A-1)
59.8

유
미

럽
국

173.0
56.7

96.1
34.9

76.9
21.8

44.5
38.4

총

액

556.7

247.4

229.5

55.6

주: 13개 국내은행 대상(7대 시중은행 및 6대 특수은행)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부
ㅇ 이같은 1997년 하반기중 일본 금융 기관들의 대출 회수에 따른 한
국에 대한 여신 재연장이 축소는 한국의 외환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3. 홍콩 증시폭락과 한국 신용 등급의 단기간내 과도한 하락
- 국제투자가들(Global Investor)은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에 의해서 전세계적 분산투자를 수행
- 국제적 투자가들은 각 지역의 개별 국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
지고 있지 못하므로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과

Index 등에

의존
ㅇ 특정 지역의 국가들을 유사한 성격을 지닌 하나의 그룹으로

파악

하려는 속성을 보유하여 한국을 동남아 지역과 함께 emerging
market으로 분류43)
ㅇ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
- 국제투자가들은 군중행동(Herd behavior)의 경향44)
43). Nidhiprabha, Bhanupong(1997),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Development Process: the
South Asian Perspective",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Comparative African &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Johanesburg, South Africa, November 3, 1997
44). 국제 투자 자금들은 자금의 소유자들보다는 대부분 자금 운용자(fund manager)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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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전지역을 하나의 Emerging Market으로 간주하는 국제 금융 자
본의 세계 투자 전략상 동남아 통화 위기는 국제 투자가들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와 은행 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45)
- 홍콩은 한국에게 있어서 해외 자금 차입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금융
시장
ㅇ 유럽이나 미국 등의 금융 시장에 비하여 자금 조달에 필요한 요건
과 절차가 비교적 간단
ㅇ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 경험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의 금융
기관과 기업의 접근이 용이
ㅇ 홍콩 진출 한국금융 기관은 1996년말 현재 은행 27개, 증권회사․
투신회사 25개, 리스․종금 21개, 보험 3개 등 76개 기관이 진출하
여 세계 금융 시장중 가장 많음46)
운용되고 있음.

국제 자금 운용자들 대한 보상은 여타 자금 운용자들의 평균실적과 비교

하여 실시되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은 벌칙을 받게 되지만, 평균 이상의 실적에 대
한 보상은 비례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음에 따라 자금 운용자들은 군중 행동의 성향을 보
이게 됨.

이에 따라 국제 자금 운용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MSCI Index 등 각종

주가 지수 Index의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유사하게 구성하
려는 강한 경향을 가지게 됨.
45). 국제 투자가들의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benchmark 지표가 되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merging Market Index를 보게되면 한국에 대해
서는 통화 위기 발생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997.9월중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비
중이 낮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MSCI Emerging Market Index 아시아국가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
(단위 %)
홍

콩

싱가포르

대

만

인도네시아

한

국

태

국

97년 5월말

3.2

1.3

1.2

0.7

0.6

0.4

9월말

1.7

0.5

0.7

0.3

0.3

0.2

자료: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매일 경제신문, 1997.10.24일자로부터 전재
MSCI Emerging Market Index에 의하면 1997년 5월 말에 비하여 9월말에 한국에 대한 포트
폴리오 구성 비중을 0.6에서 0.3으로 감소시킨 것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포트폴
리오 구성 비중을 하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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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 종금사의 해외 차입은 대부분 홍콩 금융 시장으로부터
조달
ㅇ 1996년중 우리나라의 홍콩 금융시장에서의 중장기 자금조달은
42.4억불(전체의 31.3%)로 최대의 점유를 기록
< 표 7 > 우리나라의 시장별 외화 중장기 자금조달 규모
(단위 : 억불)
’96년

’94년
’95년
(구성비:%) (구성비:%)

구

분

홍

콩

19.3
(28.3)

유

럽

일
미

계

기업차입

금융기관차입

31.0
(27.1)

42.4
(31.3)

1.5

40.9

18.3
(26.8)

35.6
(31.1)

31.1
(22.9)

16.5

14.6

본

15.7
(23.0)

20.8
(18.2)

19.1
(14.1)

9.3

9.8

국

14.2
(20.8)

23.0
(20.1)

34.3
(25.3)

13.0

21.3

싱가포르

0.8
(1.1)

2.1
(1.8)

4.3
(3.2)

-

4.3

기

타

-

1.8
(1.7)

4.4
(3.2)

-

4.4

합

계

68.3
(100.0)

114.3
(100.0)

135.6
(100.0)

40.3

95.3

자료 : 주홍콩총영사관, “홍콩금융시장의 현황과 한국금융기관의 과제와
대책”, 1997.1로부터 轉載
- 홍콩은 아시아 지역 기관 투자가의 약 80%가 집중되어 있고 아시아
지역 투자의 중심 쎈타(Headquarter)역할
ㅇ 국제 투자가들에게 있어 홍콩의 주가 지수는 아시아 각국간 주가
지수의 동조화 현상에 따라 여타 아시아 Emerging Market의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는 인식 보유
- 1997.10.22 기아에 대한 산업은행 출자 방식의 공기업화 방침 발표

46). 주홍콩총영사관, “홍콩금융시장의 현황과 한국금융기관의 과제와 대책 ”, 199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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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일의 홍콩 증시 폭락
ㅇ 국제투자가들의 아시아지역 자금회수를 촉발
ㅇ 국제 투자가들의 아시아 Emerging Market 증시 이탈 및 채권 연장
거부
ㅇ 이것이 해외 자금 조달의 많은 부분을 홍콩 지역에 의존하던 한국
의 금융 기관들의 해외 자금 조달 경로를 치명적으로 단절시킨 계
기
ㅇ 국제 투자가들의 아시아 지역 탈출의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
인 자금을 이탈시킨 결정적 계기
ㅇ 홍콩 증시 폭락이 있던 1997.10월 및 11월에는 국내 증시로부터
각각 7.9억불 및 7.5억불의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의 순 유출이
있었음(표 8 참조)
<표 8> 1997년중 우리 나라 증시에서의 외국인투자자 주식거래 추이
1997.1 2
순유입
(억달러)
순매수
(억 원)

5.6

3

0.0 -2.9

4

5

6

7

8

9

10

11

12 1～12

-1.1

12.7

8.3

2.3

-0.5

-3.8

-7.9

-7.5

3.4

8.6

4,168 -871 -2,154 -1,341 10,900 6,322 2,319 -872 -2,905 -9,640 -5,899 4,837 10,074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8.1, p. 31에서 전재
-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의 단기간내 한국에 대한 과도한 신용등급 하락
이 한국 외환 위기 발생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ㅇ 불완전한 정보에 따라 군중행동을 하는 국제 자본의 한국으로부터
의 이탈을 가속화
ㅇ 신용 등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신용 등급
ㅇ 이는 한 국가 신용 등급이 결정되고 난 뒤 그 국가 내에 존재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국가 신용 등급 이하의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
ㅇ 만일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그 국가네 금융 기관 및 기
업들에 연쇄적인 신용 등급 하락 현상이 발생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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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는 이러한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
정하는 때에 이것이 많은 경우 국제 투자가들의 해당 국가에 대한
자본 회수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임.48)

47). S&P와 Moody's 등 국제 신용 평가회사들은 아시아 통화 위기에 있어서 통화 위기 발생
에 대한 경고는 뒤늦었던 반면 위기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과도하게 해당 국가 신용등급
을 하락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BIS,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Feb., 1998, p.12 및 Davies, Simon, "Rating the Agencies",
Financial Times, 1998.3.23 참조
48). 이러한 예로 1997.10월중 Moody's가 홍콩의 은행 부문에 대한 전망을 Negative로 발표하
였을 때 이러한 이것이 당일 홍콩의 주가를 7% 하락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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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과정
ㅇ < 표 9 >에서 보게 되면 한보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 한보에 대
한 대출이 많은 제일은행에 대해 Moody's는 1997.2.19 Baa1에서 1
등급 아래인 Baa1로 신용 등급을 하락 시켰으며 S&P는 유사한 이
유로 1997.4.18 BBB+에서 BBB-로 2등급 하락시킴
ㅇ 그런데 1997.7.15 기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Moody's와 S&P 양대 신
용 평가 기관은 산업 은행(국가와 동일 신용 등급)과 제일, 신한
은행 등에 대해 각각 1997.7.23과 7.24 전망을 Negative(향후 신용
등급이 하락할 압력이 있음을 의미)로 부여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에 주의를 환기
ㅇ 1997.10.22 기아의 공기업화 방침이 발표되고 1997.10.23. 홍콩 증
시가 폭락하면서 1997.10.24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1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국가 전망을
향후 하향 등급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Negative" 전망을 부여
ㅇ 이때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
한 채권 회수를 결정적으로 촉발시켜 한국 외환 위기 발생에

도

화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ㅇ 1997.11.21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난 뒤 Moody's와 S&P는
산은의 신용 등급을 1997.11.28일과 11.26일 각각 A3과 A-로 2등
급 하향 조정
ㅇ IMF와 한국정부가 IMF 구제 금융 조건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1997.12.10 Moody's는 A3에서 Baa2로 2단계 하락 조정하고 S&P는
A-에서 BBB-로 3단계 하락 조정49)
49). 1997.12.10과12.11의 Moody's와 S&P가 국가신용등급을 Baa2 및 BBB-로 신용등급을 낮
춘 데에는 우리나라 경제 fundamental의 변화에 따라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등급을
조정했다기 보다는 IMF 협상 타결 직후부터 시도되어 1997.12.12 최종적으로 백지화된
산업은행의 Global Bond 발행 시도의 실패에 대한 파장으로 보임.

이는 한국의 위기 상

황을 최대한 이용 한국 채권의 spread를 올리려는 국제 금융 자본과 위기에 몰려 협상
수단이 별로 없는 한국과의 협상 결렬에서 온 것이며 정책 담당자들의 국제 금융 시장과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의 작동 메카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하는 한 예라 하겠음. 아
래 인용문은 남 종원(메릴린치 한국지사장)의 1997.12.26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서 열린
“IMF 후원 경제구조조정 사례 및 교훈에 대한 긴급 좌담회” 중 발언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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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이후 Moody's와 S&P는 1997.12.21과 12.22 각각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적 신용등급(Speculative Grade)인 Ba1과 B+로 하향
- 이처럼 경제 근본 변수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불과 2개월
사이에 국가신용 등급이 Moody's의 경우 4개 등급 S&P의 경우 9개
등급이 추락
ㅇ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한전 등 국가 신용 등급과 동일한 신용 등
급을 부여받는 기관들의 신용도 국가 신용등급하락과 동시 연쇄
동반 하락
ㅇ 국가 신용 등급 이하의 신용 등급을 받는 여타 금융 기관과 기업
들의 신용을 연쇄적으로 추락
ㅇ 신용 등급이 하락되는 경우 우선 Credit Line 폐쇄 또는 차입 조건
악화50)
ㅇ 투자가들이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Credit Option을 설정한
한국 대외신인도의 급속한 하락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첫째 1997.12.3

IMF 구

제 금융 신청 이후 12.18 대선 결과 발표때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

대부분의 IMF 구제 금융 신청국들은 nego대책을 갖고 협상에 임하나

한국의 경우 nego 대책이 미비하여 투자가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켰다.
해외 차입사건이었다.
산업은행의

해외

차입

둘째 산업은행의

잘알려지지는 않은 것이나 capital market에서는 큰 사건이었다.
1차

시도시

한국의

Treasury + 260bp에 quote(호가)되어 있었다.

신용도는

A3(Moody's),

A-(S&P)였고

그러나 3년 만기물에 대한 1차 시도가 실

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Treasury + 500bp에 재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악영향을 미쳤
다.

즉 시장에서 투자자들과 가격 nego에 들어갔다는 것은 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시 신

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rating)을 기본으로 하지만 가격이 실질적인 rating을 의미하고 있
다고 판단하므로 Treasury + 500에 실패하였다는 것은 한국의 실질적인 신용도가
A3(Moody's), A-(S&P)가 아님을 나타낸다고 판단한 투자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더욱 큰
사건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다음날 Treasury + 500bp + fee(수수료)에 2차 시도를하였고
가격이 Treasury + 800에서도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다음날 official secondary

market 에서 산업은행 채권은 Treasury + 800bp에 quote(호가)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Rating 회사의 존재이유는 투자가 보호에 있고 secondary market에 Treasury + 800bp에
quote(호가)되게 되었다는 것은 rating 회사의 rating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rating 회사는 BBB-(S&P)로 급속히 떨어뜨리게 된 것이다.
국의 official debt가 $1,200억이 아니라 $2,400억이라는 WSJ과
이후 B+ Negative로 평가하게 되었다.

또한 S&P는 한

Financial Times의 보도

이는 향후 6개월간은 올려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
50). 통상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평가 대상 기업의 평가등급이 1등급(notch)하락시키데 따
라서 해당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통상 5～10 bp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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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조기 상환 의무까지 부담하게 됨에 외화 자금난이 가속
화51)
ㅇ

전체

국가의

신용

등급이

Investment

Grade에서

Speculative

Grade(Junk Bond)로 하락하자 기존 외채 연장 또는 신규 외채 조
달이 불가해짐52)
- 홍콩 증시 폭락 및 S&P의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 하락후 외국언론
기관들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국가 신용도 하락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
ㅇ 1997.11.5 Bloomberg 통신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의지해야할
지 모른다.

한국의 금융 위기는 태국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

다.”고 보도
ㅇ 1997.11.6 영국의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은 Bloomberg 통신을
인용 “한국의 금융 위기 공포”라는 제목하의 1면 머리기사 보도
로 한국의 IMF 구제 금융 요청설을 게재
ㅇ 1997.11.6 Asian Wall Street Jounal은 “한국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300억달러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틀린 것이다.

20억 내지

200억 다러가 이미 소진되어 있다”고 보도하여 외국인 투자가들
의 불안심리를 가속화
- 이러한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라 < 표 10 >에서와 같이 1997.11월 중

51). 대구시의 경우 1997.10.27 뉴욕에서 양키본드를 LIBO+2.0%의 금리 조건으로 발행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투자가들이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Credit
Option을 설정하여 발행.

이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자 투자가들이 채권

조기 상환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대구시는 상환 자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하여 1998.3.9
LIBO + 7%로 다시 9천만불을 차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연간 4백 50만 달러의
추가이자 부담을 안게 됨
52). 국제 기관투자가들은 자금 운용시 국제신용 평가회사들이 평가한 채권중 투자 가능등급
(investment grade level) 미만은 보유하지 못하도록 내부 지침을 두고 이를 위반 손실이 발
생하는 경우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따라서 국
가 신용 등급이 투기적 신용 등급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는 국제 투자가들로 하여금 대상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팔게 하여 채권 값을 폭락시키거나, 대

상 국가가 새로이 발행하고자 하는 채권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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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연장율이 50% 수준으로, 12월중에는 32%으로 떨어지는 주된 원
인이 된 것으로 보임
< 표 10 > 우리나라 외채만기 연장률 추이

만기연장률(%)

‘97.10

‘97.11

‘97.12

‘98.1

‘98.2

80

50

32.1

82.4

93.9

주: 7개 시중은행 + 6개 특수은행
자료: 한국은행 및 재경원
- 이와 같은 한국 신용도의 추락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산업은행 채
권 10년물과 미국 재무성 증권 10년물의 수익률 차이(Spread)를 대리
변수(Proxy)로하여 볼 수 있음53)
- 스프레드는 1997년 1월부터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
10월 22일 이후 갑작스레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음.
ㅇ 스프레드의 수직상승의 원인으로는 10.22 기아의 공기업화 방침
발표, 10.23 홍콩 증시 폭락, 10.24 기아의 공기업화를 이유로한
S&P의 국가 신용등급하향 조정 등 일련의 사건들로 보이며 이후
한국은 본격적으로 통화위기 단계에 진입하게 됨
ㅇ 따라서 한국 통화 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을 찾는다면 내부적인 요
인으로는 기아의 공기업화 방침 발표와 외부적 요인으로는 홍콩
증시 폭락으로 대변되는 아시아 통화위기의 전염현상을 들 수 있
음.

53). 수익률 계산에 사용된 산업은행 채권은 납입일이 1996.5.22이며 CUSIP은 500630AMO임.
미국 재무성 증권의 CUSIP은 912827X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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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통한 원화 절하 압력
- 우리 나라의 채권 시장은 개방이 불충분하고 외환선물 시장이 미발달
ㅇ 선물환 시장의 미발달로 선물환 매도에 의한 환투기 곤란
ㅇ 외환 선물 거래는 투기적 목적으로는 할 수 없고 실제 수요에 따
라서만 할 수 있음 (실수요 증명 요구)
-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동남아 국가들처럼 자유로운 것이 아님
ㅇ 원화 선물환 시장이 미발달
ㅇ 원화의 외국인 보유 금지로 헷지 펀드가 사용하는 空賣(short
selling)가 불가
ㅇ 따라서 외국의 투기적 자본에 의한 우리 나라의 외환 위기 가능성
은 별로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음
- 그러나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은 내국인에 의한 환투기(거주자 외화
예금의 급증)외에 역외 선물환 시장(Non Deliverable Forwards Market)
을 통해서 행하여짐
- 역외선물환 시장(Non Deliverable Forwards)은 1995년 홍콩과 싱가포르
의 외환 딜러들이 만든 선물환 시장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거래가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일 평균 거래량은 2.25억불
정도인 것으로 보임
< 표 11 > NDF시장에서 아시아 주요통화의 거래량
(단위 : 백만달러)
인도네시아
루 피 화
브로커
은행간 거래
총일일평균 거래량

30
15
45

대
달

만
러

120
6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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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원 화

중 국
인민화

필리핀
페소화

145
80
225

25
30
55

50
40
90

자료 : Prebon Yamane. 환은 경제연구소, 금융시장

트랜드 No.13,

1997.9.29로부터 轉載
< 그림 3 > NDF 선물환율 추이
1900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현물환율

NDF선물환율(3개월)

12/05/97
12/12/97

11/28/97

11/14/97
11/21/97

11/07/97

10/31/97

10/17/97
10/24/97

10/10/97

09/25/97
10/02/97

09/18/97

09/01/97
09/06/97

08/25/97

08/18/97

08/01/97
08/08/97

07/25/97

07/10/97
07/18/97

07/03/97

06/18/97
06/26/97

06/11/97

05/27/97
06/03/97

05/20/97

05/12/97

05/02/97

700

NDF선물환율(1년)

자료: NDF 선물환율(Prebon Yamane과 Tradition Asia), 국내 선물환율
(Infomax)
- < 그림 3 >은 NDF 시장 3개월, 1년의 선물환과 현물환율의 추이를
보인 것임
ㅇ 1997.6월까지만 하여도 NDF 시장 선물환 가격과 국내 현물환 시
장 가격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음
ㅇ 그러던 것이 1997. 7월말부터 두 시장간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
하여 9월 10월로 갈수록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됨
- 이와 같이 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 NDF 시장과 국내 외환 시장간 환
율 괴리 확대는 내부적으로 국내 외환 시장 참가자들에게 급속한 원
화 절하 기대 심리를 형성시켜 외화에 대한 환투기 및 가수요 유발
- 또한 NDF 시장과 국내 외환 시장간 환율 괴리 확대는 외부적으로 국
내 기업과 은행들이 환차익을 거두기 위한 NDF 선물 시장과 국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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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시장간에 재정거래(arbitrage)를 조장
ㅇ 외국환 관리 규정상에 의하면 비거주자에게 달러화 매도 금지
ㅇ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해 달러화 매도 포지션을 이면 계약만 하고
장부상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거주자에게 달러화 선물 매도
후 국내 선물 시장에서 달러화를 선물로 매입
- < 그림 4 >는 NDF 시장의 1개월물과

국내 선물환 시장의 1개월물간

의 차이와 NDF 시장의 3개월물과 국내 현물환 시장의 차이를 보인
것임
ㅇ 1개월 선물환의 경우 NDF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가격 차이
가

1997.7월말까지

거의

없다가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8월말, 9월말, 10월말에는 각각 달러당 5원, 10원, 50원 정도
로 증가하였으며 1997.11월 10일, 17일, 19일에는 각각 95원, 109
원, 171원을 기록하였음
< 그림 4 > NDF선물환율과 국내 선물 및 현물 환율간의 차이

200
150
100
50
0
-50
-100

NDF선물환율(1개월)-국내선물환율(1개월)

12/12/97

12/05/97

11/28/97

11/21/97

11/14/97

11/07/97

10/31/97

10/24/97

10/17/97

10/10/97

10/02/97

09/25/97

09/18/97

09/06/97

09/01/97

08/25/97

08/18/97

08/08/97

08/01/97

07/25/97

07/18/97

07/10/97

07/03/97

06/26/97

06/18/97

06/11/97

06/03/97

05/27/97

05/20/97

05/12/97

05/02/97

-150

NDF선물환율(3개월)-현물환율

자료: NDF 선물환율(Prebon Yamane과 Tradition Asia), 국내 선물환율
( Info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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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재정거래를 통한 NDF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국내 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외환 시
장에 달러화 수요 압력을 가중
- NDF 시장과 국내 외환 시장간의 재정거래로 소진된 외환 보유고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음54)
- 다만 <표 12> 한국은행의 1997년도 외환시장 개입실적에 의하면
1997.8월과 1997.9월 한국은행의 달러화 선물 매도 액수를 보면 각각
16억불 및 13.5억불임에 비하여 1997.10월 선물 매도 액수가 31.9억불
로 급증하였음
ㅇ 이 물량은 당시 국내 외환 시장에서의 현물 매도 물량 20억 9천만
불보다도 많은 액수
ㅇ 역외선물환 시장이든 국내 선물환 시장이든 이미 원화 절하 심리
가 시장에 팽배되었기 때문에 치솟고 있는 선물환율을 무모하게
낮추려는 시도에 따라 낭비된 것으로 보임

54). 한국 은행은 일부 금융 기관이나 기업들이 NDF 시장과 국내 외환 시장간의 재정 거래로
인한

국내 외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NDF 시장 개입을 검토하였던 사실이 있으

나, 실제 개입 여부는 알 수 없음. 매일경제신문, “한은 NDF 시장 개입 검토”, 1997.11.14
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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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1997년도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실적
(단위 : 억달러)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현

물

선

27.5
40.0
17.6
△5.5
△25.9
△20.5
1.9
18.3
24.3
20.9
56.6
15.7
222.8
△51.9

물

합

0
23.1
15.3
△4.7
△8.1
△12.8
5.7
16.0
13.5
31.9
9.0
0
114.5
△25.6

계

27.5
63.1
32.9
△10.2
△34.0
△33.3
7.6
34.3
37.8
52.8
65.6
15.7
337.3
△77.5

주: △표시는 달러매입량
자료 : 문화일보, 1998.2.17, 1면

5. 동남아 각국의 연쇄적인 환율 절하 및 채권의 부실화
-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은 유사한 수출 구조와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역내 무역(intra-regional trade)이 활발
ㅇ 때문에 한나라의 평가 절하는 다른 나라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평가절하를 유발
ㅇ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동남아 제국의 명목 환율 절하로 인하
여 한국의 원화 환율이 실질적으로 절상되어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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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동아시아 통화 위기 전후의 각국 통화 평가 절하동향
1997.5 1997.7 1997.8

1997.9

1997.10 1997.11

1997.12

1998.1

1998.2

Won(한국)

892.05 890.58 898.71

912.50

929.42

1035.22

Yen(일본)

(-0.16) (0.74)
118.99 115.16 117.93

(2.29)
120.89

(4.18)
121.06

(16.04)
125.38

1494.04

1707.3

1628.42

(67.48)
129.73

(113.81)
129.55

(82.54)
125.85

Yuan(중국)

(-3.21) (-0.89)
8.3229 8.3162 8.3187

(1.59)
8.3171

(1.73)
8.3135

(5.37)
8.3109

(9.02)
8.3099

(8.87)
8.3094

(5.76)
8.3072

Baht(태국)

25.869

(-0.05)
32.399

(-0.06)
35.256

(-0.11)
37.543

(-0.14)
39.092

(-0.15)
44.309

(-0.16)
52.983

(-0.18)
45.987

Ringgit(말레이지아)

(17.20) (25.24)
2.5070 2.5764 2.7589

(36.28)
3.0254

(45.12)
3.2972

(51.11)
3.3791

(71.28)
3.7907

(104.81)
4.4093

(77.76)
3.8148

Ruphia(인도네시아)

(2.76) (10.04)
2438.3 2518.3 3035

(20.67)
3275.0

(31.51)
3670.0

(34.78)
3648.0

(51.20)
4650.0

(75.87)
5502.5

(52.16)
10,375

(3.28)

(24.47)

(34.31)

(50.51)

(49.61)

(90.70)

(125.66)

(325.5)

28.7
(2.97)

28.69
(2.94)

28.6
(2.61)

30.94
(11.01)

31.794
(14.07)

44.309
(58.98)

52.983
(90.10)

32.948
(18.22)

Singapore$(싱가포르) 1.4361 1.4498 1.4977
(0.95) (5.05)

1.5270
(6.32)

1.5740
(9.60)

1.5820
(10.15)

1.6518
(15.01)

1.7477
(21.69)

1.6509
(14.95)

Mark(독일)

1.7033 1.7919 1.8400
(5.20) (8.02)

1.7862
(4.86)

1.7575
(3.18)

1.7323
(1.70)

1.7788
(4.43)

1.8165
(6.64)

1.8123
(6.3)

Pound(영국)

0.5631 0.5830 0.6236
(3.54) (10.74)

0.6244
(10.89)

0.6123
(8.74)

0.5921
(5.14)

0.6025
(6.99)

0.6116
(8.61)

0.6079
(7.95)

Dollar(대만)

27.87

(-0.08)
30.32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아시아 각국의 환율 절하
ㅇ 일본은 円高가 정점을 이루었던 1995년 4월 83.6엔/$에서 1997년
10월

121엔/$로 2년 6개월 사이에 45% 절하

ㅇ 중국은 1994년 1월 5.7위안/$에서 8.7위안/$으로 평가절하함에 따
라 인민폐의 대미 환율이 93년말과 비교하여 44%가량 절하
ㅇ 1997.10월까지 한국과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에서 높은 경합도를
갖고 있는 동남아 제국이 1997년 5월 평균에 비하여

태국

45.12%, 말레이지아 31.51, 인도네시아 50.51% 절하
ㅇ 수출 품목과 시장에서 한국 등 동남아 제국과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이 경상 수지의 흑자와 충분한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
고 평가 절하를 단행
․ 1997년 9월, 10월 환율 불안이 지속되자 대만 중앙은행은 시장
개입을

지속하였으나

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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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이래

최고

수준인

30NT$에 이르는 등 불안이 연속되자 1997년 10월 17일 대만
중앙은행은 그 동안의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긴다고 선언
․ 대만 중앙 은행의 시장 개입 중단 발표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환율은 32.0 NT$전후
․ 이는 주변국들의 연쇄적인 평가절하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
- 이에 대해 한국은 1997년 5월부터 1997.10월까지 달러당 892원에서
929원으로 불과 4.18% 절하에 그쳐 외환 시장에 원화가 절하될 것이
라는 기대감을 형성
< 그림 5 > 대만의 환율 동향

35
34
33
32
31

'97.10.20 NT$30.75

30
29

'97.7.30 NT$28.8

28
01/02/97
01/16/97
01/31/97
02/14/97
03/03/97
03/17/97
03/31/97
04/14/97
04/28/97
05/12/97
05/27/97
06/10/97
06/24/97
07/09/97
07/23/97
08/06/97
08/20/97
09/04/97
09/18/97
10/02/97
10/17/97
10/31/97
11/17/97
12/02/97
12/16/97
12/31/97
01/15/98
01/30/98
02/13/98
03/02/98
03/16/98

27

자료: 미연방은행
- 동남아 통화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 기관의 동남아 채권 부실화는 외
화 자금 순환에 이상을 가져온 원인중의 하나
-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이 태국 및 인도네시아에 갖고 있는 채권은
1997년 3월 말 현재 155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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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들 채권의 대부분은 홍콩 등지에서 외화 부채를 단기로 조달하
여 장기로 투자한 것들임
ㅇ 이들이 동남아 통화 위기로 부실화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
자금 순환에 이상 초래
ㅇ 동남아 채권 부실화에 따른 국내 금융 기관들의 신용도를 하락시
키고 국내 금융 기관의 해외 자금조달에 부정적 역할을 수행
< 표 14 > 한국 금융기관의 동남아 국가별 여신현황
(단위: 억달러, %)

구

분

은

행

종

금

선발종금

사
후발종금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

435.7

100.0

25.9

100.0

40.1

100.0

501.7

100.0

인도네시아
태
국

34.0
36.8

7.8
8.4

5.0
3.8

19.3
14.7

10.6
2.3

26.4
5.7

49.6
42.9

9.9
8.6

123.1

28.2

12.0

46.3

19.8

49.4

154.9

30.9

총

여

동 남

아

주 : 97년 3월말 현재 본점과 해외지점 여신액 합계임
자료 : 한국은행, 서울경제신문, 1998.1.9

Ⅲ. 통화 위기의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처 방안
- 국제 경제 통합의 진전과 국가간 자본 이동이 가속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아래서는 자국 경제의 위기가 타국으로 전이됨은 물론 자국 경
제 정책에 과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위기가 전염되는 것이
다반사인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 환경 아래서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제고하
는 것이 국제 투자가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
ㅇ 경제의 불투명성은 낮은 신뢰도를 가져와 투자가들의 과잉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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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ㅇ 한국경제의 불투명 자체가 국제 투자가들에게 위험도를 높여 투자
를 기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ㅇ 제도 운영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료
화
ㅇ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 외환 위기 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 지표의 개발
ㅇ Goldstein에 의하면 연간 데이터로서는 경상 수지/GDP와 경상 수
지/투자 등이 외환 위기를 가장 잘 예고하여주는 지표이며 월별
데이터로서는 실질 환율, 주식 가격, 수출액, M2/외화보유고, 외환
보유고 등이 가장 잘 예고55)
- 아시아 역내 통화 결재의 확대
ㅇ 일본 엔화 또는 중국 위안 화에 의한 아시아 지역내 무역 결재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 축소
- 아시아 역내 통화 블록의 구성
ㅇ EMS에 있어서 EURO의 도입처럼 아시아에서도 단일 통화 일명
‘ASIA’의 발행56)
ㅇ 아시아 각국의 M1과 외환 보유고를 현재 금 가격으로 ‘ASIA’로
전환하고 그 이후의 'ASIA'에 대한 발행은 아시아 각국이 금에
대한 보유고를 늘리거나 또는 금에 상당하는 외환 보유고를 늘리
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아시아 제국간에 있어서 Currency Board
구성
- 아시아권내 통화 협조
ㅇ IMF는 아시아 통화 위기에 대해 조기 진압에 실패하였으며 자금
규모나 선진국의 지원 상태로 볼 때 국제 금융 시장 관리 능력에
55). Goldstein, Morris, " Early Warning Indicators a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 paper
presented at EMEAP Meeting, Wellington, New Zealand, Feb., 1998
56). Mobius, Mark, "Asia Needs a Single Currency", The Wall Street Journal, Feb. 1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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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ㅇ 태국의 재무 장관이 제안한 후 ASEAN과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
혔으나 IMF와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된 Asian Monetary Fund의
창설로 아시아 제국의 통화 위기에 대한 국제 기구 차원의 대처
ㅇ 아시아 각국간 (미국 등 역외국가까지 포함하여도 무방) 상호 미
재무성 증권에 대한 還買 협약의 확대 체결
ㅇ 아시아 각국의 금융 협력을 위하여 Asian BIS의 창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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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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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Mar-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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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pr-97
28-Apr-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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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ay-97
10-Jun-97
24-Jun-97
09-Jul-97
23-Jul-97
06-Aug-97
20-Aug-97
04-Sep-97
18-Sep-97
02-Oct-97
17-Oct-97
31-Oct-97
17-Nov-97
02-Dec-97

< 부도 1 > 1997년 중 엔달러화 환율 동향

136
134
132
130
128
126
124
122
120
118
116
114
112
110

< 부도 2 > 일본의 월별 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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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 > 아시아 각국에 대한 외국 은행들의
여신 비율 ( International claims by nationality of reporting banks on
countries outside the reporting area : 1996년 12월말 기준)
(단위 : 총계에 대한 %)
유
일

본 미

국

독

일

럽
영

국

Total
(Inc.others)

총

계

싱 가포 르

31.1

3.0

21.5

11.9

32.5

100.0

홍

콩

42.2

4.2

12.9

12.7

28.0

100.0

대

만

12.0

14.2

11.8

12.4

49.6

100.0

한

국

24.3

9.4

10.0

5.6

50.7

100.0

말레이시아

36.9

10.5

17.3

6.4

28.8

100.0

태

국

53.5

7.2

9.9

4.5

25.0

100.0

필 리 핀

11.7

29.4

13.7

8.8

36.4

100.0

인도네시아

39.7

9.5

9.9

6.9

34.0

100.0

중

국

32.3

4.9

10.9

10.4

41.5

100.0

베 트 남

16.3

12.0

20.2

6.5

44.9

100.0

동아시아 합계

35.4

6.3

14.2

9.8

34.2

100.0

아시아 총계

34.7

6.4

14.3

9.8

34.8

100.0

자료 : BIS, "The Maturity, Sectoral and Nationality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 - First Half 1997", J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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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 > 일본 대장성의 조기시정조치 내용

단 자기자본비율
계 BIS기준 국내기준

조

치

내

용

1 8%미만 4%미만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

2 4%미만 2%미만

다음과 같은 개별조치 실시
증자계획의 수립, 총자산의 증가억제 및 감축, 신규
업무 취급금지, 기존업무의 축소, 점포신설금지, 기존
점포 감축, 자회사․해외현지법인의 영업규모 축소,
자회사 신규설립금지, 배당억제 또는 금지, 임원
상여금 지급제한, 고금리자금조달의 제한 또는 금지

3 0%미만 0%미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
(단, 다음 경우에는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
① 유가증권평가익 등을 감안한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인 경우
② 유가증권평가익 등을 감안한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경영
개선계획과 2단계의 개별조치의 실행추이 및
향후 개선 가능성, 수지상황, 부실자산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 순자산가치가
플러스가 될 것으로 확실히 전망되는 경우)
또한,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평가익을 감안한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확실히 전망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

자료: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 「주요국의 자산 건전성 분류제도」,
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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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3 > 최근 일본 금융기관의 파산 현황
(단위 : 10억엔)
년

월

금 융 기 관 명

자

산

대

처

방

92년 10월
93년 10월

東 洋 신 용 금 고
釜 石 신 용 금 고

304
45

三和은행 등에 분할정리
해산

93년 11월

大 阪 府 신용조합

123

信組大阪弘容이 흡수합병

94년 10월
95년 3월

松 浦 신 용 조 합
岐 阜 상 업 은 행

8
13

佐賀은행에 양도
關西개발은행이 흡수합병

〃
〃

東京協和 신용조합
安 全 신 용 조 합

95
93

旧東京共同은행에 양도
〃

95년 7월
〃

코 스 모 신용조합
友 愛 신 용 조 합

464
43

95년 8월
〃

兵 庫
은 행
木 津 신 용 조 합

2,491
1,048

미도리은행에 양도
整理回收은행에 양도

95년 12월
96년 3월

大 阪 신 용 조 합
太 平 洋 은 행

319
651

東海은행에 양도
와까시오은행에 양도

〃
96년 8월

行 橋 신 용 금 고
福井縣제일신용조합

12
5

北九州八幡신용금고에 양도
福井은행에 양도

96년 9월
96년 11월

武 藏 野 신용금고
山 陽 신 용 조 합

64
53

王子신용금고 등에 흡수합병
淡陽신용조합에 양도

〃
〃

껜밍大和 신용조합
三 福 신 용 조 합

33
34

〃
整理回收은행에 양도

〃
97년 4월

阪 和
은 행
東 海 신 용 조 합

515
23

〃
〃

土 岐 신 용 조 합
北 九 州 신용조합

11
17

〃
〃

神祭川縣 신용조합
日 産 생 명 보 험

53
2,167

97년 5월
〃

田 辺 신 용 조 합
朝銀大阪 신용조합

127
397

〃

小

川

증

권

안

〃
神奈川縣노동금고에 양도

紀伊예금관리은행에 양도
大垣공립은행에 양도
十六은행에 양도
福岡은행에 양도
요꼬하마은행에 양도
아오바생명보험에 양도
사쿠라은행에 양도
朝銀近畿신용조합에 양도

-

청산

97년 10월
〃

靜岡商銀 신용조합
越 後
증 권

28
-

요꼬하마商銀신용조합에 양도
청산

〃
97년 11월

京 都 共 榮 은 행
三 洋
증 권

337
373

幸福은행에 영업권 양도예정
회사갱생법적용신청

〃
〃

北海道拓殖 은 행
山 一
증 권

6,024
3,508

〃

德 陽 시 티 은 행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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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洋은행에 영업권 양도
자진폐업신청
仙台은행에 분할양도

자료 : 週刊東洋經濟, 1997.12.13, p 31.
< 부표 4 >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매트릭스
수출 Matrix
(단위 : %)
from
to

미

국 일

본 중

국 홍

콩 인

니 한 국 말

련 필리핀 싱가폴 태

국

미

국

-

27.54

17.68

21.23

13.64

16.78

18.31

34.12

18.45

17.99

일

본

10.80

-

20.43

6.54

25.87

12.34

13.48

17.97

8.20

16.82

중

국

1.92

5.31

-

34.29

4.13

8.85

2.42

1.61

2.71

3.35

홍

콩

2.23

6.17

21.76

-

3.26

8.63

5.92

4.25

8.90

5.81

인

니

0.63

2.20

0.94

0.56

-

2.46

1.57

-

-

1.52

한 국

4.25

7.15

4.98

1.62

6.59

-

3.06

1.82

3.04

1.82

말

련

1.36

3.73

0.91

0.94

2.23

3.35

-

3.36

18.01

3.61

필리핀

0.98

2.04

0.67

1.19

1.38

1.48

1.21

-

1.84

1.13

싱가폴

2.67

5.06

2.48

2.75

9.16

4.98

20.58

6.00

-

12.11

태

1.15

4.45

0.83

1.00

1.65

2.06

4.12

3.82

5.68

-

국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ec.,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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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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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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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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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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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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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련

2.23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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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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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29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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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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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싱가폴

2.5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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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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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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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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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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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55

0.8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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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국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ec.,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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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김경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최두열박사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국제금융부문에 대한 제 나름
대로 약간의 보완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토론자료는 금년 IMF의 세계경제전망에서 발췌 인용한 것입니
다. 첫쨰 페이지는 작년 10월 하순 홍콩과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환위기에 개도국 증시국가들(emerging market economies)이 어덯게 대
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브라질의 경우 금리를 약 50% 가까이 인상하고 긴
축재정을 포함한 각종 개혁조치를 국제금융시장에 발표 외환위기로부터 방
어하였읍니다. 칠레, 멕시코, 아르젠티나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페이지는 위
기의 유형별로 통화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기
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과 같이 정부가 별 대응없이 방치한 경우가 소
위 말하는 L자형, 미국과 칠레가 V자형이라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우리나
라는 어떤 형태의 경로로 갈지 앞으로 두고 볼 과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는 개도국에 대한 사적 자본흐름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한국 등 이른바 신
흥산업국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내년에 걸쳐 자본의 순유출이 상당
히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국제여론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해결방안
과 리더쉽에 점차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왔
으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비관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5월 7일 역외원달러선물환율이 일월물에서 일년물사이에 환율이 60원에서
100원정도 상승 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11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산
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한 19개은행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
찰대상으로 하향조절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동안 신용등급
이 추가로 하향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단기간에 회복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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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평채와 산은채권의 유통가격이 계속 하락하
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련의 사건은 투자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감이 상실되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 상환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기였다면 향후 만
약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면 지급불능의 사태로 인한 위기로 나타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측은 부실채권이라든지 기업부채가 대단히 과다하
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IMF와 지난 5월 리뷰 이후 금리를 인하하
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마는 저는 저금리 정책으로 과연 기업의 자
금조달비용이 떨어질 것인가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
필리핀 수준으로 한국 국가신용도가 하락한 사실은 모든 경제주체는 예외
없이 체계적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한국은행의
RP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채권금리나 어음, 또는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정부는 민간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
종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막연히 낙관론만 제시하고 그
리고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게임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며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와 대응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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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勞動部門

朴晟竣 硏究委員
(韓國經濟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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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요 약 >
1. 노사관계
―

1987년 6.29선언에 따른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노사분규의 폭발적인 증가등 대립과 갈등의 관계였음.
◦ 노조수는 198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수그러듬.
◦ 노사분규는 1987년에 3,749건 정점으로 줄어 들어 1997년에는 78건
에 머무름.

― 비록 분규수는 줄어들어 다소 안정된 듯하나 일단 분규가 발생하면 장

기화로 막대한 생산차질를 초래함.
◦ 노동손실일수는 해마다 증가해 1997년에는 444,720일에 달하며, 피
용자 1,000명당 쟁위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를 국제비교시 타국은 많
아야 2자리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3자리수에 달함.
◦ 생산차질액수도 매해 증가하나 특히 97년도에는 정도가 지나쳐 무
려 8조 667억원에 달하고 있음.

― 97년 초 노동법파동에서 알다시피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임.
◦ 96년 말 신노동법 단독처리에 따른 민노총의 즉각적인 파업과 97년
1월 공공부문의 노조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발생함.
◦ 특히 IMF체제에 들어선 올해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
생할 고용조정시 노사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임.
―

신정부는 노동계를 노사정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시켜 정부 및 재계와
더불어 국가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함 만큼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민
주적 노사관계의 틀 확립에 노력해야 함.
◦ 따라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

벌조항 삭제, 사외이사 및 감사자격요구 및 파업시 시설파괴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취하 등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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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 노동시장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조정기능이 매우 취약함.
― 우선 임금측면에서는
◦ 지난

10년간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상승률은 91.8%에 이르러

OECD국가중 가장 높다는 벨기에의 23.5%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OECD, 1997).
◦ 또한 1인당 GNP 1만불 당시 제조업 월평균 임금을 국제비교하더라
도 우리나라는 홍콩의 3.5배, 싱가포르의 2.6배 그리고 대만의 1.4배
높음.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임금체계는 연공서열형 형태로
개인의 성과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아 임금이 근로의 동기를 유발
하는 유인체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연공서열형에서 직능‧직무급 또는 연봉제로 바
꾸어 기업의 내부시장을 효율화해야 함.
◦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제도, 평균‧통상임금 구분 및 연월차
휴가제도 등의 개선 필요

―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고해야 함.
◦ 임금의 연봉제 및 직능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공무원의 상급직, 공기
업 상급직, 판․검사의 상급직 등 모든 부문에서 외부노동시장을 활
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
◦ 교사 임용고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기업 입사시험 등 정년고용
보장 제도의 개선

―

다음으로 고용측면에서는
◦ 경총자료에 따르면 실제 국내기업들 상당수가 “사내 잉여인력이
- 240 -

22% 안팎”으로 나타났듯이 90년대 우리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거
품고용이 만연하고 있었음.

―

그리고 지난 10년간 기업규모간 임금 및 복지수준의 격차 확대로 공공
부문 및 독과점 대기업의 고임금프레미엄이 커져 대기업 사무관리직의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임금이 경직적이고 또한 고용
조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공공부문 및 대기업부문과
“유연”한 중소기업부문으로 이중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
음.

―

지난 2월 노사정 대타협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을 포함시키는 한편 2년 유예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
정시 고용조정이 용이하게 됨.
◦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해고기준 및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마련되야 함.
◦ 또한 정리해고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케 하는 조항은 사후 감독으
로 전환시켜 기업의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파견근로고용형태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업무 및 기간은 파견근로의 3주
체의 자율에 맡기대상업무 및 기간은 파견근로의 3주체의 자율에 맡기
는 방향으로 법‧규제를 바꾸어야 함.

3. 실업대책

―

IMF체제 이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계열사의 통폐합 그리고 중소기
업들의 휴․폐업 등으로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고실업사회로 들어섬.
◦ 최근 JP모건사등 일부 외국기관에서는 올해 실업자가 2백만명에 이
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3～4년간 실업자 100만명 가량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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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은 1천명 안팍의 대규모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생산직들의 대량 정리해고도 준비하고 있음.

―

실업대책이 올해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될 것임.
◦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고용창출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며 실직
자 지원도 단순한 생계보조보다는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과 연계된
사업확대에 무게를 두어야 함.
◦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발주 등 성장기반 확충사업 실시
◦ 민영화․규제완화로 신규사업 창출 기반 조성
◦ 수출금융 조기정상화를 통한 총력 수출체제 구축
◦ 외국인투자 전담기구 설치 및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기간산업
을 포함한 주요 공기업의 매각을 통한 외자 유치

- 242 -

―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7년 말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전락함.
ㅇ이러한 경제위기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복잡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체질화되었던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체제에 젖어
세계경제의 동향과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경제위기의 배경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
과 이에 편승한 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 그리고 미숙한 외환관리 등
기업의 재무관리와 정부의 금융 외환관리의 문제에 기인하나 노동부
문에도 책인이 있음.
ㅇ이는 대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임금인상 압력과 과다 고용, 중소기
업과의 임금격차 및 인력난등 불합리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경
직성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법체제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크게 3부문으로
분류하여 점검하고 이의 대응 방안을 모색코자 함.
ㅇ대립-갈등의 노사 관계
ㅇ경직적인 노동 시장
ㅇ시대에 뒤떨어진 법 체계

Ⅰ. 노사관계
1.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

―

1987년 6.29선언에 따른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활성화로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이 발생함.
ㅇ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이 강화되어 노동조합 조직근로자수가 1987년
6월 94만 8천 명에서 그 해 말에는 127만 명으로 증가한 후 1989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약 193만 명으로 늘었다가 이후 다소 수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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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
ㅇ노사분규의 폭발적인 증가로 대개 1년에 분규건수가 200건 내외였
으나 1987년에는 무려 3,749건으로 증가함.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줄어 들어 96년에는 85건으로 머무름.

<표 1-1> 우리나라 노사관계 주요지표 추이

노
구

분
조합수

동 조

합

노

조합원수

조직률

(천명)

(%)

발생건수

사

분

규

참가자수

손실일수

(천명)

(천일)

1963

2,150

224

9.4

-

-

-

1965

2,634

302

11.6

-

-

-

1970

3,500

473

12.6

4

1

9

1975

4,091

750

15.8

52

10

14

1980

2,635

948

14.7

206

49

61

1985

2,551

1,004

12.4

265

29

64

1986

2,675

1,036

12.3

276

47

72

1987

4,103

1,267

13.8

3,749

1,262

6,947

1988

6,164

1,707

17.8

1,873

293

5,401

1989

7,883

1,932

18.6

1,616

409

6,351

1990

7,698

1,887

17.2

322

134

4,487

1991

7,656

1,803

15.9

234

175

3,271

1992

7,527

1,735

15.0

235

105

1,528

1993

7,147

1,667

14.2

144

109

1,308

1994

7,025

1,659

13.5

121

104

1,484

1995

6,606

1,615

12.7

88

50

393

1996

6,424

1,598

12.2

85

79

893

1997

-

-

-

78

44

445

자료 : 노동부, 『한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호.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호.

―

노사분규가 크게 줄어들어 표면적으로는 노사관계가 안정된 듯하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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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근 96년말 신노동법의 여당 단독처리로 말미암아 민주노총의 즉
각적인 파업돌입과 97년 1월 공공부문노조와 함께 자동차 노조의
파업등이 발생함.
ㅇ특히 기아노조는 판매회사의 설립을 둘러싸고 경영진과의 갈등을
야기 시켰으며, 현대자동차의 노조도 배치전환 등의 문제로 경영진
과 첨예하게 대립하였음.

이러는 사이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임금과 근로조건, 기타 단체협약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
ㅇ그러나 생산성에 비해 너무 빠르게 임금수준이 상승하였고 경쟁대
상국에 비해서도 임금상승율이 가파르게 오름.

<그림 1-1> 전년대비 명목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

―

25.0

20.0

명목임금
노동생산성

20.2
16.9

15.0

15.7

15.6
12.5

15.5

12.2

12.8

12.2

10.0

13.1

12.3

10.9

9

9.9

5.0

0.0
90

91

92

93

9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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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년도

%

<그림 1-2> 한국․대만 제조업명목임금증가율 추이

25.0
한국

대만

20.2

20.0

16.9

15.5

15.7
15.0

13.3
10.9

12.2

9.9
10.0

11.0
10.2
6.9

5.0

6.6

4.1

5.6

0.0
90

91

92

93

94

95

96

년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호.

―

또한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사업장의 분규 장기화로 막대한 생산차질이
초래되고 있음.
ㅇ분규의 장기화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여 기업이 무노동‧무임금 관
철 그리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선동자에 대한 해고
시 이의 철회를 위한 파업의 재개 등에 기인함.

<표 1-2>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
구
분

분
규

건

수

근 로 손 실 일 수
생

산

차 질 액

1995

1996

1997

88건

85건

98건

392,581일

892,987일

444,720일

1조 757억원

1조 7,893억원

8조 667억원

자료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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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피용자 1,000인당 쟁의행위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를 다른 나라
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얼마나 소모적인가를 알 수
있음.

<표 1-4> 피용자 1000인당 쟁의행위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단위 : 일)
구

분

한 국

일

본

호

주

미

국

독

일

영

국

스웨덴

1990

409.8

3.0

209.1

57.0

14.6

83.1

187.7

1992

132.1

4.5

147.4

38.5

60.2

24.1

7.3

1994

120.7

1.6

75.5

46.5

7.3

12.8

14.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 1996.

―

또한 기존의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 세력과 새롭게 등장
한 재야노동운도 세력간의 경쟁발생.
ㅇ한국노총이 과거 정부에 지나치게 협력적이었고 현장에서의 근로자
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ㅇ재야노동 세력은 1995년에 제2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
총)을 결성 함.

―

IMF체제에 들어선 올해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 할 정
리해고시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임.
ㅇ4～6월 임-단협 교섭시 정리해고로 인한 노사갈등의 심화 우려.
ㅇ금속산업연맹 등은 중앙차원의 공동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자동맹 결성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2. 대처방안

(1) 최근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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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우리 경제의 위기에 한 몫을 차지하였다면
이제 노사관계는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어 노사가 동반성장하
는 윈‧윈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함.
ㅇ이를 위해서 노동계에 노동기본권을 확립시켜 진정한 노사의 동등
관계로 노사의 자율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되
ㅇ비민주적‧비합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함.

―

이에 따라 97년 노동법개정시 소위 3금(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등의 조건부하에 해지하였음.
ㅇ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였
음. 따라서 이를 허용하되 상급단체만 인정하고 기업단위는 교섭창
구 일원화를 위한 보안방안을 강구 후 2002년부터 시행.
ㅇ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그간의 법 운영 과정에서 자의적인 법집행으
로 노조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위축시킴으로 이를 삭제함.
ㅇ노조의 정치활동를 금지한 것은 노조가 특정정당‧특정정치인에 예
속되어 정치적 도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나, 노조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
이라면 노조에 한하여 노동관계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하여 삭제함.

―

반면에 노조와 사용자간의 합리적 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정착, 파업중의 대체근로허용, 생
산시설 점거 금지 등을 입법화 함.
ㅇ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자가 지급함으로서 매년 교섭때마다 유급전임자 수가 증가하여 기
업의 부담만 가중시킴. 또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
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함.
ㅇ근로하지 않는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조는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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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거나 교섭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분규를 장기화 함으
로써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줌. 이 것을 방지하기위해 이를 목적으
로 쟁의행위하는 것을 금지 함.
ㅇ노조의 쟁의권은 보호하면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관련기업 종사
자의 근로권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고 특히
관련 종사자의 근로권을 박탈하는 것은 노조의 설립기반마저 부정
하는

행위로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인정하였음.

ㅇ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서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노조는 기업별노조인데다 구법에
서는 사업장밖에서는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어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이에 새 법
에서는 쟁의행위 장소를 사업장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 한편 폭
력이나 파괴행위는 불법화 하였음.

―

신 정부는 노동계를 노‧사‧정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케하여

정치권‧

재계와 더불어 국가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함.
ㅇ또한 국민적 합의를 재계‧정치권과 더불어 도출함으로써 보다 적극
적 의미에서의 노사간의 참여와 협력관계를 설정함.

(2) 향후 과제

―

노동계는 자신의 뿌리기반인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간
과한 채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집착해서는 아니되며 이제 국가운영의
한축인 만큼 사회계약에 입각한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에 힘써야 함.
ㅇ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삭제문제는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
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임.
ㅇ경영참가법 제정시 사외이사 및 감사로서의 자격요구는 실질적 기
업의 주인인 주주에 대한 월권행위임.
ㅇ비록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 등의 실력행사를 했을지라도 시설파괴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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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당연한 일임. 이를 국민 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소송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

노조는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탈피하고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조합내의 민주주의를 이룩해야함.
ㅇ이에 따라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이나 유니온 숍(union shop)제도
는 금지시켜야 함.
ㅇ거의 관행처럼되어 있는 조합비 일괄공제제도(check-off system)는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개인이 원하는 경우
공제를 거부 할 권리도 주어야 함.

―

IMF체제의 극복을 위해 노조도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
ㅇ우리 경제의 시급한 문제중 하나가 외자유입인 만큼 불필요한 노사
분규를 자제하여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도와야 함.

Ⅱ. 노동시장
1. 경직적 노동시장
―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 함은 외부환경변화에 노동시장이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인적자원을 배분 및 재배분하지 못함을 의미함.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조정기능의 취약성
―

우선 임금측면에서는
ㅇ지난 10년간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상승률은 91.8%에 이르러 미국
2.2%, 캐나다 3.0%, 프랑스 10.2%, 영국 15.7%, 독일 14.1%, 이탈리
아 20.1%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벨기
에의 23.5%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OECD,
1997) .
ㅇ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삶의 질이 지난 10년간 2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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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의미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노동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2-1> 1인당 GNP 1만불 달성연도시 각국제조업 월평균 임금비교
구

분

한

국

연

도

1인당 GNP

월평균임금

배

율

1995

10,076

1,469

-

뉴질랜드

1987

10,701

1,127

1.3

대

만

1992

10,153

1,072

1.4

홍

콩

1988

10,358

421

3.5

싱가포르

1988

9,737

555

2.6

<표 2-2> 주요국의 노임단가지수 추이
년

도

한 국

대

만

일

본

미

국

1990

100.0

100.0

100.0

100.0

1991

98.9

101.9

109.7

100.8

1992

96.7

115.1

124.8

99.7

1993

96.8

113.6

143.9

100.0

1994

101.4

116.4

154.8

100.4

1995

104.9

115.0

165.8

99.6

1996

99.6

109.7

139.4

99.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호.

―

다음으로 고용측면에서는
ㅇ<표2-3>에서 보는바와 같이 90년대 우리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거
품고용이 만연하고 있었음.
ㅇ경총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국내기업들 상당수가 “사내 잉여인력이
22%안팎”이라는 자체진단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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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실업률 추이
(단위 : %)
90년대 전반

90년대 후반

자 연 실 업 률

2.7

3.0

실 질 실 업 률

2.5

2.0

자료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2, 1996.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호.

ㅇ다른한편으로는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 단순생산직 및 전
문기술직의 인력은 부족하고 사무관리직은 과잉고용되고 있는 실정
임.
ꋼ 컴퓨터 프로그래며, 외환딜러 등 고급전문기술직의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전문직 및 기술직 부족업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무관리직 인력과잉업체의 비율이 높아 인문계 대졸자의 구직애
로는 지속되고 있음.

<표 2-4> 제조업의 직종별인력 과부족 업체비율(’97. 2월)
(단위 : %)
구

분

관 리 직(대기업)

과

잉

부

족

과잉 - 부족

4.6(4.8)

1.9(0.0)

2.7(4.8)

전 문 직

0.1

18.2

-18.1

기 술 직

1.0

21.6

-20.6

6.8(8.0)

8.7(2.0)

-1.9(6.0)

3.2

30.7

-27.5

사 무 직(대기업)
생 산 직

주 : (

)안의 숫자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임.

자료 : 노동부,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보고서』, 1997.

―

그리고 지난 10년간 기업규모간 임금 및 복지수준의 격차 확대로 공
공부문 및 독과점 대기업의 고임금프레미엄이 커져 대기업 사무관리
직의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임금이 경직적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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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조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
ㅇ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공공부문 및 대기업부문과
“유연”한 중소기업부문으로 이중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
음.

(2) 노동시장 유연화의 저해요인

―

한편 1997년 초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정비되어 고용조정의 규제완화가 다소 이루어졌고(98년 개정으로 2년
간의 유예조항 삭제 및 M&A경우도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선택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측면에서는 다양한 근
로형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음.

―

그러나, 우선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임금체계를 살펴보면,
ㅇ연공서열형 형태로 개인의 성과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아 임금이
근로의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체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ㅇ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에 따라 임금이 탄력적으로 하
락하지 않으면 기업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기퇴직제 등을
실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위험이
높아져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

다음으로 고용형태 측면을 살펴보면
ㅇ파견근로제, 계약직 근로제, 시간제취업, 재택근무제 등에 강한 규
제가 있거나, 여건의 취약 등으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음.
ㅇ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단시간 고용(35시간 미만)은 1996년 현재 총
취업자의 7.0%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15-20%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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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단시간근로자 고용 실태의 국제비교(1995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

주

총 취업자에 대한 비율

7.0

20.1

18.6

16.3

24.3

37.4

24.8

단시간근로자중 여성의 비율

59.3

70.1

68.0

87.4

80.1

73.6

74.4

65세 미만 경제활동 참가율

65.1

76.5

77.8

71.0

77.0

68.8

75.4

주 : 한국은 96년 자료임.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의 기준에 따라 15-64세를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 한국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외국은 OECD,
Employment Outlook, 1996, 최경수(1997)에서 재인용.

―

노동공급기반의 하나인 여성등 잠재인력 대한 법제도적 규제요인과
더불어 보육시설 등 취업지원체계가 취약하여 잠재인력의 고용창출이
부진한 상태임.
ㅇ우리나라의 5세미만 아동의 수탁률은 10% 수준으로 일본, 영국, 미
국 등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 특히 25-34세 연령그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표 2-6>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5세미만)아동수탁률의 국제비교
(단위 : %)
한국(’96)

일본(’92)

미국(’92)

영국(’93)

10.7

26.1

33.8

26.6

체

48.7

50.7

56.0

52.8

25-34세

50.1

58.5

74.2

70.8

아동수탁률
여성경제활
동참가율

전

주 : 아동수탁률 = 보육시설 수용 아동수/5세미만 아동수
자료 : ILO,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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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동시장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민간직장소개업에 대한 규제, 공
공직업안정기능의 취약 등은 효율적 노동이동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
한 상태임.
ㅇ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원 1인당 행정대상
취업자수는 66,555명으로서, 이는 독일 3,230명, 영국 5,560명 및 일
본의 12,500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직업안정서비스분야가 선진국
에 비해 크게 낙후된 행정서비스 분야임.

―

공공부문의 경우 입직/퇴직구에서의 규제수준이 너무 높으며, 연공서
열형 인사․임금관리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음.

―

IMF체제 이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계열사의 통폐합 그리고 중소
기업들의 휴-폐업등으로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고실업사회로 들어섬.
ㅇ최근 JP모건사등 일부 외국기관에서는 올해 실업자가 2백만명에 이
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3～4년간 실업자 100만명가량이 지
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ㅇ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은 1천명 안팍의 대규모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생산직들의 대량 정리해고도 준비하고 있음.

2. 대처방안

―

1998년 2월 법개정으로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변형근로시간제 등 소
위 3제가 허용됨으로써 노동시장의 한 축인 고용량의 유연화는 어느
정도 확보됨.
ㅇ정리해고제는 97년 법 개정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고용조정을 가능케 하고 이의 시행을 2년 후로 미루었으나 이번 노
사정 대타협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시키는 한편 2년 유예기간도 삭제함으로써 향후 산업구조조정
이 보다 활발히 일어 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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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구체화 되지 않아 기업의 정리해고
시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됨.
ㅇ따라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ꋼ 신기술 도입
ꋼ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변화 및 업종전환

―

그러나 아직 임금상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기업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량을 조정하게 됨. 이는 곧 근로자의 최악의 근로조건인 해
고와 직결됨.
ㅇ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서열형으로 개인의 능력, 성과가 임금
에 반영되지않아 임금이 근로동기의 유인체계의 기능을 못함.
ㅇ따라서 이를 직능‧직무급 또는 연봉제로 바꾸어 기업의 내부시장을
효율화 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임금조항으로는 이
러한 임금체계를 확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ꋼ 퇴직금제도의 개선
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의 폐지
ꋼ 연월차 휴가제도의 개선

―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
ㅇ임금의 연봉제 및 직능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외부노동시장 고급인
력의 내부노동시장 상급직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함.
ㅇ공무원의 상급직, 공기업 상급직, 판․검사의 상급직 등 모든 부문
에서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
ㅇ재벌 계열기업에의 입사시험, 교사 임용고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기업 입사시험 등 보통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 번 합격하면 정년
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함.

―

노동공급기반인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모성은 보호하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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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보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ㅇ공공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
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상의 규제(수탁요금 등)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상의 규제 등을 완화․철폐하여 보육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임.
ㅇ유급출산휴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발생은 의료보험에서, 육아
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손실 발생은 고용보험에서 분담하는 방
식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함.
ㅇ근로기준상 여성 과보호규정 완화
ꋼ 유급 생리휴가 규정의 완화
ꋼ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금지규정 완화

―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성화를 위해 법‧규제를 현실화해야 함.
ㅇ파견근로의 경우 대상업무 및 기간은 파견근로의 3주체의 자율에
맡기게 함.
ㅇ계약직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으로 하되 유기계약으로 할 경우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
ㅇ시간제근로의 경우 단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함.
ㅇ재택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나 이의 확산을
대비해서 근로자의 개념 정립 및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올해 노동정책은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ㅇ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고용창출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며 실직
자 지원도 단순한 생계보조보다는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과 연계된
사업확대에 무게를 두어야 함.
ㅇ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발주 등 성장기반 확충사업 실시.
ㅇ민영화․규제완화로 신규사업 창출 기반 조성.
ㅇ수출금융 조기정상화를 통한 총력 수출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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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국인투자 전담기구 설치 및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기간산업
을 포함한 주요 공기업의 매각을 통한 외자 유치.

Ⅲ. 노동관계법 및 대처방안
1. 현실과 괴리된 노동관계법

―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1998년까지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과규제적 성격을 띈 법 조항은 그 규
제조항을 풀어 갔고 개별적 근로 관계의 과보호적 또는 경직적 성격
의 조항들 또한 다소간 풀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함.
ㅇ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에서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소위 ‘3금’조항인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제3자 개입금지, 및 복수노조금지 등이 풀려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됨.
ㅇ또한 개별적 노사관계부문에서도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결정적인 제
도인 이른바 ‘3제’라 일컫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및 파견근
로제가 도입되었음.

―

비록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노조의 자주적 단
결권이 확립되었으나 개별적 노사관련부문에서는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적 조항이 상당수 남아 있음

2. 대처방안

―

우리나라의 노동관련법들은 제정이래 여러차례의 제‧개정과정을 거쳐
오면서 집단적 노사관련법들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은 가능한한 제한하
는 한편 개별적 노동관련법들은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적 성격을 띄고
있었음
ㅇ그러나 87년 629이후 다시 법의 개정과정에서 노동 3권을 규제하던
집단적 노사관련법들의 상당부분이 개‧폐되었으나 개별적 노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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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보호되는 방향을
띄게 되었음.

―

이와같이 노동 3권을 보호하는 한편 개별 근로자를 과보호하는 법령
들은 그 취지가 어떻던 간에 기업의 노동력 운용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소지 마저 있음.
ㅇ뿐만아니라 이들 법들은 이미 취업한 즉 노동시장에서 기득권을 차
지한 자들의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노동시장에 진입코자하는 잠재
된 근로자에게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여 노동시장을 경직화 시킴.

―

따라서 본 고는 이미 앞서 언급한 법령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를 보호
하면서도 경영의 효율화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
을 제시키로 한다.

(1) 유급 여성생리휴가제도

―

문제점
ㅇ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에서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
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게되어 있음.
ㅇ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
등으로 생리중 근로활동이 여성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단계는 이미
넘어 섰으며, 더욱이 연령, 건강상태, 임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
업 입장에서는 동 제도로 인해 남성 채용시보다 4%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여성 채용을 꺼리게 됨.
ㅇ특히, 이 제도는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
기가 어려움.

―

대처방안
ㅇ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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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주도록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한하
여 월 1일 유급건강검진 휴가를 주는 “임신중 유급건강검진휴가제”
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함. 업무분석과 직무평가방법 개발 및 활
용을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2)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정

―

문제점
ㅇ여자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이상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8조).
ㅇ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
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근로기준법 제69조) 등 야간 근로와
시간외 근로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음.
ㅇ그러나 최근 노동력 부족과 기술혁신 등으로 직장환경과 노동형태
가 변하고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향상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는 남․녀간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
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기업의 여성인력 채용을 기피케 하며, 여성
스스로의 취업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대처방안
ㅇ기업의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저해하고 여성인력 고용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제
한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제6조 2 및 제14조
―

문제점
ㅇ사업주는 동일한 사업장내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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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으로는 직무수행
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동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
표하는 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음(동법 제14조)
ㅇ우리나라와 같이 연공서열중심의 임금체계하에서 그리고 근로기준
법의 여성에 대한 과보호조항을 둔 채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동일
가치 동일임금』규정(제 6조 2)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게 되므로 여성인력채용
을 기피하게할 소지가 있음.
―

대처방안
ㅇ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성 여부를 조사․분석하여 이
를 보완하고 최종 결정된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동일가치 동일임
금』(제 6조 2항) 규정의 실시를 보류해야 함.
ㅇ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동일임금』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해 기업규제에 앞서 직행되어야 함.
ㅇ현실과 유리된 채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고 여성인력 채용기피요인
이 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관 설치의무(동법 제14
조)를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제14조 1항에서 동법 제6조 2항을 빼야
함.

(4) 법정퇴직금 제도

―

문제점
ㅇ퇴직금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제도나 고용보험제도가 없던 당시 근로
자가 실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사회적 보장제도의 역할을 하여 왔음.
ㅇ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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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종

류

기업의 퇴직금성격의 노동비용(95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퇴직금

2.0(기업)
부담률(%)

2.0(근로자)

0.55%～1.0%

2.0%(퇴직금전입금

0.3%(근로자)

8.3%

에서 충당)
기준

표준보수 월액

임금총액대비

평균임금

주: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노사가 각각 0.3% 부담), 고용안정사업(0.2% 사업주
부담)과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부담 : 150인 미만 0.1%, 150인 이상 0.3%, 대기
업 0.5%, 훈련의무제 적용기업 0.05%)로 부과함.

ㅇ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기업은 월임금 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국민연금(93년～97년 2%,
98년이후 3%) 갹출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95년 7월부터는 기업규모
등에 따라 월 임금액의 0.55% 내지 1.0%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퇴색되고 있음.
ㅇ따라서 퇴직금제도(월 급여액의 8.3% 수준)를 개선 또는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는 기업에 중복부담이 됨.
―

대처방안
ㅇ노후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 (1988년)의 실시, 고용보험제 실시
(95년 7월)에 맞추어 기업의 중복부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 사정에 따라 노사 자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임의퇴직금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5) 최저임금제도

―

문제점
ㅇ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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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정하게 되어 있음
(법 제4조 1항).
ㅇ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임금 범위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
는 임금으로 (동법 제6조 4항), 그 밖에 상여금, 근속수당, 년월차
수당, 장려금, 야간근로수당, 교통비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통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산정범위에서 제외 됨.
ㅇ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범위가 광범위
하여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물론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
근수당, 특히 현물급여 등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고
있지 않아, 현물급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는 일본이나 상여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미국이나 유럽 등 이들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과소 평가되고 있음
ㅇ참고로 최저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현행
최저임금액의 130%에 달하고, 여기에 상여금도 포함시키면 150%가
됨.
ㅇ현재 의복, 완구, 신발, 섬유 등 저임금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가정
주부, 고령자 등에 최저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
의 고용이 억제될 수 있어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됨.

―

대처방안
ㅇ의복, 완구, 신발, 섬유 등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가정주부, 고령
자 등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정부분 감액하여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 함.
ㅇ최저임금율 결정․고시는 매년 1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함.
ꋼ 실제로 매년 1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
음.
ㅇ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과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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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현
실화 할 필요가 있음.
ㅇ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함.

(6) 유자격자 법정의무고용제
―

문제점
ㅇ한 협회가 조사한 국내 제조업체 4개사의 법정의무고용 실태 현황
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정의무고용인력은 A사의 경우 전
체 종업원수의 14% 정도에 달하며 유자격자의 경우만을 따져도 약
5.6%에 달할 정도로 높음
ㅇ특히 유자격자의 경우 각각의 법률에 입각한 법정의무고용인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해당분야별로는 자격자 수가 부족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유자격자의 의무고용을 상시종업원수, 에너지 및 전기사용
량, 사업장 규모 등 외형적 기준에 의거 유사분야에 강제함에 따라
동일기업내 유사직종의 의무고용인력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상태 임.

<표3-1> 국내업체의 법정의무고용 실태 사례
(단위 : 명,%)
구

분

A사

B사

C사

D사

종업원수(A)

234

184

340

260

의무고용인원수(B)

34

16

12

9

- 유자격자

(13)

(7)

(12)

(7)

- 국가유공자

(16)

(7)

-

(2)

- 장애인

(5)

(2)

-

-

8.7(3.8)

3.5(3.5)

3.5(2.7)

B/A

*

14.5(5.6)

자료: 한국무역협회,「법정의무고용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1995.
* : ( )안은 유자격자 비율

ㅇ유자격자의 법정의무고용인력은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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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로의 배치, 전환은 물론 중복업무 수행 등이 곤란하여 기업의
인력관리 및 활용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특히 유자격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취업대
상 기업을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
은 대기업이나 수도권지역 소재업체를 선호함으로 중소기업이나 지
방업체는 유자격자 확보가 곤란하여 관련자격증의 임차와 같은 편
법동원과 실무경험이 없는 자격시험 합격자를 형식적으로 고용하는
등 폐단을 낳고 있음.
―

대처방안
ㅇ유자격자의 법정의무고용을 유사 직군별로 통합하고 의무고용규정
을 보다 단순화하고 탄력화 해야 함.
ㅇ유자격자의 고용의무 부과 대신에 보다 전문화된 기관에서의 안전,
보건, 환경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 보건, 환
경 등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

문제점
ㅇ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대한법률(이하“국가유
공자예우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
활을 도모하기 위하여(동법 제 28조)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일반기
업체에 의무고용을 부과하고 있음(동법 제 30조).
ㅇ따라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를 ,
사립학교는 교육법 제 81조 규정에 의해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
의 10%를, 그리고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
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 - 8%를 고용하게 되어 있음.
ㅇ기업의 노동력 운용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 시행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은 기
업의 노동력 운용의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되며 이는 결국 기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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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되어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

―

대처방안
ㅇ현실적으로 기업이 의무고용인력을 100%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
로 의무고용비율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1-3%(현행 3-8%)
로 낮추어야 함.
ㅇ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함.

(8) 장애인 의무고용제

―

문제점
ㅇ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2%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
화(동법 시행령 제 33조1항 및 동시행령 제 34조)하여 장애인 고용
을 유도하고 있음.
ㅇ의무고용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
으로 부과함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이 부적합한 직종 (유통산업 등)
은 고용분담금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 임.

―

대처방안
ㅇ장애인 고용의무는 기업체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해야 함.
ꋼ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이 적합하지 않은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기
업 등은 제외시켜야 함.
ㅇ정부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의무고용비율 부과방식을 지양하고 장
애인적합 직종의 개발, 장애인 직업훈련 등 국가중심의 장애인고용
정책 추진과 함께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 유인수
단을 제공해야 함.

(9) 사내직업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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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ㅇ우리나라의 사내직업훈련은 기능인력의 공급을 위해 주로 양성훈련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훈련교사, 교재, 과정, 기간, 및 시설등 훈련
기준을 정부가 규정하여 기업주에게 사내직업훈련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음.
ㅇ뿐만아니라, 직업훈련기본법(제 28조)상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사업에 사용할 비용
이 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훈련비용에 미달일 때에는 그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음.
ㅇ고용보험제가 실시되면서 직업훈련 의무대상업체는 실업자 재취직
훈련 비용으로 0.05%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
게 하고 있음.
ㅇ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직자 훈련 등은 해당기업이 부담하고 담당하
는 것이 당연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양성훈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

<표 3-3> 연도별 사업내직업훈련의무 대상업체
(단위 : 개소, %)
연

도

훈련의무 대상업체

훈련실시업체

분담금 납부업체

1997

1,012(100.0)

673(66.5)

339(33.5)

1980

1,103(100.0)

669(60.9)

434(39.4)

1985

1,341(100.0)

519(16.9)

822(61.3)

1990

2,575(100.0)

505(19.6)

2,070(80.4)

1991

2,675(100.0)

507(19.0)

2,168(81.0)

1992

3,417(100.0)

551(16.1)

2,866(83.9)

1993

3,577(100.0)

686(19.2)

2,891(80.9)

1994

3,753(100.0)

843(22.5)

2,910(77.5)

1995

390(100.0)

139(35.6)

251(64.4)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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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기업에 필요치 않은 일반적인 양성훈련을 사업내 직업훈련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기업의 인재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 일례
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체가 늘고 있
다는 점은 직업훈련의무제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만 주는 제
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ㅇ대다수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직업훈련분담금제도(직업훈련기

본법 제 28조)는 기업에게 훈련을 왜곡시킬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훈련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거나 훈련기간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간보다 더 늘려 잡는
등 - 오히려 사회적 낭비를 조장 할 수도 있음.
ㅇ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훈련기준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경직적이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 기업이 훈련기
준을 준수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움.
ㅇ직업훈련기본법상 사업내 훈련과 고용보험법상 직업훈련제도의 병
존 하여 정부의 인력정책수립에도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으며, 기업
의 전략수립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음.

―

대처방안
ㅇ사업내 직업훈련의무 및 훈련분담금제도를 없애고 훈련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ꋼ 실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양성훈련은 훈련비용의 대부분을 훈
련생과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상훈련은 기업이
훈련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는 기업 경쟁력을 그리
고 근로자에게는 평생직업훈련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직업훈련기본
법을 폐지하고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 하는 것
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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