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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태국에서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는 동남아시아와
한국 등의 동북아, 러시아를 거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까지 확산
되고 있으며, 남미의 불안한 경제는 미국으로 전파되어 사실상 전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심각한 디플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시아 통화위기는 그 동안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해왔고 경제근본변수들이 건실하다고 신뢰되어 왔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발생이 매우 의외였으
며, 통화위기의 확산속도와 범위가 경제사상 이제까지의 여타 통
화위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아시아 통화위기가 과연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적 원인이 정
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아시아 통화위기가 대단히 광범위
한 국가들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으로서, 구체성이 결여된 피상적 일반론이나 과거의
이론에 기초한 부분적인 논의로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통화위기의 당
사자로서 한국의 통화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서는 전체를 간과한 부분적인 분석에 그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한 분

석을 기존모형의 적용이나 실증분석 결과를 아시아에 단순 적용하
기보다는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의 요인들을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서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긴장도를 높인 요인과 경제전체의 여러
부문 중 다른 부문에 비하여 취약한 부분을 형성하여 충격이 발생
하였을 때 가장 먼저 파열되어 위기발생의 촉매역할을 형성한 부
분 및 외부의 충격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외환위기와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에 대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시아 통화위기라는 전체
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촉박한 연구일정상 당초 의도했던 모습에서 많은 미흡한 점이
남지만 부족하나마 이 연구가 아시아 통화위기의 발생원인과 아울
러 한국의 통화위기 발생원인에 대하여 실체적인 원인규명에 보탬
이 되어 향후 통화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보고서 발간에 앞서 연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원
의 최두열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
한 자료의 제공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주태국대사관의 임성균
재경관, ADB의 김주현 재경관, 한국은행의 오정근 박사, 대유증권
국제부의 김동관 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노상욱 박사, 쌍용투
자증권 선물부의 양시영 부장, 미국 메릴린치증권 파생상품연구팀
의 신용재 부장, 한아름종합금융의 김구연 부장, 일은증권 홍콩지
점의 하주홍 부장, 한국기업평가의 채재혁 조사역과 방근석 조사
역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 분들께서는 외환위기에
휘말려든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가슴아파하면서 많은 조언과 자료

의 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아울러 자료의 정리와 외환위
기 연표를 비롯한 여러 도표의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본
원의 이흥원 연구조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적
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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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통화위기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기 말에 발생한 사
건 중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다른 사건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충격과 파급효과가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는 과거의 통화위기에 비하여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특
이한 양상을 보이며 발생하여 전개되었다.
첫째는 그 발생이 대단히 의외였던 점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그 이전에 개도국 중 통화위기가 발생했던 지역과는 달리 높은 저
축률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견실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통화위기
발생이 아시아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사
건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하기 불과 2, 3개
월 전만 하여도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하여 예측한 기관이 없었다
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둘째로는 통화위기에 있어서 전염현상으로 그 속도와 전염의 폭
에 있어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아
시아 통화위기는 당초 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어 태국
주변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제국을 전염시킨 뒤
북상하여 대만과 홍콩을 거쳐 한국 등 동북아시아를 외환위기에
휘말리게 하였다. 그 후 외환위기는 유럽으로 전염되어 러시아를
대외지급불능에 빠져들게 하였으며,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남미 제국으로 전염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외환위기는 러시아 채
권 등에 투자한 미국의 Long Term Capital Management 등 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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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막대한 손실을 통하여 그 영향이 세계경제의 마지막 버팀
목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는 외환위기에 휘말린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
적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이념 등 각 분야
에 걸쳐 많은 영향과 변화를 던지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외환위기를 당한 태국의 경우 그 피해액은 약 1,286억
달러 정도로서 태국의 1년치 GDP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으며,1)
그 외 국가들의 주식가격 하락분과 환율절하에 따른 차입자들의
부담 및 마이너스 성장에 의한 손실은 추산이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후진적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 온 이 지역에 있어서 많은 집권정치세
력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태국의 경우 외환위기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왈릿 용
차이윳 총리가 사임하고 추안 총리가 취임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
서는 30여년 집권하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외환위기에 따른 하야
압력에 굴복하여 하비비에게 권력을 이양하였다. 2)
1) 이는 태국의 재무부 차관 Pisit Leeahtam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Pisit의 계산은 주식
가격의 폭락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입자들의 추가부담을 포함시킨 것이다. Financial
Times, “Thai Finance Companies Nationalised,” 1998. 5. 19, p.8 참조.
2) 그 밖에 한국은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따라 건국 이래 처음으
로 정권이 수평적으로 교체되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통화위기에 따라 위상이 약
화된 마하티르 총리와 상대적으로 부각된 안와르 부총리와의 갈등이 표출되어 안와
르 부총리가 축출되면서 마하티르 총리에 대한 사임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필리핀에
서는 라모스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을 포기함에 따라 에스트라다가 선거에 의하
여 당선되었고, 일본의 경우 아시아 통화위기와 일본의 경제회복 지연에 따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참패에 따라 하시모토 총리가 사임하고 새로이 오부치 총리가 취임하
였다. 그 밖에 러시아에서는 경제파산에 대한 책임론으로 옐친 대통령에 대한 사임
압력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하원인 Duma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의 세력기반이 확
대되어 가고 있고 총리도 체르노미르딘으로부터 프리마코프로 교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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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외환위기가 고실업을 발생시키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태국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하여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계층은 건설업 계
통의 도시노동자와 여성근로자, 청소년근로자 등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3)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농촌보다는 도시의 건설, 교역,
식당, 금융부문에서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빈곤층 또한 확
대되고 있다.4)
아시아 통화위기로 발생한 이러한 정치․사회․경제적인 변동은
그 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관념에 대한 변화까지도 자연스럽
게 야기시키고 있다.
그 동안 20세기 후반 50년간을 이끌어 온 기본관념은 “자본과
실물의 이동에 있어서 국가간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세계경제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념에 의거하여 점
차 높은 수준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다. 5)
3) 태국의 경우 그 밖에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증가, 약물남용 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의약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원자재로 만들어지는 관계로 바
트화의 가치폭락은 의료품 수입비용의 증가와 직결되어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교육비용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Tambunlertchai, Somsak, “The
Social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in Thailand and Policy Responses,”
KDI/UNDP International Conference, Social Implication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1998. 7. 29-31 참조.
4) Azis, Iwan, “The Transition from Financial Crisis to Social Crisis,” KDI/UNDP
International Conference, Social Implication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1998.
7. 29-31 참조.
5) 1945년 이후 출범한 GATT 체제에서는 상품교역의 자유화, 1995년 1월 1일 출범
한 WTO 체제에서는 상품과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와 시장접근의 자유화, 현재 진
행 중인 WTO 금융협상에서는 자본이동의 자유화, OECD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MAI 협상에서는 자본이동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투자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
어 점차 높은 단계의 자유화를 지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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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시아 통화위기가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이처럼 자본과
실물이동에 있어서 장벽을 낮추고, 더 나아가 각국간의 통합과 무
한경쟁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복지를 증진시켜 줄 것인가 하는 근
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은 특히 자본이동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다.6)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세계화 관념에 대하여
근본 의문을 야기시키고 있는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의 실체적 원
인은 아직 불분명하며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해 줄 수 있는 프레임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 이전까지 통화위기 설명을 위한 모형으로
등장한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제1세대 모형과
제2세대 모형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형들은 각각 1982년의 남미
통화위기, 1992년의 ERM 통화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들로서
새로운 통화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모형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7)
통화위기에 관한 제1세대 모형은 재정적자를 통화증발로 조달하
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외환보유고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투기적 공격에 따라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6)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태국과 한국처럼 IMF와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충실
하게 이행하여 소위 Global Standard로 일컬어지는 미국식 금융 및 기업관행과 기
준에 맞추기 위한 변화를 강화하고 자본이동을 비롯한 경제의 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움직임으로서는 말레이시아가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하고, 홍콩이 주식시장에 개입하였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다시 통제경제로
회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방과는 반대방향에서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본이동의 통제, 주식시장에 대한 개입, 통제경제의 실시
등 개별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방만한 자본흐름을 저지하겠다는
관념으로서 개방과 반대되는 규제강화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들이다.
7) 제1세대 및 제2세대 통화위기 모형에 대해서는 김홍기(1998)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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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모형이다. 이는 Krugman(1997)에 의하여 주창되었고, Flood
and Garber(1984)에 의하여 정치화된 모형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고정환율제도 아래서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적
자를 확대하는 것은 투기적 공격을 유발시키며 이에 따라 고정환
율제도 유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
형은 1982년 남미의 통화위기 발생 후 남미 각국의 지나친 재정확
대와 재정의 과다차입을 동시에 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태생된
이론모형이다.
한편 제2세대 모형은 제1세대 모형과는 달리 정부의 역할을 기
계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부가 환율유지를 하는 데
드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손실이 적은 쪽으로 정책을 선택한
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8) 즉 제2세대 모형에서 정부는 고정환
율을 유지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장기적으로
정부 신뢰성의 유지라는 가치간에 비교를 하여 손실이 적은 쪽으
로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금번 아시아 통화위기는 이상의 제1세대 및 제2세대 통화위기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통화위기에 전염
된 아시아 국가들은 제1세대 모형에서 통화위기의 원인으로 설명
하고 있는 경제근본변수인 재정적자가 거의 없었으며 무책임한 신
용창출이나 통화의 급팽창과도 같은 현상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1992년 ERM 통화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처럼 금
8) 제2세대 모형은 1992년 ERM Crisis와 1994년의 멕시코 통화위기를 배경으로 대두
되었다. 1992년의 유럽 통화위기는 제1세대 모형에서 통화위기의 원인으로 강조하
고 있는 것처럼 방만한 재정이나 통화금융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었으며 또한 1994년의 멕시코 통화위기도 그 이전의 재정적자가 조금씩 줄어들어
서 1993년에 와서는 약간의 재정흑자까지 기록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역
시 제1세대 모형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제2세대 통화
위기 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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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완화정책을 위해서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했던 것과 같은 동기
들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의 실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
설이 있으나 대부분이 부분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의 중요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모형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의 논의를 크게 분류해 보면 아시아 국가 내부의 금융부문
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통화
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
이 있으며, 아시아 국가 경제 내부의 모순 때문이라는 구조적 위
기설, 유동성 위기에 불과하다는 유동성 위기설 등의 시각으로 대
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대부분 아시아 통화위기의
부분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9)
또한 한국의 통화위기에 대해서도 날벼락설,10) 누적된 한국 경
제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설11) 등이 있으나 아시
아 통화위기라는 전체적 흐름 속에서 분석한 연구는 별로 눈에 띄
지 않는다.
기존의 통화위기에 대한 모형이 아시아 통화위기를 분석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새로운 분석의 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의
통화위기에 대해서도 아시아 통화위기라는 전체적인 맥락 아래서
새로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기존의 모형이나 실증분석 결과를 아시아에 단순 적용
하거나 외환위기의 단편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시아 통화
위기의 과정과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9)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0) 이영섭․이종욱(1998) 참조.
11) 정운찬(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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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을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통화위기를 아시아 통
화위기라는 전체적인 맥락 아래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아시아 및 한국의 통화위기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프레
임은 사슬을 잡아당겼을 때 가장 약한 고리의 부분에서 끊어지는
것으로부터 사슬이 끊어지는 요인들을 ‘전체에 대한 긴장도’를 높
인 요인, ‘가장 약한 고리부분’을 형성한 요인, ‘충격’을 준 요인 등
으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아시아 통화위기도 거시경
제의 불균형 심화로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긴장도를 높인 요인, 경
제에 있어서 다른 부문에 비하여 취약한 부분을 형성하여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파열되어 위기 발생의 촉매부분을 형성
한 요인, 그리고 외부의 충격요인 등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통화위기는 실물부문
에 있어서는 아시아 지역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되어 온 아시아 국
가간의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수직적 국제분업체제가 흐트러지게
되었고, 금융 및 자본부문에서는 자본자유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
본시장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를 유
지한 가운데 급속한 자본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유입된 자본이
아시아 국가들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제전체에 대한 긴
장도를 높였다.
또한 미숙한 자본 및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취약한 금융감독에
따라 비대화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위험부담적인 경영으로 부실
화되어 위기 발생에 취약한 부문을 형성하였으며, 한편 헤지펀드
등에 의한 공격이 외부적 충격요인을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간 분업질서의 혼선과 아시
아 지역 국가들의 자본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균형 심화로
경제전체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충격요인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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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실화된 비은행 금융기관 등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부터 우선
국제자본이 회수되면서 통화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한국 통화위기의 경우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공통된 실물부문과
자본이동 부문에 있어서의 요인 외에 추가하여 UR 협상과 OECD
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실물과 자본부문에서의 개방이
그러한 변화를 수용해 낼 수 있는 제도변화와 인프라가 갖추어지
지 못한 가운데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환율절상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거시경제 전체에 대
한 긴장도’를 높였다.
또한 그 동안 당국의 비대칭적인 금융규제에 따라 급속도로 비
대화된 종금사 등의 위험을 무시한 방만한 영업이 방치되어 오다
가 위험이 현실화되는 데 따라서 종금사 등이 급속히 부실화하여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부분인 ‘취약부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홍콩 증시폭락 등 아시아 통화위기로 인한 외
부적 충격이 가해지자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한 종금사 등의 취약
부문에서부터 자본이 회수되면서 통화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
였다.
이처럼 한국 통화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분업질서
의 혼선과 자본자유화에 따라 거시경제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자
본 및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형성된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이 경제의 취약점을 형성하는 가운데 투기적 공격과 아시아 통화
위기 등 외부의 충격에 따라 가장 취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균열
로부터 통화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서로가 많은 공통점을 가
지고 있으며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 통화위기 발생 전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
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분석한 후 제3장에서 아시아 통화위기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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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원인
에 대한 기존견해들을 소개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
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제6장에서는 외
환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다음 마지막 제7장에서는 간략한 결
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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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시아 각국의 거시경제지표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현실경제에서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거시
경제지표의 움직임에서 찾아내어 이로써 일반적 요인을 추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다. 지금과 같이 자본이동이 실물부문
에 비하여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외환위기는 1980년
대 남미의 통화위기처럼 재정적자의 확대나 통화량의 급증 등 비
교적 단순한 거시지표의 움직임들로부터 감지해 내기에는 지나치
게 복잡한 형태로 변질된 것으로 보여진다.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성장률, 재정적자,
통화량 등 양적인 거시지표보다는 자본이동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국민경제 내의 질적인 지표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부실
채권의 비율, 외환시장의 발달 유무, 채권시장의 발달 유무, 민간
대외채무의 헤지정도, 투자의 효율성 등 경제의 미시적이고 질적
인 지표가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니와 적
절한 대리변수를 찾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외환
위기의 원인을 양적인 거시경제지표만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상정하고 거시지표들을 분
12) 이와 관련하여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에 53개국을 대상으로 금융자유화와 은행
위기Banking Crisis간의 관계를 연구한 Demirgüç-Kunt and Detragiache(1998)에 의
하면 금융자유화는 은행위기가 발생할 확률을 높이지만 법치주의의 실행정도, 부
채정도, 계약에 대한 성실이행 정도 등 제도적 환경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은행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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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한다.

1. 경제성장, 물가, 재정
경제성장과 물가 및 재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1990년대에 아시아
각국의 경제에 있어서 거시경제의 불균형에 따른 긴장도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1990년대 아시아 각국의 실질GDP 성장률을 <표 2-1>에
서 보면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은 대부분 연평균 7% 내지
8%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은 8% 내지 9%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홍콩과 필리
핀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에 있어서는 1996년에 와서 전년도에 비
하여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3>은 아시아 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1990년대에 있어서 싱가포르, 대만 등은 연평균 소비
자물가 상승률 5% 이내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다음 순위로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은 5%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물가상
승률이 높은 국가로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이 10% 가깝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은 1994년에 24%의 높은 물가상승을 겪은
이후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이 일시적
으로 10% 이상의 물가상승을 보인 적은 있으나 그 외에 10% 이
상의 물가상승을 보이는 국가는 없다. 이것은 1994년 외환위기 발
생 전의 멕시코의 물가상승 추이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제도가
대부분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는 고정환율제도라는 점이다. 고정환
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물가상승은 자국 실질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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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상을 통해서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물가
상승이 장기에 걸쳐 누적되는 경우 고정환율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 1990년대에 있어서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연평
균 5% 이상의 물가상승이 계속 누적되었다.
이러한 홍콩 물가상승의 누적은 외부투자가들로 하여금 홍콩 달
러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되고 이것이 외부의 투기
적 공격을 유발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고정환율제
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완만한 물가상
승이라도 이것이 누적되는 경우 대외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정환율제도의 장기간 유지를 통한 가
격경쟁력의 약화문제에 대해서는 제5장 4절에서 실질실효환율의
추이를 통하여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재정수지를 보게 되면 외환위기 전의
남미 제국과는 달리 재정이 대단히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의 비율을 <표 2-4>에서 보면
1996년의 경우 중국이 -0.81%로서 1% 미만의 재정적자를 실현하
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태국 2.32%, 인도네시아 1.17%, 말레이
시아 0.77%, 한국 0.11%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정흑자를 기록
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각국의 재정흑자 추이를 보게 되면 이러한 재정
흑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현되어 온 현상임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1990년대 전체를 통하여 재정흑
자를 기록하고 있다. 13)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경우도 1990년대
13) 인도네시아 재정정책의 원칙은 균형재정원칙이다. 균형재정원칙은 수하르토 정권
의 출발 초기부터 지켜져 온 원칙으로 이는 수하르토 정권 출범 이전인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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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한 적은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에는 모두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아시아 각국에 있어 거시경제지표상에서 거시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경
상수지와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추이이다.
경상수지는 그 절대적 규모와 그 확대 여부가 대외 채권자들에
게 있어서 한 국가의 현재에 대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
여지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지표이다. 한 국가경제에 있어서 경상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까지 지탱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일반적인 동의를 받
고 있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IMF는 통상 5% 이상의 경상수지 적
자는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상수지의 적자 누적으로 인
한 대외채무를 미래의 무역수지 흑자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대외 채권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외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신규차입으로 지급하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다.
금번 아시아 통화위기에 있어서 태국 등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
자의 확대는 대외 불균형으로 인하여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후반 수카르노 정권 시절에 막대한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겪으면서 수하르토 정권의 출범시부터 강조되어 온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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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요인들로서 대외 채권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펀더멘탈
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 주된 요인의 하나이다. <표 2-5>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1996년 말 현재 5% 내외
인 국가들은 태국(-8.1%), 말레이시아(-5.77%), 한국(-4.75%), 필
리핀(-4.52%) 등이다. 반면 싱가포르(15.18%)와 대만(3.81%) 및 중
국(0.89%)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
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많은 경우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경상수지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5>에서 (경상수지/GDP)비율을 보면 태국은 -5.07%에서 -8.10%
로, 인도네시아는 -1.33%에서 -3.62%로, 말레이시아는 -4.72%에서
-5.77%로, 한국은 0.31%에서 -4.75%로 악화되는 등 많은 국가에
서 유사하게 1993년도부터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 반면 싱가포르와 중국 및 대만은 각각 7.21%에서 15.18%로,
-1.93%에서 0.89%로, 3.02%에서 3.81%로 증가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이 1993년을 기점으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양분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1993년부터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경상수
지 악화의 내용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무역수지 악화에
서 발생하고 있다. <표 2-6>에서 아시아 각국의 (무역수지/GDP)
추이를 보면 경상수지에서 나타난 추세와 유사하게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즉 태국은 -3.43%에서
-5.23%로, 인도네시아는 5.21% 흑자에서 2.32% 흑자로 흑자폭이
감소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4.79% 흑자에서 -0.11% 적자로, 홍콩
은 -3.17%에서 -12.42%로, 필리핀은 -11.44%에서 -13.58%로, 한
국은 0.56% 흑자에서 -3.09% 적자로 전환되었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 추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1.77%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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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40% 흑자로, 대만은 3.61%에서 4.94%로, 싱가포르는 -4.67%
에서 2.43% 등으로 (무역수지/GDP)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3년 이래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현상
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제5장 3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투 자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분석에 있어서 투자지표에 대해서는 투자
의 총량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질적인 요소에 대해 함께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투자가 어디에 동원되었는가 하는 것은 투자규모만큼이나 중요
한 요인이다. 만일 투자가 비교역재 부문에 배분되었다면 장차 수
출을 통하여 외채상환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투자가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배분되었다면 투자의 부실화가 기업
의 부실을 가져오고, 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금번 아시아 통화위기에 있어서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많은 투
자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의 효율성
을 나타내 주는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 2-7>에서 투자의 절대규모를 보면 1990년대 아시아 각국의
투자율과 저축률은 모두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아시
아 각국을 멕시코와 비교하여 보면 멕시코가 20% 내외의 낮은 투
자율과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은 30% 이상, 특히 싱가포르와 중국은 40% 이상의 높은 투자
율과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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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투자율과 <표 2-9> 저축률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과
태국 및 필리핀의 투자율은 대부분 저축률을 초과하고 있으나 인
도네시아는 대부분 저축률이 투자율을 능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는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외환위기 발생
전후에 투자가 저축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투자율에 비하여 투자의 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아시아 제국에 있어서 투자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 투자의 상당부분이 건축 및 부동산 등 비교역재 부문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4. 외환보유고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IMF 등에서는 통상 연간 수입액과 무
역외지급액 및 이전지급 지급액을 합산한 연간 경상지급액의 25%
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지표로는 <표 2-11>처
럼 외환보유고를 평균 1개월치 수입액으로 나눈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고가 몇 개월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가를 나
타내는 지표로서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를 보게 되면 1996년의 경
우 중국이 9.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싱가포르 7.02, 태국 6.16,
인도네시아 5.10, 말레이시아 4.13의 순이다. 필리핀과 한국은 3.53
과 2.72로서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사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의 경우에도 경상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보면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취약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 외환보유고를 소진시키는 것
은 통상적인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상지급액이 아니라 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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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어 경제 외부로 외화를 유출시켜 버리는 유동성이 높은 금
융자산들이라는 면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Calvo(1995)는 통상적
지표인 (외환보유고/1개월 평균수입액) 대신에 (M1/외환보유고)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고, Sachs, Tornell and Velasco(1996)는 (M2/
외환보유고)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지표 (M1/외환보유고)와 (M2/외환보유고)는 그
값이 높을수록 외환위기에 취약한 것을 나타내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유용도는 외환시장 개방정도, 즉 자본의 유입과 유
출이 자유로운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M2/외환보유고)
지표는 국가간에 은행조직Banking System의 발달 여부에 따라 생기
는 신용창조 능력에 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표 2-13>에서 (M2/외환보유고) 지표를 보게 되면
1996년도에 있어서 중국(8.55)과 인도네시아(6.65)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필리핀(4.5), 태국(3.89), 말레이시아(3.66) 등의 순
서를 보이고 있다. 한국(2.86)은 싱가포르(1.46)와 함께 낮게 나타
나고 있다. <표 2-12>의 (M1/외환보유고) 지표를 보더라도 유사
한 순서의 배열이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이들 지표값이 가장 높
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로 인한 자본유출이 없었던 것
은 이들 지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5. 외 채
아시아 통화위기에 있어서 거시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한 거시경
제 전체의 긴장도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
는 단기외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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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분이라고 볼 수 있다. 외채는 경상
수지와 마찬가지로 그 절대액수보다는 지속성 가능 여부에 대한
외부의 판단이 중요하며 외채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지표로
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외채의 절대적인 규모를 나타내 주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외채/GDP)가 있다. 그 밖에 외채의 장단기 구
성비중, 외화수입액 중 채무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등의 지표가
있다.
<표 2-14>에서 1996년 말 현재 GDP 대비 총외채의 절대비율
을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57.14%로 가장 높고, 태국 50.06%, 필
리핀 49.34%, 말레이시아 40.07%의 순서이며, 한국은 21.6%, 중국
은 15.08%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외채의 절대비중 추이(외채/GDP)를 보면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는 대단히 완만한 증가 또
는 정지상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는
다. 한국과 태국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총외채 비중이 한국의
경우는 13.18%에서 21.60%로, 태국의 경우는 41.99%에서 50.06%
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경상수지 적자의 급
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채의 구성에 있어서 장기외채와 단기외채의 구성비중은 외환
위기 원인분석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표이다. 단기외채
의 비중이 높은 데 따른 신뢰도 하락은 단기외채에 대한 상환연장
Roll Over이

불가능해지면 즉각 외화유동성 부족에 의한 외환위기
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외채에 대한 상환연장이 되지 않음에 따라 외환위기가 발생
한 대표적인 사례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때 멕시코 정부가 발
행한 달러화 표시 단기국채 Tesebonos와 금번 아시아 통화위기에
있어 한국의 종합금융사들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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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들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달러화 표시 단기국채 Tesebonos
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Tesebonos의 재발행을
추진하였으나 멕시코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어 발행물
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자 외환위기로 접어들게 되
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종금사 차입 단기외화
채무가 신인도 하락에 따라 만기연장이 되지 않았던 것이 외환위
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총외채에 대한 단기외채의 비중을 <표 2-15>에서 보게 되면 단
기외채의 절대비중이 높은 국가들로서는 1996년 말 현재 한국
(58.25%)과 태국(41.4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으로 인도네시아(24.98%)와 말레이시아(27.83%)의 순이며, 단기외
채의 비중이 낮은 국가들로서는 필리핀(19.34%), 중국(19.72%) 등
이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표 2-15>의 단기외채의 구성비중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단기외채의 비
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채의 단기화 현상은 GDP
대비 총외채의 비중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이다.
이는 1990년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화채무의 단
기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아
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상수지의 악화 때문으로 보
인다. 즉 경상수지의 악화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차입으
로 보전하였기 때문에 외화채무의 단기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채무상환비율(DSR)을 <표 2-16>에서 보게 되면 인도네
시아가 30% 이상으로 가장 높아 멕시코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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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필리핀과 태국이 1996년 현재 10%대인 것을 볼 수 있다.

6.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여신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추후에 언급하듯이 자본유입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긴장도의 증가를 나타내 주는 징후의 하나는 민간부문
에 대한 은행여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외환위기 발생의 사전경보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수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여신Bank Credit to the Private
Sector이다.

은행여신이 급격한 증대현상Credit Boom을 보이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경로에 의한다. 하나는 금융자유화 등으로 인하여 은행들
의 대출기회가 넓어지고, 은행들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대출심사가 느슨하게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다른 하
나의 경로는 자본자유화로 인하여 자본유입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
게 된다.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여신의 급격한 증대는 증대된 여신이 부동
산과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산가격에 거품을 형성시키고, 거
품이 붕괴되는 경우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온
다는 데 문제가 있다. Calvo and Mendoza(1996)는 개도국에 있어
서 자본유입이 급격한 금융자유화와 결합되는 경우 금융구조가 취
약한 상태에서 여신붐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고정환율제도와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등과 결합될 때에는 외환위
기 발생에 취약해진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14) Sachs,
14) Calvo and Mendoza(1996)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Surging capital inflows,
combined with radical financial liberalization, induce a lending boom in a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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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nell and Velasco(1996)는 은행여신의 급격한 증대현상을 겪었
던 국가들이 외환위기의 전염에 있어서 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보
인 바 있다.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여신의 증가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서 Sachs, Tornell and Velasco(1996)는 (민간부문에 대한 일반은
행의 여신/GDP의 변화율)을 여신붐지표Bank Lending Boom Measure
로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2-24>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1990년도부터 1996년까지의 여신붐지표에 의하면 필리핀(152%),
태국(58.5%), 말레이시아(31.25%) 등에 있어서 민간부문에 대한 은
행여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 다음으로 한국
(17.4%), 싱가포르(16.7%)와 그 밖에 중국(9.67%)과 인도네시아
(9.64%) 등이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7. 대외개방도
이 연구에서 실물부문에 있어서의 대외개방도는

(수출 + 수입 ) / GDP
2

로 측정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실물부문의 대외개방도가 높을
수록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25>에
서 실물부문의 대외개방도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20% 수준으
로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한국과 필리핀이 30% 내지
40% 수준이며, 말레이시아가 90% 수준으로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
prone to financial fragility. Fragility results from the perverse incentives given
to credit markets by the currency peg and explicit or implicit commitment by
the central bank to act as lender of last resort. In an extreme case, with
short-term bonds financing long-term loans, one can show… that the size of
the speculative attack increases with the size of the expected banking-system
bailou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96, p.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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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해서는 실물부문의 대외개방도보다는 자
본시장의 개방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
도에 대해서는 주식․채권․외환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지표가 개
발되어 있지 않다. 개별 시장별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식시
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채권종류별 외국
인투자 허용 여부,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화차입이나 외화증권
발행자유화 여부가 자본시장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표 2-1> 실질GDP 성장률(1990=100)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국

9.51

9.13

5.06

5.75

8.58

8.94

7.13

5.50

인도네시아

7.24

6.95

6.46

6.50

7.70

8.21

7.82

말레이시아

9.74

8.42

7.80

8.35

9.24

9.46

8.20

8.00

필 리 핀

2.97 -0.51

0.34

2.12

4.39

4.76

5.48

5.27

싱가포르

8.97

7.34

6.22

10.44

10.05

8.75

6.90

7.80

11.63

8.41

7.77

8.27

8.78

8.65

6.06

-0.43

4.97

6.21

6.15

5.51

4.40

5.03

5.16

9.19

14.24

13.49

12.66

10.55

8.40

7.60

6.80

6.30

6.50

6.00

5.70

6.70

4.22

3.63

1.95

4.46 -6.19

5.09

7.00

한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3.83

5.07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アジア經濟硏究所,『アジア動向年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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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명목GDP 성장률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6.55

1992
11.43
14.26
14.07
8.30
7.54
12.45
16.44
23.22

1993
11.13
26.89
10.32
9.09
16.37
12.10
15.15
30.02

1994
14.53
15.90
13.68
14.81
14.82
13.50
12.71
34.61

1995
15.04
18.91
18.01
12.61
11.46
13.70
6.53
24.96

(단위 : %)
1996 1997
10.80 7.95
17.19
14.17 0.57
14.88 11.98
9.95
12.19 4.98
10.68 11.33
16.35

26.20

17.99

21.40

13.31

29.36

38.17

1990
20.36
16.99
12.91
16.40
14.38
17.99

1991
20.16
16.29
11.85
15.86
10.96
14.99

9.69
35.56

25.08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アジア經濟硏究所,『アジア動向年報』, 1998.

<표 2-3> 소비자물가 상승률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8.58
7.82
2.67
14.16
3.41
5.93

26.58

1991
9.30
9.41
4.40
18.70
3.40
5.70
11.60
3.40
3.60
22.70

1992
6.24
7.53
4.69
8.93
2.32
4.07
9.32
6.40
4.50
15.48

1993
4.76
9.69
3.57
7.58
2.27
3.36
8.52
14.70
2.90
9.74

1994
6.21
8.52
3.71
9.06
3.05
5.19
8.16
24.10
4.10
6.95

1995
4.50
9.43
5.28
8.11
1.79
5.69
8.59
17.10
3.70
35.00

(단위 : %)
1996 1997
4.92 4.44
7.92 11.05
3.56 2.60
8.41 5.10
1.32 2.00
5.85 5.90
5.98 5.76
8.30 2.80
3.10 0.90
34.39 20.60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アジア經濟硏究所,『アジア動向年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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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정부재정수지(GDP 대비 %)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0.67
0.41
-4.76
-3.45
10.60
4.53

1991
-1.62
0.43
-4.35
-2.11
8.57
4.70

1992
-0.49
-0.42
-4.22
-1.18
12.56
2.83

-0.75 -0.94 -0.89
-27.97 -2.27

15.42

1993
0.64
0.61
0.22
-1.48
15.53
2.09

1994
0.32
0.94
2.38
1.07
16.02
1.87

1995
0.29
2.23
0.89
0.53
14.35
3.00

(단위 : %)
1996 1997
0.11
0.25
1.17
0.77
0.30
2.32

-0.58 -1.23 -1.00 -0.81
3.31 -6.97 -5.74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표 2-5> 경상수지 적자(GDP 대비 %), BOP Definition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0.69
-2.82
-2.03
-6.08
8.27
-8.50

1991
-2.82
-3.65
-8.88
-2.28
11.20
-7.67

3.09

3.27

1992
-1.28
-2.17
-3.74
-1.89
11.29
-5.65

1.33
4.01
-3.02 -5.12 -7.31

1993
0.31
-1.33
-4.72
-5.55
7.21
-5.07

1994
-1.01
-1.58
-6.40
-4.60
15.93
-5.64

1995
-1.81
-3.49
-8.43
-4.45
17.73
-8.24

-1.93 1.28 0.23
3.02 2.48 1.85
-5.80 -6.98 -0.23

(단위 : %)
1996 1997
-4.75 -1.85
-3.62
-5.77 -7.65
-4.52 -3.80
15.18
-8.10
0.89
3.81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アジア經濟硏究所,『アジア動向年報』
, 1998.
38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표 2-6> 무역수지 적자(GDP 대비 %), BOP Definition
1990

1991

1992

1993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0.79 -2.37
5.04 4.12
5.90 0.83

-0.70
5.48
5.43

0.56
5.21
4.79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9.07 -7.07
-4.36 -0.25
-7.88 -6.07

-8.86 -11.44 -12.25 -12.06 -13.58 -9.92
-3.67 -4.67
1.91 1.91 2.43
-3.73 -3.43 -2.60 -4.84 -5.23

홍
중
대

콩
국
만

멕 시 코

1994

1995

(단위 : %)
1996 1997

-0.83 -1.04 -3.09 -0.88
4.47 3.23 2.32
2.23 -0.11

2.15

1.07
4.46

-3.17
-1.77
3.61

-8.49 -14.47 -12.42 -15.49
1.35 2.59 2.40
3.20 3.11 4.94

-0.36 -2.51

-4.77

-3.34

-4.38

2.36

2.47

2.00

0.20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アジア經濟硏究所,『アジア動向年報』
, 1998.

<표 2-7> 투자율(GDP 대비 %)
한
국
인도네시아

1990
36.93
36.15

1991
38.90
35.50

1992
36.58
35.87

1993
35.08
29.48

1994
36.05
31.67

1995
37.04
32.38

1996
38.22
32.66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31.34
24.16
35.87
41.07

35.89
20.22
34.18
42.21

33.45
21.34
35.94
39.90

34.99
23.98
37.68
40.91

38.51
24.06
32.70
41.65

43.50
22.22
32.60
43.58

41.55
24.88
35.07
41.73

34.99

27.20
34.77

28.50
36.17

27.54
43.30

31.85
39.30

34.91
39.11

32.38

34.44

23.44

24.43

21.00

21.91

19.74

20.92

홍
중
대

콩
국
만

멕 시 코

22.84

1997
34.97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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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직접투자비율(총고정자본형성 대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

0.84

1.04

0.65

0.49

0.59

1.06

1.30

인도네시아

2.85

3.58

3.87

4.30

3.76

6.68

10.79

말레이시아

16.83

23.81

26.04

22.47

16.11

10.99

필 리 핀

5.17

5.98

2.06

9.58

10.50

8.98

싱가포르

46.83

33.65

12.45

22.97

35.09

29.20

27.49

7.09

4.93

4.82

3.66

2.43

3.13

3.13

3.91

7.40

12.21

17.56

14.97

8.50

6.42

5.86

13.47

20.61

한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5.61

1997

13.22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표 2-9> 저축률(GDP 대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한
국
인도네시아

36.18
34.78

36.40
36.77

35.17
38.38

35.44
35.32

35.69
35.30

36.79
35.25

35.20
33.99

34.20

말레이시아

33.32

31.92

37.32

36.36

39.81

39.49

41.19

필 리 핀

18.69

16.64

14.93

13.76

14.85

14.55

15.74

싱가포르

45.47

46.40

46.54

46.99

49.85

51.00

50.47

태

국

34.54

36.28

35.78

35.51

35.20

36.82

36.40

홍

콩

33.77

33.84

34.63

33.09

31.24

31.08

중
대

국
만

38.73

39.19

40.12
27.00

41.73
27.02

41.92
25.76

41.11
25.56

40.78
25.07

멕 시 코

20.30

18.70

16.60

15.20

14.60

19.10

20.30

19.40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Mexico는 Bank of Mexico, The Mexican Economy 1997, Tab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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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외환보유고
1990

1991

1992

1993

1994

(단위 : 십억 달러)
1995 1996 1997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4.79
7.46
9.75

13.70 17.12
9.26 10.45
10.89 17.23

20.23
11.26
27.25

25.64
12.13
25.42

32.68
13.71
23.77

34.04
18.25
27.01

20.37
16.59
21.10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0.92
27.75
13.31

3.25 4.40
34.13 39.89
17.52 20.36

4.68
48.36
24.47

6.02
58.18
29.33

6.37
68.70
35.98

10.03
76.85
37.73

7.27
71.29
26.18

홍
중
대

콩
국
만

24.57
29.59

28.81 35.71
43.67 20.62

42.99
22.39

49.25
52.91

55.40 63.81 92.80
75.38 107.04 142.76

멕 시 코

9.86

17.73 18.94

25.11

6.28

16.85

19.43

28.80

주 : 각 연말 값임.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표 2-11> 외환보유고(1개월분의 수입대금 표시)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2.54
4.10
4.00

1991
2.02
4.29
3.56

1992
2.51
4.60
5.18

1993
2.90
4.77
7.16

1994
3.01
4.55
5.12

1995
2.90
4.05
3.67

1996
2.72
5.10
4.13

0.85
5.47
4.78

3.05
6.18
5.59

3.42
6.63
6.00

2.99
6.81
6.40

3.20
6.80
6.46

2.70
6.62
6.10

3.53
7.02
6.16

6.66

8.22

3.07

2.61

5.49

7.01

9.24

5.58

13.68
4.64

13.01
6.01

12.97
1.24

4.31

3.81

3.95

1997
1.75

12.05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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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M1/외환보유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국

1.52

2.16

1.84

1.79

1.58

1.54

1.44

1.75

인도네시아

1.73

1.48

1.36

1.44

1.58

1.53

1.21

말레이시아

0.96

0.93

0.81

0.69

0.84

1.07

1.16

필 리 핀

4.14

1.21

1.05

1.13

1.01

1.19

0.89

싱가포르

0.55

0.48

0.46

0.47

0.40

0.37

0.35

태

국

0.57

0.50

0.48

0.48

0.47

0.43

0.44

홍

콩

중

국

4.95

3.87

10.30

12.99

4.72

4.07

3.45

3.24

대

만
1.71

1.99

2.08

1.84

6.86

1.39

1.40

1.18

한

멕 시 코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표 2-13> M2/외환보유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국

6.56

8.33

7.30

6.91

6.47

6.11

2.86

10.16

인도네시아

6.25

5.57

5.76

6.24

6.72

7.30

6.65

말레이시아

2.91

2.99

2.64

2.09

2.48

3.33

3.66

필 리 핀

16.33

4.82

4.35

4.90

4.86

5.86

4.50

싱가포르

2.23

2.04

1.90

1.70

1.62

1.48

1.46

태

국

4.49

4.10

4.10

4.05

3.84

3.69

3.89

홍

콩

중

국

10.38

8.00

21.39

26.93

10.29

9.65

8.55

7.76

대

만
5.95

4.60

5.16

4.43

19.90

5.20

4.84

3.98

한

멕 시 코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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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외채(GDP 대비 %)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12.50
65.89
35.79

1991
13.30
68.21
36.25

1992
13.91
68.74
34.51

1993
13.18
56.44
41.28

1994
14.93
60.95
41.48

1995
17.19
61.83
39.31

1996
21.60
57.14
40.07

69.01

71.45

62.29

66.09

62.42

53.21

49.34

32.80

38.18

37.48

41.99

45.71

50.55

50.06

14.26

14.84

15.00

14.30

18.57

16.93

15.80

42.27

39.26

33.58

32.63

33.20

57.91

46.93

1997
27.30

38.20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행,『국제수지』
, 각호.

<표 2-15> 단기외채비율(총외채 대비 %)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45.24
15.92
12.43
14.48

1991
44.04
18.00
12.14
15.24

1992
43.23
20.52
18.18
15.93

1993
43.69
20.17
26.58
14.01

1994
53.46
18.05
21.13
14.29

1995
57.75
19.32
21.19
13.38

1996
58.25
24.98
27.83
19.34

29.63

33.13

35.22

42.97

44.53

49.41

41.41

16.85

17.89

19.01

17.80

17.40

18.91

19.72

15.40

19.16

21.85

27.56

28.09

22.46

19.14

1997
42.41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행,『국제수지』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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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Debt Service Ratio(as a ratio of exports)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33.37
12.55
27.01

34.30
7.39
22.97

32.58
9.07
24.39

33.59
8.41
25.57

30.67
9.05
18.92

30.90
7.01
16.03

36.83
8.16
13.68

16.93

13.00

13.76

13.71

13.53

11.62

11.48

8.29

2.60

12.84

11.96

5.75

7.70

4.65

20.74

23.56

33.94

35.92

28.12

27.80

35.42

1997

주 : Debt Service Ratio=(장단기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장기채무상환액)/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액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행,『국제수지』
, 각호.

<표 2-17> 단기외채/외환보유고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2 1993 1994 1995
108.12 94.74 118.53 138.63
172.81 159.70 160.36 189.42
21.12 25.51 24.34 30.60
119.37 107.68 95.00 82.85

(단위 : %)
1996 1997
179.17 243.20
176.59
40.98
79.45

1990
96.95
149.28
19.54
479.11

1991
125.81
154.62
19.05
152.31

62.55

71.31

72.34

92.49

99.48 114.21

99.69

31.49

24.68

66.76

68.33

33.04

23.74

29.62

163.05 123.30 129.53 144.39 626.36 221.40 154.73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행,『국제수지』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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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Debt Service plus Short-Term Debt
(% of Foreign Reserves)
1990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82.92 278.75 292.03 284.79 277.95 309.18 294.17
63.96 45.87 45.55 42.37 48.73 55.92 69.33
867.64 256.99 217.06 212.60 171.98 166.60 137.06
102.35
48.45

99.34 101.34 120.28 126.54 138.13 122.62
28.84 119.48 117.12

46.65

45.22

31.58

277.79 199.72 239.40 240.84 975.88 381.00 364.61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행,『국제수지』
, 각호.

<표 2-19>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여신 성장률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26.18
66.33
21.16
29.21
14.44
34.74

1991
19.94
17.82
20.58
7.30
12.41
20.44

1992
11.48
7.95
10.79
24.66
9.77
20.52

1993
13.28
30.53
10.80
40.74
15.15
24.03

1994
19.51
22.97
16.04
26.52
15.25
30.26

1995
15.56
22.57
30.65
45.40
20.26
23.76

(단위 : %)
1996 1997
19.84 21.46
21.45
25.77
48.72 28.79
15.82 12.68
14.63

22.90

19.76

20.84

43.52

24.58

24.10

24.82

73.53

61.46

47.75

24.32

40.45 -4.79 -17.68

1.25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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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민간부문에 대한 여신(GDP 대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

52.63

52.81

53.34

54.21

56.84

57.04

61.78 69.79

인도네시아

50.55

50.74

47.91

48.90

51.88

53.73

55.81

말레이시아

71.36

96.93

74.99

75.83

76.92

85.06

93.66

필 리 핀

19.27

17.84

20.65

26.41

29.09

37.52

48.58 55.87

싱가포르

82.21

83.29

85.01

84.12

84.44

91.10

95.97

태

국

64.30

67.35

72.18

79.87

91.66

99.77 101.94

홍

콩

중

국

85.52

87.87

86.17

95.12

88.03

87.42

93.78

대

만
20.40

26.11

32.68

33.47

41.44

30.50

18.17 14.71

한

멕 시 코

1997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표 2-21> 부동산, 건축 및 모기지에 대한 여신증가율
1990

1991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3.0

16.9

1992

1993

1994

1995

(단위 : %)
1996 1997

33.8

32.5

52.9

29.1

37.2

12.3

10.8

0.1

30.9

27.5

62.8

61.6

78.9

필 리 핀
싱가포르

16.8

22.3

14.9

29.1

22.1

21.2

22.3

태

국

51.5

21.0

25.8

22.3

26.0

17.3

5.9

홍

콩

22.7

27.3

13.5

19.1

22.7

10.8

15.8

중

국

대

만

9.9

23.5

23.5

20.3

19.9

11.5

7.6

멕 시 코
자료 : UBS Global Research, Asian Banking Focus, 199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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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M2 성장률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19.17
60.17
8.33
25.60
23.23
29.18

1991
17.41
19.58
20.32
17.80
14.01
20.72

38.02

25.27

81.54

19.23

1992
15.61
24.14
30.01
15.11
7.72
16.03
7.01
31.23
16.60
28.74

1993
16.05
21.19
22.82
28.59
3.56
18.35
13.78
42.54
15.10
12.30

1994
21.03
19.08
10.69
28.37
19.11
12.30
13.03
41.17
13.00
36.41

1995
14.31
31.45
23.45
24.80
8.57
17.69
11.66
38.48
8.50
48.94

(단위 : %)
1996 1997
20.59 21.42
32.02
26.11 21.58
24.11 29.02
10.82 12.98
13.03 18.40
12.24 9.92
29.47 17.81
7.90
23.50 25.42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アジア經濟硏究所,『アジア動向年報』, 1998.

<표 2-23> 명목GDP 성장률-M2 성장률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1.20
-43.17
4.58
-9.19
-8.85
-11.19

1992
-4.18
-9.88
-15.94
-6.81
-0.18
-3.58
9.43
-28.33 -8.72 -8.01
-45.98

1991
2.75
-3.30
-8.46
-1.94
-3.05
-5.72

6.97 -10.74

1993 1994 1995 1996 1997
-4.92 -6.49 0.73 -9.80 -13.47
5.70 -3.18 -12.54 -14.84
-12.49
3.00 -5.44 -11.93 -21.01
-19.50 -13.56 -12.19 -9.23 -17.04
12.82 -4.29 2.89 -0.88
-6.26
1.20 -3.99 -0.84 -13.42
1.37 -0.32 -5.13 -1.56 1.40
-12.52 -6.56 -13.52 -12.92
9.10 -23.10 -19.57

14.67 -0.34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アジア經濟硏究所,『アジア動向年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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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여신붐지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증가율
한

국

17.40

인 도 네 시 아

9.64

말 레 이 시 아

31.25

필

핀

152.13

르

16.73

태

국

58.53

홍

콩

중

국

대

만

싱

멕

리
가

포

시

9.67

코

-10.92

주 :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은행의 민간부문에 대한 여신증가율임.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표 2-25> 대외개방도((X+M)/2 as a % of GDP)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국

30.04

29.38

29.38

29.04

30.47

33.64

34.38

38.48

인도네시아

26.30

27.18

28.23

25.26

25.17

25.83

25.55

말레이시아

75.23

82.75

76.64

80.99

90.60

97.42

91.53

필 리 핀
싱가포르

30.40

31.09

31.58

35.58

36.98

40.26

48.95

태

국

37.76

38.72

38.41

39.19

41.08

44.72

42.19

홍

콩

중

국

대

만

한

멕 시 코

46.69

135.28 140.37 137.18 138.92 151.67 142.28 133.50

32.33

30.44

30.28

34.42

38.08

58.68

60.54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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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환율(to the US Dollar), Period Average
한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707.76 733.35 780.65 802.67 803.45 771.27 804.45 951.29
1,842.81 1,950.32 2,029.92 2,087.10 2,160.75 2,248.61 2,339.80 2,987.00
2.70
2.75
2.55
2.57
2.62
2.50
2.52
2.81
24.31 27.48 25.51 27.12 26.42 25.71 26.22 29.47
1.81
1.73
1.63
1.62
1.53
1.42
1.41
1.48
25.59 25.52 25.40 25.32 25.15 24.92 25.34 31.34
7.79
7.77
7.74
7.74
7.73
7.74
7.73
7.74
4.78
5.32
5.51
5.76
8.62
8.35
8.31
8.31
26.81 25.16 26.41 26.46 26.49 27.46 28.95
2.46
2.81
3.02
3.12
3.38
6.42
7.60
7.91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표 2-27> 주가지표
한
국
인 도네 시 아
말 레이 시 아
필 리 핀
싱 가 포 르
태
국
홍
콩
중
국
대
만
멕 시 코

1988
907.2
305.1
357.4
839.0
303.8
386.7

1989
909.7
399.7
562.3
1,110.6
266.0
879.2

1990
696.1
417.8
505.9
653.1
302.8
612.9

1991
610.9
247.0
556.2
1,154.3
278.9
711.4

1992
678.4
274.3
644.0
1,272.4
219.2
893.4

1993
866.2
588.8
1,275.3
3,241.9
218.0
1,682.9

1994
1,027.4
469.6
971.2
2,785.8
336.9
1,360.1

1995
882.9
482.0
1,001.6
2,595.5
357.9
1,296.6

1996 1997
651.2 376.3
597.7
1,164.7
3,129.1
486.1
1,116.9

5,202.2 8,616.1 6,775.3 4,928.8 4,271.6 4,214.8 6,250.7 5,576.4 5,974.5
870.1 931.1 990.9 1,203.4 1,692.0

주 : 연말 기준임.
자료 : 증권거래소,「주식」, 각호.
SEACEN, SEACEN Financial Statistics, SFS Series No.7, July 1997.
Bank of Mexico, The Mexican Economy,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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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실질실효환율지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국

100

96.84

88.33

85.78

84.09

85.56

88.13

83.4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00
100

필 리 핀

100

싱가포르
태
국

100
100

102.50 105.23 106.11 109.11 110.23 114.96 116.93
102.34 98.66 100.14 99.44 97.70 105.58 96.99

홍

콩

100

103.48 106.15 111.60 114.46 112.93 121.11 131.38

중
대

국
만

100

멕 시 코

100

한

100.94 99.56 101.53 100.29 98.70 103.43 96.66
98.79 106.42 109.53 106.31 106.10 111.19 108.60
97.01 105.68

97.38

95.96

97.38 104.34 103.45 114.68 109.29

91.12

91.57

89.84

106.17 107.74 116.60 112.19

78.87

89.78 102.77

주 : 1990=100, 지수는 연평균 값임.
자료 : 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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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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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 통화위기의 과정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과 남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시아 통화위기를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전개과정에 따라 크게 4
단계로 나누기로 한다.
제1단계에서는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싱가포르,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의 동남아 국가로 전염된 단계이
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순서로 동남아 국
가 중앙은행들은 환율방어를 포기하고 환율이 대폭 절하된 가운데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동남아 통화위기가 동북아로 전염되는 단계로서
한국이 외환위기의 중심이 된 단계이다. 동남아 통화위기의 영향
으로 대만의 NT$가 투기적 공격을 받게 되자 대만 중앙은행이
NT$에 대한 방어를 쉽게 포기하였다. 그 영향으로 홍콩이 국제투
기자본의 투기적 공격에 놓이면서 홍콩 증시가 폭락하자 그 여파
로 한국이 외환위기의 중심이 되었다.
제3단계는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한국 등 IMF 주변국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1998년 1월 6일 발표한 인도네시아 정부
의 예산안을 계기로 인도네시아가 외환위기의 중심이 된 단계이
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1998년 1월 8일 최초로 달러당 1만 루
피아 이상으로 절하되었으며 이러한 루피아화의 가치폭락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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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에 대한 물가폭등을 발생시켰다. 또한 경제파탄은 민간인
폭동을 야기시키고 민간인 폭동은 주체와 목적이 불완전하지만 사
회개혁운동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수하르토의 퇴진을 가져오게 되
었다.
제4단계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이제까지 전개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는 단계이다. 아시
아 통화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는 통로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
로 인하여 1차산품과 후발개도국들의 공산품에 대한 교역이 감축
된 것을 통해서이다.
석유를 비롯한 1차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수요 감축은 1차산품의
가격하락과 함께 이들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러
시아와 남미지역 국가들의 국제수지를 악화시켰다. 이들 신흥시장
지역의 국제수지의 악화는 국제투자가들의 신흥시장지역으로부터
의 자금회수를 촉발시켰으며 러시아에 있어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을 가져오게 하였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동유럽 및 남미
로 확산시키게 되었으며 전세계적인 교역의 감축과 신용경색을 가
져옴으로써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의 환율과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그림 3-1>에서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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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12,000

14,000

인도네시아 환율

10/23/ 97,
IMF 구제금융(330억 달러)
01/08/ 98,
모라토리엄 위기설

4,000

6,000

08/14/ 97,
변동환율제로 전환

Ringgit/ US$

01/23/ 98,
14,550루피아

08/01/98

05/01/98
06/01/98
07/01/98

04/01/98

02/01/98
03/01/98

01/01/98

Baht/ US$

06/01/98
07/01/98
08/01/98

태국 환율

12/01/97
01/01/98
02/01/98
03/01/98
04/01/98
05/01/98

11/01/97
12/01/97

09/01/97
10/01/97

08/01/97

06/01/97
07/01/97

04/01/97
05/01/97

20

08/01/97
09/01/97
10/01/97
11/01/97

10,000

04/01/97
05/01/97
06/01/97
07/01/97

8,000
02/01/97
03/01/97

01/01/97

11/01/96
12/01/96

09/01/96
10/01/96

08/01/96

50

01/01/97
02/01/97
03/01/97

2,000

08/01/96
09/01/96
10/01/96
11/01/96
12/01/96

60
07/01/96

10

07/01/96

<그림 3-1> 태국의 환율과 주가 추이
주가지수

07/02/ 97,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

01/08/ 98,
인도네시아, 모라토리엄 위기설

주가지수

1,400

1,120

30
840

40
560

280

0

주가지수

자료 : Reuter

<그림 3-2> 인도네시아의 환율과 주가 추이

800

730
02/11/ 98,
통화위원회제도
660
시행
05/22/ 98,
수하르토 하야 590

520

450

380

310

주가지수

자료 : Re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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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필리핀 환율

자료 : Re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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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06/01/98
07/01/98
08/01/98

01/01/98
02/01/98
03/01/98
04/01/98
05/01/98

10/01/97
11/01/97
12/01/97

07/01/97
08/01/97
09/01/97

Ringgit/ US$

07/01/98
08/01/98

Pesos /US$

05/01/98
06/01/98

말레이시아 환율

04/01/98

01/08/ 98,
인도네시아, 모라토리엄 위기설
04/01/97
05/01/97
06/01/97

2.5

02/01/98
03/01/98

11/01/97
12/01/97
01/01/98

09/01/97
10/01/97

07/01/97
08/01/97

02/01/97
03/01/97

4.5

05/01/97
06/01/97

45

01/01/97
02/01/97
03/01/97
04/01/97

4.0

11/01/96
12/01/96
01/01/97

3.5

11/01/96
12/01/96

08/01/96
09/01/96
10/01/96

2.0

09/01/96
10/01/96

25
07/01/96

5.0

07/01/96
08/01/96

<그림 3-3> 말레이시아의 환율과 주가 추이
주가지수

04/17/ 98,
말레이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A→A1)

3.0

07/14/ 97,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방어포기

07/11/ 97,
페소화 환율변동폭 확대
주가지수

01/06/ 98,
인도네시아, 새해 예산안 발표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주가지수

자료 : Reuter

<그림 3-4> 필리핀의 환율과 주가 추이

4,000

30
3,400

35
2,800

40

2,200

1,600

1,000

<그림 3-5> 한국의 환율과 주가 추이
750

Won/ US$

주가지수
10/24/ 97,
S&P,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AA-→A+)
12/03/ 97,
IMF 구제금융 신청
(550억 달러)

1,000
1,250

1,000

840
680

1,750

360
12/23/ 97, 1,940원

01/01/97
02/01/97
03/01/97
04/01/97
05/01/97
06/01/97
07/01/97
08/01/97
09/01/97
10/01/97
11/01/97
12/01/97
01/01/98

2,000

한국 환율

02/01/98
03/01/98
04/01/98
05/01/98
06/01/98
07/01/98
08/01/98

520

07/01/96
08/01/96
09/01/96
10/01/96
11/01/96
12/01/96

1,500

200

주가지수

자료 : Reuter

(1) 태국의 외환위기 과정
태국의 외환위기 발생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태국의 최근 정치
상황을 보기로 한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을 겪지 않은 국가로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경제성장률
은 8% 정도에 달하였는데 이는 베트남전쟁 중 미국이 지출한 전
비戰費와 미국의 원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인도차이나가 공산화되
고 국내에 태국공산당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
지 않은 국가이다.
1988년 민주화 바람으로 인하여 프렘Prem 총리가 사임하고 차티
차이Chatichai 총리가 민선 총리로 취임하였으나 1991년 2월 23일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군부의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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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일으킨 군부 쿠데타는
그 동안 경제성장의 결과 형성되어 온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민주
화 세력이 군부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일으킴에 따라
1992년 5월 17일 방콕시내 유혈 충돌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여야간 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 후 1992년 말 선거를 통하여 4개 야당이 연립내각을 구
성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다시 찾게 되었다. 15)
그 후 새로운 연립정권이 구성되어 국방장관 차왈릿 용차이윳
Chavalit Yongchaiyudh이

총리에 취임하였다. 경제회생을 목표로 출범

한 차왈릿 정권은 1997년 초반부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1997
년 10월까지 경제 부총리를 1회, 재무부 장관을 2회 교체하는 등
경제회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바트화에 대한 계속된 투기적
공격에 따라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태국의 외환위기에 따른 책
임론 대두 및 지지도 하락에 따라 차왈릿 총리는 사임하게 되고,
1997년 11월 6일 1992년 총리를 지낸 바 있는 민주당의 추안 릭파
이가 태국의 총리에 임명되게 되었다.
태국의 외환위기 발생과정을 보게 되면 태국은 1980년대의 정치
적 불안으로부터 1992년에 정치적인 안정을 찾게 되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본자유화를 우선
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다 원활한 외자유입을 위하여 고정환율제
도를 실시하였다.16) 자본자유화의 실시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외
국자본유입을 위하여 1993년에 역외금융센터인 BIBF를 개설하였
다.17)
이처럼 고정환율제도 실시와 역외금융시장 설립을 통하여 자본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태국편람』참조.
16) 태국의 자본자유화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이다.
17) BIBF에 대해서는 제5장 2절 태국의 자본자유화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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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의 통로를 열어 놓자 1993년도의 세계적인 금리하향 추세와
맞물리면서 외국자본이 다량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유입된 외국자본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주로 자산시장Property
Market으로

유입되어 자산가격의 버블을 형성시켰다. Finance Com-

pany들을 비롯한 태국의 금융기관들은 BIBF 등에서 외자를 저리
로 차입하여 이를 국내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한편 많은 부분 건
축 및 부동산 관련사업에 대하여 높은 금리로 여신을 제공하여 높
은 수익을 올렸다.
규모가 한정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주식시장에 버
블이 형성되었고 부동산 및 건축관련 여신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유
입외자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자산스톡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기존
자산의 가격만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비교역재인 부동
산 건축부문으로 유입되어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유입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버블이 형성되고 부동산
에 과잉투자가 계속되자 태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투자
와 경기과열을 저지하기 위하여 1994년에 부동산에 대한 융자규제
를 실시하고 1995년 중반 이후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하였다.
태국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융자규제와 긴축적인 금융정책에 따라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
그러자 1996년부터 경기변동과 부동산가격 하락의 부작용이 본
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부동산개발 관련회사들이 파산을 하
기 시작하였다. 부동산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자 부동
산관련 회사들에게 여신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하
였다.
18) Vajragupta and Vichyanond(1998), p.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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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태국의 경상수지 적
자를 메워주던 외국자본의 유입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6년 12월
에는 23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수지에 있어서의 적자를 시현하기도
하였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인하여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금
융기관은 부동산에 대출이 많은 Finance Company 등이었다. 19)
부실화된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서 태국 최대의 Finance Company
였던 Finance One을 들 수 있다. 정부가 1997년 3월 1일 Finance
One을 타이다뉴은행Thai Danu Bank에 합병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97년 3월 3일에는 태국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처
음으로 은행, 금융회사, 증권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후 주가가 폭락세를 지속하였고, 1997년 3월 5일에
는 하루 동안 총예금의 9%에 해당하는 100억 바트가 인출되었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9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증자를 명하
고, 은행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부실채권 총액의
15% 내지 20%)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러한 조치 이후에
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었다.
한편 태국의 고정환율제 아래에서의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확대
는 외부세계에 바트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바트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국제금융시장의 인식에 따라 바트화
에 대해서 1996년 12월에 투기적 공격이 개시되어 바트화에 대한
투매가 있었다. 1997년에 들어와서는 2월에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재차 공격이 있었다.
1997년 3월 이후 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을 보이고 바트화가 고
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리를 잡음에 따라 투
기적 공격은 점차 정도를 강화하여 1997년 5월 14일과 15일에 걸
19) Finance Company에 대해서는 제5장 5절 태국의 파이낸스 컴퍼니에서 상세히 논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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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심각한 투기적 공격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당시의 투기적 공
격에 대해 태국은 주변국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의 협조개입에 의하여 바트화를 방어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1997년 5월 15일 역내금융시장과 역외금
융시장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자본이동과 이자율에 대한 통제를 실
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계속되는 투기적 공격을 막아
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며, 1997년 5월과 6월 중 계속해서 바트화
에 대한 절하압력을 받게 되었다.
1997년 5월과 6월에는 이미 주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
가들은 태국 통화불안의 영향에 따라 전염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
후에도 계속되는 투기적 공격에 대하여 중앙은행 개입에 의한 환
율방어를 지속함에 따라 태국 통화당국은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
되었다. 1996년 12월에 372억 달러이던 외환보유고가 1997년 5월
에는 318억 달러로 약 6개월간에 54억 달러가 소진되었다.
1997년 7월 2일 태국 당국은 바트화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때부터 태국은 고정
환율제로부터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으며, 1997년 7월 2일
당일 20% 하락하게 되어 당시까지 가장 최저치인 28.8바트/$를
기록하게 되었다.
<표 3-1> 태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월 별 1996.12 1997.3 1997.4 1997.5 1997.6 1997.7 1997.8 1997.9 1997.10 1997.11
보유액 37,191.8 36,572.9 35,835.3 31,808.7 30,855.2 28,938.7 24,447.9 28,120.8 29,788.1 24,774.2
자료 : Bank of Thailand, Quarterly Bulletin, Dec. 1997.

바트화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난 다음에도 태국에서는 바트
제3장/ 아시아 통화위기의 과정 59

화에 대한 절하압력이 지속되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제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헤지되지 않은 민간부문의 외채
때문이다. 즉 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 1/4분기
현재 태국의 대외채무는 약 925억 달러였으며 이 중 민간채무가
약 763억 달러로서 민간대외채무가 전체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은 약 14년간 거의 고정된 환율제도를 유지하여 왔
음에 따라 환위험이 없었으므로 민간의 대외채무는 대부분 헤지되
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바트화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
제로 이행하게 되고 환율이 계속 절하되자 외화유입이 중단된 상
태에서 뒤늦게 외화표시 채무를 헤지하려는 민간부문의 외환에 대
한 실수요 증가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환율
이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하게 되었다. 20)
이처럼 외화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바트화 환율이 절
하하게 되자 태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구제금융
조건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1997년 8월 11일 IMF로부터 172억 달
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태국 정부는 부실금
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21)
또한 1997년 12월 8일에 IMF의 요구로 영업정지 중인 58개
Finance Company 중 56개사를 폐쇄하고 이를 금융재건청에서 관
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자
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자본시장 발달
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
20) Eichengreen and Mathieson(1998), p.18 참조.
21)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태국 정부는 1997년 10월에 금융재건청
Financial Restructuring Authority(FRA)과 한국의 성업공사의 기능과 유사한 자산관리
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AMC)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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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내 금융개혁에 있어서 장애정도를 표시하는 <표 3-3>에 의하
면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태국의 대외채무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합

계

1994

1995

1996

1997. 1/4분기

64,866

82,568

90,536

92,513

장

기

35,687

41,472

52,923

54,605

단

기

29,179

41,096

37,613

37,908

15,714

16,402

16,805

16,162

공공부문
장

기

15,534

16,317

16,751

16,142

단

기

180

85

54

20

49,152

66,166

73,731

76,351

민간부문
장

기

20,153

25,155

36,172

38,463

단

기

28,999

41,011

37,559

37,888

상업은행

9,865

14,436

10,682

12,206

장기

3,451

4,443

2,314

2,934

단기

6,414

9,993

8,368

9,272

18,111

27,503

31,187

32,187

장기

2,969

3,799

10,697

11,723

단기

15,142

23,704

20,490

20,464

비금융기관

21,176

24,227

31,862

31,958

장기

13,733

16,913

23,161

23,806

단기

7,443

7,314

8,701

8,152

BIBF

자료 : Bank of Thailand, Quarterly Bulletin, December 1997, Vol.37, 1997,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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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아시아 각국의 금융개혁에 있어서의 장애정도 비교
(Obstacle s to the financial reform process)
Indonesia

Japan

Political considerations

high

high

high

high

declining

Expertise and manpower

weak

weak

weak

weak

weak

Legal infrastructure

poor

weak

fair

weak

improving

poor

weak

fair

weak

weak

Regulatory and
supervisory standards
Fragmentation of the
banking system
Fiscal and foreign
borrowing limits

high
tight

Malaysia South Korea Thailand

very high moderate mod/high mod/high
limited

fair

limited

limited

자료 : JP Morgan, Asian Financial Markets, Second Quarter 1998, April
24, 1998, p.7.

(2)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 과정
말레이시아는 낮은 인플레, 낮은 재정적자,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에 비하여 건실한 금융시스템, 높은 저축률과 수출주도형 산업 등
건실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어 내부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주변국
가 통화위기의 전염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더욱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과정에서 마하티르 총리의 국제투기세력에
대한 비난 등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에 직면해서도 IMF에 대한 구제금융 신
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IMF의 전통적인 권고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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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찾고자 하는 실험을 감행함으
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은 물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보다 더
빨리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한
국이나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직접투자 중심의 자본유입정책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고정자본형성 중에서 FDI로 인한 고정자본
형성비율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함께 대단히 높은
국가들에 속한다. 22)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직접투자 중심의 적극적
인 외자유입정책으로 수출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한 결과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미 1985년경에 부동산 불황을 경험하였고
많은 은행이 부실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
에 비하여 금융시스템이 건실하였다.
사후적으로 말레이시아가 태국의 통화위기 발생으로부터 감염된
요인을 경제 펀더멘탈로서 판단하여 보면 말레이시아의 외견상 나
타난 경제상황이 태국과 대단히 유사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태국과 유사하게 보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펀더멘탈로서는 첫
째, 달러화에 페그된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태국과
마찬가지로 GDP의 5%를 상회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표 2-5> 경상수지 적자 참조). 셋째, 통화위기 발생 전에 부동
산경기 과열현상이 있었다.
첫번째 요인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투기세력의 환투기를 용이하
게 해준 제도적 요인이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국제투
22) <표 2-8> 직접투자비율(총고정자본형성 대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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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태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마찬가지로 말
레이시아 경제의 펀더멘탈도 역시 취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 말레이시아의 대외채무 현황
(단위 : 백만 링기트, %)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42,794 (100) 51,861 (100) 59,147 (100) 68,779 (100) 72,603 (100)

공공부문

20,922 (48.89) 19,362 (37.33) 14,818 (25.05) 13,331 (19.38) 10,470 (14.42)

공기업

11,401 (26.64) 17,001 (32.78) 20,126 (34.03) 27,399 (39.84) 29,237 (40.27)

민간부문

10,471 (24.47) 15,498 (29.88) 24,203 (40.92) 28,049 (40.78) 32,896 (45.31)

주 : ( ) 안은 합계에 대한 비율(%)임.
자료 : Bank Negara Malaysia, Annual Report 1996, 1997, p.227.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말레이시아는 저
축률을 초과하는 높은 투자율에 따라 1996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
에서 태국 다음으로 높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의 투자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외환위
기가 발생하기 전에 건축 및 부동산 등 비교역재 산업에 대한 투
자과열의 조짐을 보였다. 금융기관들의 건축 및 부동산관련 여신동
향을 보게 되면 상업은행과 금융회사의 부동산관련 여신액이 1994
년 말 각각 108억 링기트, 27.8억 링기트였던 것이 1996년 말에는
210.8억 링기트, 53.6억 링기트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조호르주州의 Gelan Patah 도시건설(싱가포르
와 조호르간의 제2교량 및 남북간 highway 건설 포함, 예산 320억
링기트), 신행정수도 Putrajaya 건설(예산 200억 링기트), Bakun 수
력발전소 건설(예산 150억 링기트), 콸라룸푸르 신국제공항 Sepang
64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건설(예산 90억 링기트) 등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23) 1998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全영연방체전Common
Wealth Game

준비에 따른 오피스, 빌딩, 호텔 및 콘도미니엄의 건설

에 따라 건축붐이 일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4)
이와 같은 부동산 건설붐은 건물 등에 대한 공급과잉을 초래하
였고,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건축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97년 3월 28일에 부동산 관계
융자를 억제하고 금융긴축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붐을 진정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환율제도가 외환위기 발생에 취약하게 되어 있고 경제
펀더멘탈이 태국에 비하여 크게 차별을 둘 수 있을 만큼 양호한
것도 아니었으나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부터 태국과 말
레이시아의 경제는 경제 펀더멘탈이 다르다는 전제 아래 국제금융
시장에서 행동하였다.
대표적으로 마하티르 총리는 수차례에 걸쳐서 조지 소로스를 비
롯한 국제적 투기세력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후 외환과 주식시장이 더욱 약세를 보인 점으로 보아
외환위기를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투기자금들의 투기적 공격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맞서는 대신 링기트화를 절하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 링기트화가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1998년 9월 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외환위기를 극
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25)
23) 瀧井光夫․福島光丘(1998), p.104 참조.
24) 日本 アジア經濟硏究所,『アジア動向年報』, 1998, p.344 참조.
25) 마하티르의 자본이동 통제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첫째, 비거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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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과정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과정에 앞서 간략하게 인도네시아의 근
대정치를 살펴보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교, 인종과 문화
를 가진 2억 인구의 집단으로서 포르투갈인들에게 16세기 초에 발
견된 이후 식민통치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42년부터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가 시작되었으며, 1945
년 일본 패망과 함께 수카르노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독립국가
가 탄생하게 되었다. 26)
인도네시아는 독립과 함께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여 1957년까지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집
권적인 권위의 부재는 정치적 부패와 무능, 전국적인 반란으로 이
어지게 되어 1950년대의 의회민주주의는 실패로 끝나고 수카르노
를 대통령으로 하는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가 시작되었다.
교도민주주의가 출범하면서 거의 모든 정당들의 활동이 미미해
진 반면 군은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군부와 수카
르노의 긴밀한 관계는 1963년 수카르노가 말레이시아와의 전면전
을 주장하면서 깨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우익군부의 쿠데타를
두려워한 수카르노는 공산당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되
었다. 군부와 수카르노의 대결양상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1965년 9
월 30일 수카르노를 지지하는 소수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
으나 보안부대 사령관인 수하르토 장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링기트화를 외화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둘째, 역외은
행Offshore Banks의 링키트화 표시 금융상품 매매를 금지한다. 셋째, 말레이시아 은
행들은 국내신용을 비거주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넷째, 말레이시아
증권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이에 대한 링기트화 이자는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도네시아 편람』,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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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진압에 이어 실권을 장악한 수하르토는 공산당을 불법화
하였다. 1965년 10월부터 친공산세력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기 시작
하여 수카르노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1967년 수카르노는 수하르토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었다. 이후 수하르토는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사회적 혼란
으로 1998년 5월 21일 사임하고 후임 하비비에게 권력을 이양할
때까지 3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발생과정을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관
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1986년 이후 루피아화를 매년 3% 내
지 4%씩 평가절하하는 등 환율을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왔
기 때문에 당초 통화위기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
어 왔다. 그러나 태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부터 전염에 따
라 인도네시아도 통화위기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에 있어서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국 등의
주변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적었고 경제
근본변수도 비교적 건실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판단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에 비하여 비
교적 신속하게 대응하여 1997년 7월 2일 태국 정부가 변동환율제
도로 이행하고, 투기적 공격이 시작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
년 7월 11일 환율의 일일거래 변동제한폭을 8%에서 12%로 확대
하는 등 유연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바트화에 대해서 투기적 공격을 하던 국제투기자본이 페
소와 링기트에 이어 루피아화를 집중공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루
피아화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동원하여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8
월 13일에는 변동제한폭의 상한선을 돌파하게 되었다.
환율변동폭의 확대만으로는 루피아화의 방어를 할 수 없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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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인도네시아 중
앙은행은 1997년 8월 14일 환율의 일일변동폭 상하 12%를 폐지하
고 더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이 없을 것임을 발표하게 되었다. 따
라서 외환위기 초기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경우는 비교
적 신속하게 환율변동폭을 확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여
나가는 등 환율정책에 있어서 유연한 정책을 시행해 나감에 따라
태국이나 한국처럼 외환보유고를 소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1997년 8월 14일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
고 난 다음에도 외환위기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증폭되기 시작하였
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헤지되지 않은 과다한 외채, 특히 은행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헤지되지 않은 외화표시 부채 때문이었다. 전
통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은행과 기업들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
은 가운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하여 왔으며 통상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채무를 이자율이 낮
은 외국통화로 가지고자 하는 강한 유인을 가져 왔다.
또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에 대한 절하가 시기와 절하폭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 왔음에 따라 환리스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은행과 기업 등 민간부문은 그 동안 환리스크를 예
측할 수 있게 하였던 정부정책의 교육효과에 따라 외국통화표시
채무를 가지면서도 이를 달리 헤지하지 않았던 것이다.27)
점차적으로 환율변동폭을 확대해 나가는 고정환율제도 아래에서
는 환위험에 대해서 달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1997년 3월 31일 현재 560억 달러이던 인도네시아 민간부문의 대
27) Nasution(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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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채는 대부분이 헤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1997년 8월 14일 루피아화에 대
한 방어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자 인도네시아
의 민간부문 은행과 기업들에게 과거의 경험과는 다른 사태가 전
개되었다. 이때부터 인도네시아의 은행과 기업들은 달러를 현물환
시장과 선물환시장에서 모두 매입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민간
부문이 갑작스레 뒤늦게 외화표시 채무를 헤지하려고 달러를 현물
과 선물로 사들임에 따라 루피아화 환율은 3,000루피아/$를 돌파
하고 3,500루피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즉 인도네시아가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난 다음에 루피아
화에 대한 투매가 일어나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
어나게 된 것은 외국의 투기적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
아 민간부문의 막대한 외화표시 채무를 헤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인에 의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도 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헤지되지 않은 외화부
채를 가지고 있는 민간부문이 루피아화가 계속 절하되는 데 따라
서 외채상환용의 외화를 매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루피아화
환율이 절하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1997년 10월
8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IMF는 1997년 10월 30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을 내리게 되어 280억 내지 320
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IMF 구제금융 결정 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던 루피아화 환율은
1998년 1월 6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신년도 예산안을 계기
로 폭등하기 시작하여 1997년 1월 8일에는 10,000루피아/$ 선을
돌파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1월 20일 수하르토의 대선출마 선
언과 부통령으로서 하비비를 지명한다는 소식에 따른 실망에 따라
1998년 1월 23일에 14,550루피아/$까지 폭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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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루피아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자 1998년 2월 중에 두 가지
의 중요한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물가폭등과 생필품
의 품귀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
는 정부측에서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System를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1998년 2월 중순 인도네시아 정부측의 통화위원회 도입시도는
미국과 IMF 등의 반대와 제도도입의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
라 중단되었으나 물가폭등과 생필품의 품귀에 항의하는 시위는 지
속되었다.
물가폭등과 생필품 품귀에 항의하는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시위는
1998년 3월 10일 수하르토의 대통령 7선 연임을 전후하여 반독재
투쟁과 연결되면서 생존권확보 투쟁과 정치투쟁이 혼합된 성격으
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위가 급격히 폭동화하기 시작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
가 IMF와의 합의에 따라 1998년 5월 4일 휘발유와 같은 연료비,
전기료, 교통요금 등 생필품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을 철폐하면서 가
격을 인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반독재투쟁과 결합하면
서 격렬한 유혈폭동으로 확대되었다.28) 시위 확대와 하야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1998년 5월 22일 수하르토는 대통령직에서 하야하
게 되고 하비비가 그 직을 이어받게 되었다.

28) 1998년 5월 4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생필품 가격인상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시위가
폭동으로 악화된 것을 두고 IMF에 대한 비판론이 부상한 바 있다. 당시 비판자들
은 사토 마쓰오 ADB 총재 등으로서 “IMF의 획일적 처방이 부작용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재무장관 루빈은 “IMF 처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 “다시 드는 IMF 비판론”, 1998년 5
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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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인도네시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외채무 현황
1996년 3월 31일

1997년 3월 31일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

공 공부 문

58.6

55.1

53.3

48.8

민 간부 문

47.8

44.9

56.0

51.2

106.4

100.0

109.3

100.0

합

계

자료 : Bank Indonesia, Report for the Financial Year 1996/1997, 1998, p.38.

2. 동남아 통화위기의 동북아로의 전염과정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을 차
례로 외환위기에 휘말리게 하였던 동남아 외환위기는 대만으로 북
상하게 되었다. 대만 NT$는 1992년에 최고로 절상된 후 지속적으
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절하되어 왔으며 1997년 들어서는 절
하 기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1997년 7월 초부터 ASEAN 국가
들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대만 NT$가 절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외환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에 대만 중앙은행은 NT$의 절하를
용인하여 7월 28일 이후 4일간에 걸쳐 NT$는 달러당 약 1元 정도
절하되었으며, 그 후 1997년 8월과 9월에 대만 외환시장은 상대적
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ASEAN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심화되고 절하폭이 커지자
대만 NT$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투기적 공격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대만 중앙은행은 시장개입을 지속하여 NT$
환율을 지지하였으나 NT$ 환율이 지난 10년 이래 최고수준인
30NT$에 이르는 등 불안이 연속되자 1997년 10월 17일 그 동안
의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긴다고 선언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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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자 NT$는 즉각 6% 정도 절하되었다.
<그림 3-6> 대만의 환율 추이
36

NT$/ US$

35

6/ 12/ 98, 34.95

1/ 8/ 98, 34.8

34
11/19/ 97, 33.25

33
32

10/22/ 97, 30.8

31
30

8/ 1/ 97, 28.9

29

07/21/98
08/11/98
09/01/98

04/06/98
04/27/98
05/18/98
06/09/98
06/30/98

03/16/98

08/27/97
09/18/97
10/09/97
10/31/97
11/24/97
12/16/97
01/08/98
01/30/98
02/23/98

03/31/97
04/21/97
05/12/97
06/03/97
06/24/97
07/16/97
08/06/97

02/14/97
03/10/97

27

01/02/97
01/24/97

28

자료 : 미연방은행

한편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며, 7월 이후
ASEAN 국가들이 투기적 공격을 받게 됨과 동시에 1997년 7월과
8월에 이미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받게 되었다. 29)
그런데 1997년 10월 17일 대만 중앙은행이 NT$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자 국제투기자본은 10월 20일부터 재차 홍콩달러를 공격하
기 시작하여 홍콩달러 선물과 항셍주가지수 선물을 동시에 대규모
로 매도하면서 투기적 공격을 감행하였다. 30)
29) 그 이후 홍콩에 대해서는 1998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1998년 1월, 6월, 8월에 대
규모 투기적 공격이 있었다.
30) Bergsten(1997)은 아시아 통화위기는 제1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었으나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대만이 환율방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
울임 없이 NT$를 절하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홍콩달러에 대한 절하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시아 통화위기가 제2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erg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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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콩 통화당국은 홍콩달러 차입에 필요한 은행간 오버
나이트 금리를 5%에서 10%로 대폭 인상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으로 맞서 홍콩달러의 페그를 지지하였다. 홍콩의 은행간 금리
가 상승하게 되자 그 영향은 그 후 연속 3일간 홍콩 주가의 하락으
로 나타나게 되어 홍콩의 항셍주가지수는 1997년 10월 17일 13,601
이었던 것이 10월 20일에는 12,970으로, 10월 21일에는 12,403으로,
그리고 10월 23일에는 10,426으로 3일간 연속 폭락하게 되었다.
<그림 3-7> 홍콩의 Overnight 금리와 주가 추이
주가지수

%

16

08/27/ 98, 15%

14

18,400
16,700

06/15/ 98, 13%
12

15,000

01/12/ 98, 11%
10/24/ 97, 10%

10

13,300

Overnight 금리

06/01/98
07/01/98
08/01/98

04/01/98
05/01/98

02/01/98
03/01/98

2

11/01/97
12/01/97
01/01/98

8,200
08/01/97
09/01/97
10/01/97

4
06/01/97
07/01/97

9,900

12/01/96
01/01/97
02/01/97
03/01/97
04/01/97
05/01/97

6

08/01/96
09/01/96
10/01/96
11/01/96

11,600

07/01/96

8

6,500

주가지수

자료 : Reuter
(1997)에 의하면 대만이 그렇게 별다른 노력 없이 NT$ 환율방어를 방치한 것은
홍콩으로 하여금 달러화에 대한 페그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홍콩이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다면 하나의 나라에 두
가지 경제체제, 하나의 나라에 두 가지 환율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문제에 대해서
도 홍콩과 같은 해법을 강요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통화위기의 전염을 차단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대만의 NT$ 환율방어 포기가 장
쩌민 중국 주석의 미국방문 전날에 단행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여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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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97년 10월 23일 홍콩 증시가 폭락한 후 10월 24일 약
간 회복하였으나, 10월 27일 10,478로, 10월 28일 9,059로 다시 폭락
하였다. 따라서 그 여파는 전세계로 미치게 되어 1997년 10월 27일
에는 미국의 다우존스공업 평균주가지수가 7,715로부터 7,161로 554
포인트 하락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주가하락을 보였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홍콩의 주식 및 외환시장
이 불안정해지자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국제투자자본의 철수가
가속화되었다. 국제자본이 홍콩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자 홍콩 자금시장으로부터의 외화조달 의존도가 높고,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채연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한국이 새로이 외환위기에 말려들게 되었다.

3.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과정
한국 통화위기의 발생과정을 1997년에만 국한시켜 보게 되면 단
기적으로 한국의 국제신용도의 하락과 이에 따른 외채연장 중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국제신용도
의 하락과정은 <그림 3-8> 산업은행 채권수익률과 미국 정부 채
권수익률의 차이인 스프레드Spread 를 대리변수로 하여 그 경과를
볼 수 있다.31)
이에 따르면 1997년 초 50bp 수준이던 스프레드가 한보, 삼미,
진로, 대농, 기아 등 대기업들의 연쇄도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
하고 있으며, 완만한 상승을 보이던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
기 시작한 것은 1997년 10월 22일 기아의 공기업화 방침 발표, 23
31) 수익률 계산에 사용된 산업은행 채권은 납입일이 1996년 5월 22일, CUSIP 500630AMO
이며, 미국 정부채권은 CUSIP 912827X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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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홍콩 주가폭락과 24일 S&P의 국가신용도 하락이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후로의 스프레드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
평가가 하락하는 데 따라서 계단처럼 상승하여 환율상승과 함께
본격적인 외환위기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통화위기의 발생과정을 1997년도에만 국한하지 않
고 그 이전부터 연속되어 온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한국 통화위기
의 발생과정은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 온 대외개방 및 자본
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개방과 금융․자본자유화는 1990년대에 와서 본격적
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실물부문에서는 대표적으로 1995년
WTO를 출범시키게 된 UR 협상이 있다. 32) 한국은 UR 협상 과정
에서 제시한 의향서에 따라 공산품분야에 있어서 관세를 인하하
고, 서비스분야까지 포함한 많은 시장개방계획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관세의 보호와 수입금지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
던 많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이 이
루어졌다.
자본자유화 부문을 보면 1993년 1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발
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1996년을 전후하여 OECD 가입을 목
표로 하고 있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 6월 발표
한『금융부문개혁계획』에서는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항을 보
다 구체화하여 시장개방계획Blue Print으로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금융 및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2) UR 협상은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1993년 12월 15일
UR 협상 결과를 수록한 최종의정서 및 부속협정문을 채택하고, 1994년 4월 15일
7년간에 걸친 협상을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WTO가 출범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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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94년부터 소위 “세계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한국 경제
는 더욱 개방된 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시부터
추진되어 온 OECD 가입을 위하여 1994년 12월에『외환제도개혁계
획』을 발표하였고, 1995년 WTO가 출범하였으며 1995년 12월에『외
환제도개혁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외환제도개혁계획과 OECD 가입을 위한 OECD 양대 자유화규
약(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에 따라 금융 및 외
환부문에 있어서 많은 개방과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과정을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실물부문
에 있어서는 1990년대 초반 국내 산업정책에 있어서 당시까지 과점
상태의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대외개방 및 진입규제 완화로 많은
시설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동시에 자본자유화에 따
른 자본유입으로 인하여 원화가 고평가됨에 따라 1995년과 1996년
에 수출부진이 심화되어 거시경제에 있어서 긴장도를 높이게 되었
다. 또한 UR 협상을 위한 국내시장 개방 등에 따라 외국업체의
새로운 국내진입이 이루어지면서 경쟁의 격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기업의 시설투자 증가와 수출부진 및 수익성 악화는 기
업의 현금흐름에 있어서 현금지출은 증대되는 반면 현금수입은 감
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 현금흐름의 이상을 발생시켰다.
기업 현금흐름의 이상은 기업의 부실과 1997년 초반부터의 대기
업 연쇄도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1997년
의 기업들의 연쇄도산 및 부실화는 거래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가
져와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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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산업은행 장기채권과 미국 재무성채권의 스프레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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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에 있어서 위기 발생에 ‘가장 취약한 고리’부문이 자
본 및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1996년 11월 OECD 가
입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자본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
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의 전체구조 중 위기 발생에 대단히 취약한
부문이 형성되었다.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 촉매역할을 수행한 ‘가장 취약한 부문을
형성한 요인’들은 주로 정책당국의 비대칭적인 규제에 따라 형성
되었다. 제1금융권과의 비대칭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종금사
등의 제2금융권이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이들 종금사
의 국제영업 부문이 이상 비대화하였던 반면 종금사의 영업행태와
종금사 등의 외화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이 거의
없어 극단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종금사 등의 위험을 무시한 방만한 영업이 방치되었
으며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데 따라서 급
속한 부실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또한 자본도입에 있어서도 단기자본 도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
는 반면 장기자본 도입에 대해서는 규제가 존속하는 등 장단기 유
입자본간에 규제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화자산의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 종금사
등의 단기외채 도입을 장려한 것이 되어 국가전체의 외화부채 포
지션을 외환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구조로 변질시켰다.
이러한 종금사들의 부실과 외화부채의 단기화는 경제전체에 있
어서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외부의 충격이 닥쳐오자
가장 먼저 파열되어 한국 통화위기 발생의 촉매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경직적인 환율운용으로 인하여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정
책실패를 범하였으며, 이상의 요인들로 인하여 대외신인도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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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환위기에 취약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아시아 통화위기로 대표되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다. 다음
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 헤지펀드
아시아 통화위기의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막대한 자금동원력과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기적 공격에 앞장서 온 것으로 지칭
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역할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는 아직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른 국제 기관투자가들도 헤지
펀드와 유사한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고, 헤지펀드와 기타 기관투
자가들간의 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지는 현실에서 헤지펀드의 역할
을 구분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다.
실제 헤지펀드들이 얼마나 바트화 선물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도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일부에서는 1997년 7
월 태국 중앙은행의 바트화 선물거래액 270억 달러 중 70억 달러
는 헤지펀드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33)
또한 일부에서는 헤지펀드들의 투기적 공격은 태국 바트화가 절
하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ASEAN 국가들의 일련의 환율절하에 대한 요인은 아니었으며, 헤
지펀드들보다는 ASEAN 국가 내의 국내투자가들 또는 ASEAN
국가 내에 투자한 국제투자가들이나 은행들이 환위험 노출을 헤지
하기 위하여 투매한 것이 여타 ASEAN 국가 통화의 평가절하에
33) Eichengreen and Mathieson(1998),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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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34) 한편 아시아
통화위기에 있어서 헤지펀드가 그 원인이었다는 경험적 증거를 찾
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35)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적 자본들이 자주 사용하는 투기적 공격
의 기본적 방법은 절하가 예상되는 통화에 대해 레버리지를 이용
해 과도한 투매를 하는 것Short Sale and Leverages이다. 대체로 다음
과 같은 3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가지수 선물옵
션과 연결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이 있다.36)
첫째, 현물환 매도를 하는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통화
를 차입하여 고금리인 통화로 스왑하여 고금리 통화표시 채권 등
에 투자하여 운용하다가 고금리 통화의 절하가 예상될 경우 현물
을 투매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공매Short Selling를 하는 방법이다. 절하가 예상되는 통화를
거래시점에 현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먼저 절하예상 통화를 팔
고 나서 나중에 절하가 시현되면 그 통화를 매입하여 상환하는 방
법이다. 이는 주식에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차입
하여 주식을 매도한 후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주식을 매입하
여 상환하는 주식에 있어서 공매도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다. 거
래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통화를 팔기 위해서는 그 통화를 빌
리는 방법이 동원되며 투기자본에 의하여 많이 애용되는 방법이다.
셋째, 선물환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평가절하가 예상되는 통화를
선물로 매도하는 것Forward Sale이다. 이는 공매와는 달리 거래시점
에서 현물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며 투기적 공격을 위한 것인지 환
위험 헤지를 위한 것인지 실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34) IMF, World Economic Outlook Interim Assessment, Dec. 1997, p.31.
35) Brown, Goetzman and Park(1998) 참조.
36)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헤지펀드 전략과 대응방향」,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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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러한 투기적 공격에 대해 역공격Counter Attack하는 전
형적인 방법들이다. 우선 투기자본이 공격대상 통화를 차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Overnight Call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오버나이트 콜 금리를 올리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는 점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제도적으로 비거주자들에게
자국통화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비거주자들의 자국통화 보
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 밖에 주식공매를 금지하는 방법이 있다.
실례로 1998년 8월 말의 홍콩에 대한 헤지펀드들을 비롯한 투기
적 자본들의 투기적 공격행태를 보게 되면 투기적 자본들은 우선
홍콩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Short Selling를 하였다. 빌린
주식을 다시 상환하기까지의 시간을 이용해서 투기적 자본들은 홍
콩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도하였다.
홍콩의 환율제도는 Currency Board System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헤지펀드가 홍콩달러를 매도할 경우 통화가
환수되고 이에 따라 금리가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금리가 상
승하는 데 따라서 주식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헤지펀드들은 하락한
주식가격에 의해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상환함에 따라 이
익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양면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차액을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투기적 자본들의 공격에 따라 홍콩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위축
되는 폐해가 나타났다. 이는 다시 홍콩이 달러에 대한 페그를 유
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이러한 의심은 투기
적 자본들의 투기적 공격을 더욱 심화시켰다.37)
37) Financial Times, “Hong Kong Property Market Feels the Breeze of Asia’s
Crisis,” 1998. 9. 23, p.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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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자본들의 이러한 형태의 공격에 대해서 홍콩 통화당국이
취한 대응방법은 통화당국이 직접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주식을 사
들임으로써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식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헤지
펀드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8년 8월 말 홍콩 통화당국이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사들인 액수
는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38)

5. 전염Contagion
한 국가가 통화위기를 겪게 되면 그 통화위기의 파장이 주변의
다른 국가로 전파되어 주변의 국가들도 역시 통화위기권 내에 들
어서게 되는 현상을 전염Contagion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통화위기의 국가간 전염현상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2월의 멕시코 통화위기 때부터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통화위기가 발생하기 용이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이웃 아
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멕시코에 비하여 건전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페소가 투기적 공
격을 받게 되자 아르헨티나 페소화도 역시 공격을 받게 되었다.
38)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소문과 홍콩달러의 미달러화에 대한 연동제의 붕괴 가능성
까지 예상되면서 국제투기자본은 1998년 8월 28일 만기가 되는 주식 선물거래에
서 차액을 남기기 위하여 홍콩달러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1998년 8월 들어 집중
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투기세력에 맞서 홍콩 금융관리국이 주식
을 사기 시작한 것은 1997년 8월 14일부터였다(중앙일보, “홍콩당국 5조 횡재”,
1998년 10월 30일자 28면 참조). 이처럼 홍콩당국이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홍콩이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많은 논란과 외부의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다. 개입규모에 대해서 홍콩당국이 공
식적으로 밝힌 액수는 152억 달러(1,181억 홍콩달러)였다(Financial Times, “HK
Reveals $15bn Spending on Shares,” 1998. 10. 27, p.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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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공격을 받게 된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방
어를 위해 부득이 금리를 상승시키게 되었고 금리상승의 여파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는 등 멕시코 외환위기에
따른 전염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39)
이러한 전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학자들의 동의를 받
아 이론적으로 확립된 것이 없으나 우선 전염의 통로로 볼 수 있
는 것은 첫번째가 무역과 투자를 통한 전염이다. 이는 한 나라의
통화위기는 그 나라의 무역파트너인 다른 나라의 수출과 자본이동
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즉 통화위기 발생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주변국가들의 수
출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다시 균형을 찾기
위하여 주변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 당시에 멕시코 페소화가 급락하자
멕시코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가 연속적
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
두 번째 통로로서는 채권자의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Interdependence
in Creditors Portfolio에

의한 전염이다. 전세계적인 투자가Global Investor

의 입장에서 신흥시장지역Emerging Market 국가에 대한 투자는 전
39)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제 펀더멘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8%에 달하였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상수지 적자
는 GDP의 0.5%였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멕시코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였
던 Luis Donaldo Colosio의 암살, Chiapas 농민군의 반란, 집권당의 사무총장
Jose Francisco Ruiz Massieu의 암살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어 국제투자가들의
투자자본 회수를 가속화했지만 아르헨티나는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에서 벗어나 정
치적으로 안정상태에 있었다. 또한 멕시코가 당시 Pegged Exchange Rate System
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아르헨티나는 Currency Board System을 통하여
달러화와 아르헨티나 페소간의 교환비율을 1 : 1로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외환보유고에 있어서도 멕시코에 비하여 높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
의 부채구성도 단기외채가 중심이었던 멕시코의 경우와는 달리 단기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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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일부를 이룬다.
신흥시장지역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개방형 뮤추얼펀드Open-end
Country Fund에

투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신흥시장지역 내의

한 국가에 있어서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을 우려하는
투자가들로부터 환매요구Redemption가 발생하게 된다. 투자가들의
환매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응하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같은 신흥시장지역의 다른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나 채권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게 된다. 이때에 해당국가의 주식과
채권값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전염현상을 일으키게 된다.40)
세 번째 전염경로로는 군중행동Herd Behavior에 의한 전염을 들
수 있다. 군중행동은 채권자가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우선 단기적으로 채권자들
은 신흥시장지역에서 개별국가들에 대해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 분
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과
정에서 Band Wagon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하나의 신흥시장지역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
타 신흥시장지역도 위험할 것이라는 군중심리에 따라 자금공여자
인 선진국의 국제투자가들이 전세계 투자에 대한 해외자금운용 포
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신흥시장지역으로부터 자금을 이
탈함에 따라 전염현상이 나타난다.
아시아 통화위기 이전까지 전염의 통상적인 형태는 전세계적으로
전염되기보다는 주로 교역상대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전염되었
40)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몇 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매크로 헤지펀드Global
Macro Hedge Fund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한 신흥
시장지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가들로부터의 환매요구에 응하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외의 투자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전염현상이 발
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Goldstein(1998a), p.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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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로 전염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였다.
그러나 아시아 통화위기의 전염은 이러한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전염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발생한
통화위기가 태국보다 훨씬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한국 등을 전
염시키면서 전개되었다. 그 전염의 범위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과 남미 등 거의 전세계적인 범위에 걸쳐 확산되었다.
또한 아시아 통화위기의 전염은 지리적으로 인접 여부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어 외환위기 발생국가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일지라도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전염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태국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한 후 일
차적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 전염된 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Czech와 Slovak 공화국에도 전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가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 이렇게 광범위
하게 전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정리되어 있지 않
으며, 전염현상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경쟁적인 평가절하설이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 펀더
멘탈의 변화에 따라 통화위기가 전염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일본․
중국 등의 평가절하는 주변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연쇄
적인 통화위기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41)
다음으로 자명종 가설Wake Up Call Hypothesis이 있다. 이에 의하
면 통화위기는 주변국가들의 경제근본변수Economic Fundamental의 변
화 없이도 전염된다는 것으로서 태국의 외환위기 발생은 일종의
자명종처럼 국제투자가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자금을 제공한 아
시아 국가들의 신용도를 다시 조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
41) Huh and Kassa(1997) 참조.
제3장/ 아시아 통화위기의 과정 85

러자 국제투자가들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태국과 유사하게 취약
한 금융구조, 느슨한 금융감독,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등의 문제점
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본회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42)
아시아 통화위기는 다양한 국면과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현상을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통화위기의 초기단계, 즉 태국에서 통화위기가 발생된 후
그 인근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되어 나가는 단
계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통한 전염이라고는 볼 수 없다. 태국의
수출입 의존도를 보게 되면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는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가 더 높다.
또한 1997년 7월 2일 태국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1997년 7월 11일에 필리핀, 1997년 7월 14일 말레이시아, 1997년 8
월 14일 인도네시아 등으로 불과 1개월여만에 전염된 사실에 대해
서 수출경쟁력의 약화에 따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변화하여 경쟁적
으로 평가절하하였다고 보기에는 전염에 소요된 기간이 너무 단기
간이다.
아시아 통화위기 초기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의 전염현상은 국
제투자가들의 군중행동과 자명종 가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위기가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홍콩과
한국으로 전염되는 과정도 무역과 투자를 통한 전염이라기보다는
국제투자가들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7월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 초기에 브라질의 주식시장
이 폭락했는데 이는 선진국의 국제투자가들이 해외자금운용 포트
42) Goldstein(1998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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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1998년 8월 17일 러시아가 국가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1주일만에 중남미 각국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고 멕시코의 페소화가 5.5% 하락하여 사상최저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중남미 제국의 주가와 환율이 하락하였던 사례가 있
다. 이는 러시아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된 선진국의 국제투자
가들이 해외자금운용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신흥시장
지역 전체에 대한 자금운용비율을 대폭 축소시킴에 따라 외화자금
이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시아 통화위기가 동남아, 한국 등을 거쳐 러시아 등지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통한 전염의 성격이 강
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통화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지 않
고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위기는 세계경제에
디플레이션을 확산시키면서 원유를 비롯한 1차산품에 대한 수요를
격감시키게 되었다. 1차산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1차산품 가격
을 폭락시키게 되고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의 수출액 감
소를 가져오게 되었다.43)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은 석유가격의 하
락으로 인한 수출액의 감소를 겪게 되었고, 잠비아, 칠레, 몽고 등
43) 우선 통화위기에 휩쓸린 아시아 개도국들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전세계 석
유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15%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중 전세계
석유소비 증가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광물이나 고무,
곡물 등의 1차산품의 소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는
이러한 1차산품에 대한 아시아 개도국들의 수요를 격감시켜 가격을 하락시켜서
1997년 하반기에만 11% 하락하게 되었으며, 1998년 5월 들어 다시 하락하기 시작
하였다. 구체적으로 1998년 5월 현재 금속 및 농산물의 가격은 1995년의 최고가격
에 비하여 1/4 하락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은 1996년의 최고치로부터 1/3 하락하였
다. Chote, Robert and Daniel Dombey, “Asia’s Ripple Effect,” Financial Times,
1998. 7.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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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리가격의 하락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금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겪게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원유를 비롯
한 원자재가 전체수출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원자재가격의 하락
과 물량의 감소는 즉시 수출감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러시
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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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며
아시아 외환위기를 국외자의 입장에서 관찰한 선진국의 경제학자
들과 아시아 외환위기의 당사자인 개도국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있
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44)
이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아시아 국가들 내부의 금융부문의 취
약성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와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
한 자본자유화가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
며, 그 밖에 유동성 위기라고 보는 견해와 구조적 위기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금융부문의 취약성 및 도덕적 해이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는 아시아 통화위기로 직접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국외자
로서 관찰한 선진국의 경제학자들이 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본자유화가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는
개도국이나 외환위기 당사국의 경제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으나 외
부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사용언어 등의 문제로 전자의 견해에 비
하여 약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전자의 견해에 따라 아시아 통화위기를 이해하고 있으
44) Sachs(1998)는 많은 경우 선진국의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분석시
각에 있어서 ‘희생자를 비난하는 접근방법Blame the Victim Approach ’을 사용하여 그
처방도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폐쇄, 예산삭감, 고금리 등의 처방을 내리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
제4장 /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견해 89

며, 이에 따라 그 처방도 부실금융기관의 폐쇄와 자본자유화를 확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들 대표적인 견해의 다양한 조합형태이며,
어느 하나의 견해만을 주장하는 경우보다는 하나의 주장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견해가 혼합되어 나타나되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
이가 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견해의 전형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1.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금융부문의 취약성 및 도덕적 해이가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
라고 보는 견해는 아시아 지역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및 취약
한 금융감독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가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아시아 통화위기를 국외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선진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Krugman
(1998)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견해와 같은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 아시아 국가들이 시장경제원칙
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서 미국
FRB 의장 Greenspan(1998)이 있다.
먼저 Greenspan(1998)은 아시아 통화위기는 베를린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동유럽의 자유화나 라틴아메리카의 자유화처럼 시장경제
Market Capitalism를

지향하는 세계전체의 움직임과 동일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부분에서 시
장경제원리에 의존하였지만 신용배분Credit Allocation에 있어서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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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방식Central Planning에 의하였고 이것이 아시아 국가경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형성하여 외환위기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통화위기는 통제경제에 대하여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견해로서 Krugman(1998)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의 채무가 정부에 의하여 채무보증
이 되는 경우에는 과거 미국의 경우 Savings and Loan의 금융위
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투자를 초래한
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시아 통화위기는 아시아 각국의 금융기관
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에 의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
이,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하고 과도한 투자, 이에 따른 자산가
격의 상승, 부실한 투자에 따른 거품의 붕괴, 거품의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Krugman(1998)은 다음의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기대수
익률이 낮더라도 운이 좋으면 높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Krugman(1998) 모형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2기에 걸친 모형에
서 1기에는 자본을 구입하고 2기에는 생산을 하는데 생산함수는 2
차 함수이다. 고정된 금리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
고 실질이자율은 0으로 표준화하며, 은행이 직접투자를 수행한다.
u 는 투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도입하기 위한 확률변수이며, E

는 기대값을 표시하기 위한 연산자,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나
타내는 확률변수 u 의 실현 가능한 최대값을 u max 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이러한 가정 아래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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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 = ( A +u) K-B K 2

이러한 경제에서 자본의 수익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하여 결
정되고 자본재 1단위당 한계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2)

R = A +u-2B K

만일 자본시장에 왜곡이 없는 상태라면 자본의 투입량은 기대수
익률이 자본비용과 일치하는 선까지 투자되며 따라서 이러한 경제
에서의 자본투입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이다.
(4․3)

K = ( A+Eu )/2B

여기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하는 극단적인 경
우를 생각해 보면 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의 채무가 보증되어 있으므
로 금융기관 소유주들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될 경우 채무를 변
제하기 위하여 자본을 출자할 필요 없이 퇴출이 가능해진다. 이 경
우 금융기관들은 확률변수인 u 의 기대값 Eu 에 따라 ( A +Eu)/2B
만큼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 A +u max )/2B 만큼 투자하기 때문
에 자연히 과잉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Krugman(1998)은 다음의 간단한 예를 통하여 정
부가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
하여 기대수익률이 낮더라도 운이 좋으면 높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투자Ⅰ과 투자Ⅱ는 모두 투자비용이 100으로 동일하지만 기대수
익은 투자Ⅰ이 더 높다.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서 보증이 없다면
당연히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Ⅰ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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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채무에 대한 정부 무보증 및 보증시 기대수익률 차이

투자비용
성공시 수익
실패시 수익

투자Ⅰ(안전)

투자Ⅱ(위험)

100

100

( 12 )
107 ( 1 )
2
107

( 12 )
80 ( 1 )
2

120

기대수익

107

100

소유주의 기대수익

7

10

주 : ( ) 안의 숫자는 성공 및 실패 확률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서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금융기관 소유주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투자
Ⅱ의 기대수익 100이 투자Ⅰ의 기대수익 107보다 낮더라도 금융기
관 소유주의 기대수익은 10으로서 투자Ⅰ의 금융기관 소유주의 기
대수익 7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Ⅱ를 선호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 투자Ⅱ의 수익 120은 불확실한 투자에 있어서 최대
실현 가능한 값으로서 Pangloss Value라고 부른다.45) 결론적으로
투자가에게 있어서 투자실패에 따른 추가출자의 위험부담이 없다
면 투자가는 확률변수에 따른 기대수익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Pangloss Value에 따라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투
자를 선택하게 된다.
45) Pangloss는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Voltaire의 소설 “Candide”에 나오
는 등장인물로 주인공 캉디드의 정신적 스승이다. Pangloss는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설”을 숭배하는 낙천주의자로서 모든 사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코는 안경을 걸치기 위한 것이고, 돌은 성을 짓기 위한 것이며,
돼지는 먹기 위해 생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Panglossian은 지나친 낙관주의자
를 의미하며, Krugman(1997)은 이를 원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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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채무에 대한 정부 무보증 및 보증시 토지가격
지

대

흉 년

풍 년

기 말 토 지 가 격
무보증시

정부 보증시

3기에
보증 철회시

1기

25원

( 23 )

100원

( 13 )

100원

200원

200원

2기

25원

( 23 )

100원

( 13 )

50원

100원

50원

3기

25원

( 23 )

100원

( 13 )

주 : ( ) 안의 숫자는 확률

또한 Krugman(1998)은 다음의 간단한 예를 통하여 정부가 채무
를 보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자산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또한 내생
적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하자. 흉년이 들면 25원만큼, 풍년
이 들면 100원만큼의 수익을 가져오는 토지가 있으며, 흉년이 들
확률은 2/3, 풍년이 들 확률은 1/3이라고 하자. 위험중립적인 투자
가들이라면 토지의 한해 기대수익이 50원임에 따라 100원에 투자
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국제금리(0)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정부 보증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소유자들이 추가출자를 통해
변제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 금융기관의 소유자들은 1기 초에 토
지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기대수확량에 바탕을 둔 가격 100원보다
는 Pangloss Value에 의한 가격 200원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할 것
이다. 이처럼 토지가격이 기대수익보다는 Pangloss Value에 의하
여 결정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있어서 거품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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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형을 2기에서 3기로 확장하여 보자. 그리고 2기에서
3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외생적인 요인(Crony Capitalism을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성향의 정부의 출현 또는 IMF와의 합의에
따른 조치 등)에 의하여 어떠한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철회되어 금융기관의 채무는 금융기관 소유자들의 책임이
되었다고 하자.
2기 말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철회되
었기 때문에 3기의 기대수익 50원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즉 1
기 초에 200원이던 토지가격은 2기 말에 있어서 만일 계속해서 정
부의 지급보증이 있었다면 100원에 형성되었을 토지가격이 50원으
로 하락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무너지게 된다.
이처럼 변화가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생
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2기에 있어서 수익이 Pangloss Value에
의한 100원이 아니라 25원이 실현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2기 초에
토지를 구입했던 금융기관들이 2기 말에 토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3기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3기에 있어 토지가격으로 토지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기대치 50원만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2기 초에 200원을 주고 산 토
지에서 2기 말의 수익 25원과 환매가격 50원을 합쳐 75원만의 투
자비용을 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당초의 구입비용이 200원이었
음에 따라 125원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어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된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Summers
는 금융감독의 강화Greater Regulatory Supervision, 투명성의 확보, 일
반적인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준수, 금융
기관의 파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절차의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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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6)
덧붙여 이러한 시각에서는 아시아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실시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주거나, 다음으로 특정한 관계Relationship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의 관계에는 상호주식보유Cross Shareholdings, 상호지급보증
Cross Guarantees of Subsidiaries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47)

그러나 이러한 Krugman의 모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도
덕적 해이 방지와 과도한 위험부담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등의 제
도적인 정비는 미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로
보인다.48) 또한 도덕적 해이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S&L 사
태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경우에도 심각하게 존재했던 것인만큼 아
시아 통화위기 발생의 원인으로서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만을 거
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제도는 오랜 역사와 관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위적인 정부의 규제감독정책보다는 금융산업 자체 내의 발전메
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산업의 도덕적 해이
가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아시아 국가 내의 특유한
발전메커니즘에 따른 결과론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아시아 통화위기를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에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며 그 동안 금융산업이 자
생적으로 최적 금융구조를 모색할 수 없었던 주변여건의 분석에
46) Summers, Lawrence, “Personal View,” Financial Times, Mar. 11th, 1998.
47) Malmgren, Philippa, “Better Credit Allocation is Key to Averting further Asia
Crisis,” Financial Times, Mar. 17th, 1998.
48) 금융감독이 엄격한 미국에 있어서도 북미의 64개 대형은행 중 4개만이 최신의 자산
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은행을 제외한 여타 은행에 있어서의 여신
기준은 대단히 느슨하다는 것이다. “Warned on Letting Standards Slide,” Financial Times, Feb. 19, 1998,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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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49)

2. 아시아 통화위기는 자본자유화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아시아 통화위기의 중요한 원인은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선진국의 경제학자들보다는 주
로 개도국 또는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학자들 사
이에서 강조되고 있다.
먼저 오상근(1998)은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은 한국 경제의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이 과다차입을 통하여 고
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했던 자동안정장치를 자본자유화 등이
파괴해 버림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
민간기업의 초과차입 행동에는 내생적인 안정화 현상이 존재하며
초과차입은 고투자․고성장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으나 자본자유화, 외화차입구조와 차입방법의 변화가 국민경
제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차입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이제까
지 작동하여 오던 자동안정장치를 파괴시킴에 따라 한국의 외환위
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50)
49) 좌승희(1995)에 의하면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
로 인식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금융의 규제․감독정책 자체도 금
융산업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감안하고 그에 부응하여 조정됨으로써 사실상 금융
제도와 금융규제감독의 내용이 모두 내생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인위적인 정부의 규제감독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궁
극적으로는 금융산업 자체 내의 발전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 pp.204-205 참조.
50) 오상근(1998)은 도덕적 해이는 초과차입을 확대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
는 있지만 안정장치를 파괴시켜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한국 외환
위기의 원인을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다차입에서 찾는 것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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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태국의 Vajragupta and Vichyanond(1998)는 태
국 통화위기의 원인을 1987년부터 갑작스레 추진된 태국의 세계화
Globalization와

자유화Liberalization에서 찾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Rasiah(1998)에 의하면 아시아 통화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들(예를 들면 금융
부문의 취약성)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에 의하면 아시아 통화위기는 그 발생속도와 전염의 범위를 볼 때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자본자유화가 진
행되어 동남아 경제가 위기에 취약해짐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말
레이시아의 통화위기는 투기자본의 공격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51)
서방세계의 학자들로서 아시아 통화위기는 자본자유화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로서는 우선 Sachs(1997)
가 있다. 그에 의하면 자본자유화는 자본유입을 촉발시키게 되는
데, 이러한 자본유입은 환율을 절상시키고 소비붐을 일으키게 되
며 비교역재, 서비스 및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또한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결부되는 경우 새로이 자유화된 금융
기관들은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Sachs(1997)는 태국의 외환위기는 실질환율이 고평가되고, 이는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을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음에는 반대로 외환위
기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는 것으로서 결과에 앞서 나타난 것은 모두 그 결과의 원
인이라는 논리적 오류post hoc ergo propter hoc fallacy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
덕적 해이에 따른 과다차입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거 30년간에는 높
은 초과차입비율에도 불구하고 왜 외환위기를 맞이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외부차
입에 의한 고도성장을 유지하였는가, 기업의 과다차입이 진정 경제성장에 불리하
였는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1) Rasiah(1998)는 “Unfettered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thus, opened the Southeast
Asian economies to substantial vulnerability. … the intensity and its contagion
effect on Malaysia can only be explained by the massive instability caused by
speculation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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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비교역재에 대한 신규투자를 증대시켰으며, 건설부문에 대
한 은행여신을 급속도로 팽창시켰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다.

3. 음모설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에 대해 아시아인들 사이에 정서적으로
많이 수용되고 있는 견해로서 음모설이 있다. 음모설은 고도성장
을 지속하여 온 아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외환위기에 휘말려 침
체에 빠지게 된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외부에 돌리고 싶어하는
많은 아시아인들이 통화위기의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음모에 돌리고자 하는 시각이다.
음모설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
다. 첫번째 고전적인 형태의 음모설로서 아시아 통화위기는 21세
기 초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권에 대하여 기선
을 제압하려는 서방자본이 선제공격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이다. 52) 그렇지 않다면 왜 경제적으로 튼튼한 홍콩에까지 전과 다
르게 집요한 외환공격을 펼쳤겠느냐는 것이며, 이번 동남아 통화
위기는 중국과 동남아 화교경제권의 급성장에 대하여 서방자본이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로
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있는데 그는 “동양의 발전을 시기
52) 필리핀의 경제학자 Bello(1998)도 이와 유사한 음모론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서
술하고 있다. “… There is a belief going around industrial and government
circles throughout Asia that Washington and the IMF conspired with the
banks and speculators to bring about the region’s financial meltdown. The
alleged reason : to derail Asia from its march to become America’s strategic
economic and political rival in the 21st cent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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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방투기꾼들이 일치단결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
다.53)
다음으로 고전적인 음모설에서 더 나아간 극단적인 형태의 음모
설이 있는데 이러한 음모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즉 미국이 국
제통화기금을 주력부대로 내세워 경제위기에 처한 한국, 태국, 인
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금융지원과 경제정책 관여라는 융단폭
격을 가하여 탈냉전 이후의 신패권주의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IMF 지원금융을 앞세워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50
년 전에 미국의 맥아더가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2차대전 당시
처럼 최근의 팍스아메리카나는 아시아 지역을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다. 50년 전에 미국방부 펜타곤의 역할을 이
번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맡았고 주력부대는 항공모함에서 IMF와
미국 대형투자은행과 신용평가기관이 맡았다.
미국은 IMF를 통해 외환위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기성
차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자본시장 개방을
관철시킨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정지를 도화선으로 기업부도와
증시폭락을 유도하고 다시 금융기관 도산을 이끌어 내어 해당국가
의 경제전체를 초토화시킨다. 이때 미국 자본은 사냥에 나서 입맛
에 맞는 기업과 은행을 값싸게 사들인다는 것이다.54)
이러한 음모설은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IMF의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협상내용 중에 미국의 국익이 많이 반
53) 대한상공회의소․한중민간경제협의회,『IMF체제하에서의 한중 경협전망과 대응전
략』, 강연회 자료, 1998. 1. 23. 참조. 또한 미국내 언론(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제기하는 미국의 음모설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즉 “미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한국이 일본 등 역내 국가들로부터 차입하려던 계획을
차단하고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재
계의 반미감정”, 1997년 12월 5일자 참조.
54) 한델스블라트, 1997년 12월 2일자. 세계일보, “IMF 구실로 신패권주의 도모,” 1998
년 1월 22일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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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55) IMF의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개별국가의 실
정을 무시한 채로 시행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4. 유동성 위기설 및 구조적 위기설
그 밖에 아시아 외환위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공황심리Financial
Panic에

따라 발생한 유동성 위기라는 주장이 있다. Radelet and

Sachs(1998)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의 공황심
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거시경제적인 문제점들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와 같은 규모의 외환위기를 발생시킬 만한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국제금융시장의 공황심리
와 외환위기 발생 직전의 아시아 국가들의 부적절한 정책대응 및
엉성하게 만들어진 국제 구조프로그램의 문제점 등으로서 이들이
결부되어 사태를 악화시킴에 따라 당초 국제투자가들의 자본회수
에 불과했던 문제를 전면적인 외환위기로 심화시키게 되었다는 것
이다.
한편 아시아 통화위기는 아시아 지역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
라는 견해가 있다. Corsetti, Pesenti and Roubini(1998)는 Radelet
and Sachs(1998)의 금융시장의 공황심리에 입각한 유동성 위기론
을 비판하면서 근본 거시경제변수에 입각한 해석Fundamental Based
55) 1997년 12월 한국에 대한 IMF 협상과정에서 미재무장관 루빈은 “협상 참여자는
IMF와 한국 정부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
다”고 밝혀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한 것을 시인하였다. 매일경제신문, “루빈재
무, 협상과정 미국개입 시인”, 1997년 12월 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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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Asian Crisis에

의하면 아시아 통화위기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거시근본변수가 계속 지탱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공황심리 때문이거
나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a체제하에서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의
실현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아시아 경제의 전염현상도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서의 취약한 근본 거시경제변수 때문이며, 매우 취약했던 경제 펀
더멘탈들이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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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인과관계들
중 인지 가능한 것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인지 가능한 것 중
분석에 포함되는 것은 또한 얼마나 될 것인가? 간단한 교통접촉사
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적어도 50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아시아 통화위기라는 엄청난 사건에 포함되
어 있는 인과관계 중 관찰자에게 인지되어 일반화하기 위한 분석
에 포함되는 부분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복잡한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과 분석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연구는 통화위기 발생에 대한 인식 프레임을 ‘사슬을 잡아당겼을
때 가장 약한 고리의 부분에서 끊어지는 것’과 유사하게 모형화하
였다.
사슬이 끊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선 사슬에 있어서 전체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져 사슬이 팽팽해지고, 팽팽해진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가장 약한 고리부분에서 끊어져 나간다. 또한 사슬에
있어서 고리들 중에 특별히 약한 고리가 없다면 전체에 대한 긴장
도가 상당한 수준까지 가해지더라도 고리들간에 긴장도의 분산에
의하여 상당한 수준의 긴장도를 견딜 수 있다. 반대로 약한 긴장
도와 외부충격이 가해지더라도 특별히 약한 고리가 있다면 쉽게
끊어져 버리게 된다.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도 위기발생과 인과요인들간의 관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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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이 끊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모형화하여 단순화하고자 하며, 향
후 이를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가장 약한 고리 모형’으로 칭하기
로 한다.
‘가장 약한 고리 모형’을 아시아 통화위기에 적용하여 보면, 아
시아 각국 거시경제의 대내외 불균형을 심화시켜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긴장Macro Economic Tension을 높여 현재의 거시경제변수 수준
으로부터 일탈하게 하는 압력을 높인 요인(향후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긴장도를 높인 요인’으로 칭하기로 한다), 경제에 있어서 다
른 부문에 비하여 취약한 부분을 형성하여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파열되어 위기 발생의 촉매부분을 형성한 요인(향후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한 요인’으로 칭하기로 한다), 그리고 외
부의 충격요인(향후 ‘외부적 충격요인’으로 칭하기로 한다) 등으
로 구분하여 단순화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설정에 의하면 거시경제 전체의 불균형 심화로 상당
수준 긴장도가 높아지더라도 경제 내에 특별히 취약한 부문이 형
성되어 있지 않다면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상당한 수준까지 지탱해
낼 수 있다. 반면 경제 내에 ‘가장 약한 고리’부분이 크게 형성되
어 있다면 비교적 경미한 외부의 충격과 약간의 거시경제의 불균
형에 의해서도 경제가 외환위기에 휘말려 들 수 있다.
한편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긴장도를 높인 요인과 경제 내에서
취약한 부문을 형성한 요인 및 외부의 충격요인 등 3자간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한 논의는 3가지 요인이 모두 결합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경중을 가린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무의미한 논의라고 판단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가장 약한 고리 모형’에 따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아시아 통화위기는 실물부문에 있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국
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이루어져 왔던 수직적 국제분업체제가 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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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게 되었고, 금융 및 자본부문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한 가운
데 급속한 자본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유입된 자본이 아시아 국
가들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제전체에 대한 긴장도를 높
였다.
또한 미숙한 자본 및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취약한 금융감독에
따라 비대화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위험부담적인 영업을 수행함
에 따라 부실화되어 위기발생에 취약한 부문을 형성하였으며, 헤
지펀드 등에 의한 공격이 외부적 충격요인을 구성하였다.
즉 아시아 지역내 국가간 분업체계의 혼선과 자본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균형 심화로 경제전체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충격요인이 발생하자 부실화된 비은행 금융기관 등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부터 우선 국제자본이 회수되면서 통화위기가 발
생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외환위기는 아시아에 있어서 공통된 실물부문과 자본이동
부문에 있어서의 요인 외에 추가하여 UR 협상과 OECD 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실물과 자본부문에서의 개방이 환율절
상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거시
경제 전체에 대한 긴장도’를 높였다. 또한 그 동안 당국의 비대칭
적인 금융규제에 따라 급속도로 비대화한 종금사 등의 위험을 무
시한 방만한 영업이 방치되어 오다가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종금사 등이 급속 부실화하여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부분인 ‘취
약부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홍콩 증시폭락 등 아시아
통화위기로 인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자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
한 종금사 등의 취약부문에서부터 자본이 회수되면서 통화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한국 통화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국가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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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체계의 혼선과 자본자유화에 따라 거시경제의 긴장도가 높아
지고, 자본 및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형성된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
의 부실이 경제의 취약점을 형성하는 가운데 투기적 공격과 아시
아 통화위기 등 외부의 충격에 따라 가장 취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의 균열로부터 통화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서로가 많은 공통
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통
화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 우선
실물부문에 있어서는 일본과 아시아 개도국간의 산업구조가 점차
유사해지고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화하는 데 따라 일본․아시아 신
흥개도국․중국간에 경쟁이 격화되었다.
아시아 신흥개도국들의 경쟁력은 1995년 이후의 엔화 약세와
1994년 1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더욱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개도국들은 1990년대 중반에 일본과 중국에
게 수출시장을 잠식당하고 수출감소로 인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확
대되었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아시아 국가들
의 대외 불균형을 심화시킴에 따라 ‘가장 약한 고리 모형’에 의하
면 거시경제에 있어서 긴장도를 높인 요인이 되었다.
자본 면에서 보게 되면 아시아 각국은 1990년대에 있어서 금융
자유화와 자본자유화로 인하여 많은 자본의 유입이 있었다. 그러
나 유입되는 자본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의 인프라는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자
유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입자본은 상당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 기존 국내
자산스톡에 투자되어 자산가격에 버블을 형성하게 되었고, 생산부
문으로 유입된 자본은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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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부문에 상당부분 투자되어 투자의 비효율을 낳았다.
또한 유입자본은 자국의 실질환율을 절상시켜 수출경쟁력의 약화
를 가져왔고 수입증가로 인하여 대외 불균형을 심화시켜 역시 거
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이 되었다.
그 밖에 외자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은 장기
간에 걸쳐 고정환율제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유
지하여 왔다. 이러한 고정환율제도의 장기간 지속은 물가상승에
따라 자국의 실질환율을 절상시켜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 것
외에 민간부문에 있어서 대부분 헤지하지 않은 상태로 외채를 부
담하게 만들었고 국제투기자본의 투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자본이동 부문에 있어서는 국제 단기투기자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팽창하였고, 세계 각국 금융시장의 동조현상이 심화되
어 일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단시간 내에 타국으로 전파되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가 가속 진전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994
년 멕시코 통화위기 발생 이후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많은 국제유동자금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제유동자금 중 많은
부분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붕괴 이후 초저금리로 인하여
일본 외부로 유출된 자금들이었다.
이들 국제유동자금들은 전술한 아시아 각국의 자본자유화와 맞
물리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대폭 유입되었다. 이들 유입자금들은
전술한 바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자산시장에 버
블을 형성하고 경기를 과열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과열을 억
제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과 경기순환 요인에 의하여 자
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자산가격의 버블이 붕괴되자 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온 태
국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기관이 부실화하
자 이들 금융기관들을 통하여 유입되던 외국자본의 유입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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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되어 가고 있던
아시아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더 이상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
의 대외신인도를 더욱 떨어뜨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자본의
이탈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장기간에 걸친 고정환율제도의
유지는 외부 투기세력으로 하여금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이 고평가
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 투기적 공격을 촉발시키게 되
었다. 투기적 공격에 대해 태국의 경우 외환보유고로 저지하여 맞
서다가 외환보유고가 소진되자 고정환율제도의 유지를 포기하게
되어 본격적인 아시아 통화위기가 시작되었다.
태국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하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로 전염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은 외환보
유고를 소진하기 이전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으나 헤지되지 않
은 민간부문의 많은 외채를 뒤늦게 헤지하려는 실수요로 인하여
외환위기는 점차 심화되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최대의 자금공급국인 일본의 금융기
관 부실이 심화되고 일본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었다. 이
와 같은 일본의 금융기관들의 부실심화와 신용경색은 아시아 지역
으로부터 일본 자금의 회수를 야기시켰고,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국제유동성의 부족을 심화시켜 아시아 국가들 전체 거시경제의 긴
장도를 높인 요인이 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심화되는 가운데 외
환위기는 북상하였고, 국제투기자본들의 투기적 공격에 따라 대만
이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대만이 환율지지를 포기하자 홍콩이 공
격을 받게 되었다.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이 불안
을 보이자 아시아 지역에 투자되었던 국제자본들이 회수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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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기해외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새로이 외환위기
에 휘말리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에 있어서 경제 내에서 가장 약한 취
약부문을 형성하여 위기 발생에 있어 촉매역할을 수행한 것은 일
본의 주택금융전문회사, 태국의 파이낸스 컴퍼니, 한국의 종금사
등이다.
이들은 모두 비은행권 금융기관들로서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
전에 당국의 비대칭적인 규제와 감독에 따라 은행권에 비하여 비
정상적으로 비대화하였으나 위험부담적인 영업에 따라 막대한 부
실채권을 안게 되면서 해당국가의 금융시스템 부실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와 한국 외환위기의 유사성은 모두 아
시아 국가 내의 국제분업질서의 혼선과 금융 및 자본자유화가 거
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 및 자본자유화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형성하였으며,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파열되어 국제자본의 회수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외형상 상이한 점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취약점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발생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실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이
다.
그러나 외형상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 버
블의 생성과 붕괴로 인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과 한국에 있어
서 기업의 부실과 종금사의 부실은 많은 부분이 자본자유화에 따
른 환율의 고평가와 불충분한 금융감독 등 미숙한 자본 및 금융자
유화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연구의 ‘가장 약한 고리 모형’에 의하여 기존의 견해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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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보면 아시아 통화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한 ‘구조적 위기설’과
‘자본자유화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등은 모두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긴장도를 높인 요인’을 강조하는 기존의 견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는 위
기 발생의 촉매가 되는 ‘가장 약한 고리’부문을 형성한 요인을 강
조하는 견해이며, 유동성 위기설 등은 ‘외부적 충격요인’을 강조하
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체에 있어서 부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견해들
은 복합적 요인의 결합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의 전
체적 양태를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
에서는 그 요인별 경중구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하여 실물부문, 자본자유
화, 고정환율제도의 지속,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심화와 신용경색,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취약성 등에 대하여 차례로 논의하기로 한다.

1. 실물부문 : 아시아 각국내 경쟁의 격화
외환위기를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위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3년부터 1996
년까지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급속히 확대되어 대외 불
균형이 심화되어 거시경제 전체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각국의 1995년과 1996년의 경상수지 확대
의 내용을 보면 이는 주로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에서 왔다. 이들 각
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995년과 1996년에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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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각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갑작스럽게 확대되기 시작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1990년대에 와서 일본, NIEs, ASEAN, 중국 등 국가군들
간에 국제분업이 흐트러지고 경쟁이 격화되어 일본과 중국의 사이
에 샌드위치처럼 놓여 있는 NIEs 국가들과 ASEAN 국가들의 수
출시장이 잠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가설 아래 분석하고자 한다. 아
직 엄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관계로 가설의 단계에
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며 엄밀한 경험적인 검증은 추후의 연구
에 맡기기로 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의 실물부문에서의 원인
은 일본, NIEs, ASEAN, 중국 등 아시아 각국간에 국제적 분업관
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분업과 협력 대신 경
쟁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엔화와 위안화를 절
하한 일본과 중국에게 유리한 가격구조가 형성되어 일본과 중국의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하는 대신 한국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제국
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이는 NIEs 및 ASEAN
국가들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를 가져와 국제금융
시장에서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킴
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채권회수에 돌입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
었다.
동아시아 지역을 크게 국가별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구분해 보
자면 일본, NIEs(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ASEAN 4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중국 및 베트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군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를 통하여 대체로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일본, NIEs, ASEAN, 중
국 및 베트남 등의 순서로 대열을 유지하며 기러기행렬Flying Geese
처럼 국제분업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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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기술집약적인 고도의
첨단제품은 일본에서 생산하고, 그 아래 단계의 기술집약적인 제
품은 NIEs, 노동집약적인 저급제품은 ASEAN과 중국 등에서 생
산하는 등 일본을 선두로 아시아 지역은 기술적으로 일정한 간격
을 두면서 국제분업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군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어서는 산업발전 단
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국가군들간에는 상호경쟁보다
는 협력과 보완의 측면이 보다 강하였으며, 선진국 수출시장에서
도 국가간 발전단계에 따른 제품의 질에 의하여 시장이 분할되어
국가군 내부에서는 경쟁이 심하였지만 국가군간에는 경쟁보다는
보완의 정도가 훨씬 높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국가군들간의 분업과
협력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아시아 국가군들간에 산업발
전 단계가 수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보다는 발전단계가 다
국적, 수평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아시아 국가군들간에 경쟁이 격화
되기 시작하여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 여타 아시아 지역 국
가간에 유사한 제품과 시장을 놓고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들 국가군들간의 경쟁이 격화된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
으로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직접투자의 증가, 일본의 정보산
업과 금융산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구조조정 지연
과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보인다.

(1)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직접투자의 활성화
먼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NIEs 국가군들
은 선진국형으로, 중국과 ASEAN 국가군들은 NIEs형으로 산업구
조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저축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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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본을 도입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내생산요소를 결
합함으로써 국제적인 비교우위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 후발개도
국들은 ASEAN 및 NIEs 등 선발개도국들에 대한 추격을 과거보
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베트남 등 동아시아 후발
개도국들은 총고정자본형성 중 많은 부분을 직접투자의 유치에 의
해서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들은
ASEAN 국가들과 NIEs 국가들의 발전단계를 용이하게 추격하여
상호간 경쟁력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선발개도
국과 후발개도국간에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구
조개혁과 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에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된 계기로는 엔고현상
에 따라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생산거점을 국내로부터 아시아
각국으로 이전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엔고를 경영체질의 합리화만으
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제히 다국
적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
로 생산거점을 ASEAN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 이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생산거점 이전은 ASEAN 및 중국 등에 위치한
일본 다국적기업의 현지 자회사제품과 한국 등 중저급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제품들과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동시에 일본으로의
역수입에 의하여 일본시장 내에서도 치열한 경합을 발생시키게 되
었던 것이다.56)

56) 김창남(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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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경제의 산업구조 개편 지연
일본 경제가 새로운 산업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비하여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즉 그 동안 제조업에서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의 우위를 지켜 왔으나, 정보화와 금융산업
의 경쟁력에 있어서나 산업구조의 재편에 있어서는 국가전체의 경
쟁력이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산업과 금융산업 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에 비하여 뒤처지게 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일
본이 정보산업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도하여 실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사회의 구조상 일본의 시스템이 국제화․정
보화의 시대적 조류와 걸맞지 않으며, 제도적 피로System Fatigue로
인하여 일본이 신산업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다만 현재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자본조달 면에 있어서 일본은 버블이 붕괴된 1990
년대 초반부터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추후에 상세히 언급할 것이지만 이처럼 일본이 새로운
산업분야의 투자에 있어서 미국에 뒤처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초
반 일본의 버블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의 투자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의 주식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게 되고 일본의 금융기관 부실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장기간 신용경색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투자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할 수가 없었다. 주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직접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었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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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간접금융으로도 조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1990년 초반부터 새로운 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할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미국에 비하여 새로운
산업부문으로의 진출이 늦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57) 새로운 산
업부문으로의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일본은 과거의 산업구조를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과거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
는 한 산업발전 단계에서 추격해 오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의 충돌
이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그대로
존속시키게 됨에 따라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로 범용상
품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아시아 제국과 일본은 유사한 산
업분야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일본과 유사한 상
품과 시장을 놓고 함께 나눠먹기 식으로 경쟁을 벌이는 처지에 놓
이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 가설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엄밀한 경험적인 검정을 필요로 한다.

(3)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
일본의 신산업분야로의 진출이 지연된 것 외에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1980년대까지 비교적 질서를 이루어
57) 이처럼 일본이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투자가 미흡했다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설비연령이 미국에 비하여 노후화되고 있다는 데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설비연령은 활발한 신규 설비투자 수요에 힘입어 제2차대전 후 일
관되게 미국에 비하여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제조업의 설비연령은 버블붕
괴 후 대폭 둔화되기 시작한 신규 설비투자 수요에 따라 점차 높아져 1996년을
기점으로 일본(10.3년)은 미국(10.2년)보다 설비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日本經濟新
聞, “製造業の 設備年齡 逆轉”, 1998년 8월 24일자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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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분업질서에 있어서 변동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와 수출증대는 산업발전 단계에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ASEAN 국가들과 중국간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NIEs 국가군들과
도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김남두 외 3인(1997)에 의하면 ASEAN
국가들의 경우에 1990년대에 들어 임금 등의 생산요소 가격경쟁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제품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전환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체현상을 보
이고 있으며, 선진국에 대한 수출시장에서도 중국의 시장점유율
증가 추이가 ASEAN을 능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8)
이처럼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 추진과 공산품 수출증대는 세계
시장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군들간에 무역경쟁을 심화시키고 있
으며, 상대적으로 시장을 잠식당한 NIEs 국가들 및 ASEAN 국가
들의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를 초래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
다.

(4) 위안화 및 엔화의 절하
1990년대 중반에 있어서 아시아 각국간의 경쟁을 격화시킨 요인
으로서 가격 면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일본 엔화의 절하를
들 수 있다.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공정환율 5.8위안/$으로부터
8.45위안/$으로 위안화를 45.7% 절하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환율절
58) 김남두 외 3인(1997), pp.113-114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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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유사하게 저임低賃에 바탕을
둔 섬유,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에 의존하던 국
가들이 중국에게 시장을 상실하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보
여진다. <표 5-1>에서 보듯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된 반면 1993년 106억 5천4백만 달러이던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994년에는 72억 9천만 달러 흑자, 1995년에는 180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상승하게 된 원인은 많은 부분이 위안화 환율
절하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5-1> 중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무역 수 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9,165

8,743

5,183

-10,654

7,290

18,0 50

19,5 35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위안화 절하 외에 아시아 국가들간의 가격경쟁을 격화시킨 다른
요인으로는 1995년 이후 엔화의 절하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엔화
는 엔고가 절정에 달하였던 1995년 4월 83.6엔/$에서부터 1996년
말에는 113.7엔/$까지 절하되어 약 36% 절하되었다. 이러한 일본
엔화의 절하는 유사한 산업분야와 시장에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본에게 가격경쟁력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아시아 국가군들간에 중층적인 산업발
전 단계가 혼선을 보이게 되었고 위안화와 엔화 절하의 영향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ASEAN 국가들과 한
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NIEs 국가들과 일본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군들간에 세계시장을 놓고 경쟁이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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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SEAN 국가들과 NIEs 국가들은 노동집약적인 저가
품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있어서는 일본에게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ASEAN 국가들과 NIEs 국가군들이 일본과 중국에게 세계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어 경상수지의 악화와 대외 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하여 ‘거시경제 전체의 긴장도’를 높이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엄밀한 경험적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아시아 각국의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입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국제자본
이동의 확장과 수축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1990년대 국제자본이동의 특징으로는 아시아 지역
으로 많은 국제자본이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각국의
자본자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자본흡수 능력이 취약한 가운데 유입된 막대한 자본은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전체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이 되었다. 우선 아시아 각
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자본유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자본자유화의 이득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이
득의 경우보다 훨씬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논의되
고 있는 것은 자본이동이 자유화될 경우 자본은 자본을 가장 필요
로 하는 곳부터 흘러들어가게 될 것임에 따라(즉 자본의 한계생산
력이 가장 높은 곳부터 유입될 것임에 따라) 투자를 증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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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촉진시켜 자본을 받아들이는 측에게는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자본을 제공하는 측에게는 보다 높
은 수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골자이다.
자본자유화로 인하여 자본유입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본유
입은 첫째로 단기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자금코스트를 낮추고, 둘
째로 국제이자율 수준이 국내자본의 한계생산력에 미치지 못하는
한 국민경제적으로 잉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로 외국자
본유입은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간에 경쟁을 유발시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영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으로 기
대된다.
이상의 자본자유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논의는 유입
자본이 급격히 유출입되지 않는 경우에 기대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자본자유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는 모두 유입된
자본이 자본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높은 정도의 점착성Stickiness을
가지고 사용될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된 것들이다.
만일 유입된 자본이 국내경제에서 점착성이 없이 단기에 유입․
유출되는 성격의 자본이라면 점착성이 없는 단기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거시경제를 교란시키게 되며 이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게 된
다.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첫번째와 두 번째 기대효
과는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59)
자본자유화를 통한 자본유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부정적인 효
과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유입된 해외자본을 국내경제가 흡수하
59) Rodrik(1998)은 자본자유화를 실시한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하여 더
빨리 성장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더 많은 투자가 있었다거나 더 낮은 물가상승
을 경험하였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자본이동에
대한 제약을 제거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낙관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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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로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60)
먼저 단기에 있어서 유입되는 외화를 국내경제가 흡수하는 방식
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방식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유입외화를 매입의 형태로 흡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매입한 외화물량은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에는 중화中化와 비중화非中化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중
앙은행의 순외화자산Net Foreign Asset을 NFA, 중앙은행의 국내신용
Domestic Credit을

DC, 본원통화Monetary Base를 MB라 하였을 때 중

앙은행 본원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로부터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5․1)

Δ NFA +Δ DC ≡ Δ M B

위 식은 본원통화의 증가는 중앙은행 외화자산의 증가 또는 중
앙은행의 정부 및 민간은행에 대한 국내신용의 증가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가 유입되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화를 매입하게 되면 NFA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는 본원통화 증가분 ΔMB에 대해서 국내신용 ΔDC를
60) Williamson(1997)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있어서의 자본자유화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실물 및 무역부문에 있어서 자
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자본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자본이 교역재 부문보다는
수입대체산업 부문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 두 번째로 국내에 있어서 금융자유
화가 진전되기 이전에 자본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생산적
인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세 번째로 재정이 불건전하고 재
정건전성의 확보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본자유화를 시행하는 것
은 단순히 재정적자를 일시적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넷째로
자본자유화는 실질환율을 절상시켜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에 결정적인 저해요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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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NFA)만큼 감소시켜 본원통화의 변동을 상쇄하는 것을 중화
정책Sterilization Policy이라고 하며, 본원통화의 변동을 상쇄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비중화정책Nonsterilization Policy이라고 한다.
중화정책은 주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 요인을 공개시장에서
국공채의 매각을 통하여 상쇄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의
도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화정책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있어
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규
모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유입외화 중 시장개입 물
량에 대해 상당부분 비중화를 할 수밖에 없으며 비중화정책이 시
행될 경우 유입외자 중에서 중앙은행이 구입한 액수만큼의 본원통
화를 증가시키게 된다.61)
둘째 방식은 유입된 해외자본을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로 흡수하
지 않고 외환시장에서의 시장기능에 맡겨 외화의 초과공급에 따른
자국통화의 환율절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때에는 중앙은행
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음에 따라 외환보유고에는 변동이 없으
나, 외환시장에 있어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통화를
61) 유입외화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중화시킬 수 있는 규모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
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중화정책에 따라 유입외화에 해당되
는 만큼 국내신용을 감소시키게 되면 국내신용 축소에 따라 자금조달이 쉽지 않
은 중소기업 등에 타격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중화정책 수행을 위하
여 국채 등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지급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는 또
다른 통화증발 요인을 만들게 된다. 또한 중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내채권시장에 대하여 채권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 국내금리 상승을 초래하는데
이는 자본유입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켜 자본유입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당부분 퇴색시키게 된다. 끝으로 이러한 국내채권시장에 대한
채권공급의 증가가 가져오는 국내금리의 상승효과는 추가적인 자본유입을 초래하
게 되는데 이는 채권공급의 증가가 국내금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금리 상
승이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중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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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상시키게 된다.
이처럼 유입외화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외환
보유고의 증가 또는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동시에 본원통화의 증가
를 통해서 흡수된다. 이러한 본원통화의 증대는 물가와 자산가격
을 상승시키고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을 확대시킴으로써 자산효과
와 유동성 제약 완화를 통하여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소비증대는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연결된다.
한편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외화유입 물량은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증대를 가져와 환율을 절상시키게 되고 환율의 절상은
수출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환율절상은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실물부문과는 무관하게 자본수지 흑자에 따라 환율이
절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이동이 없는 경제의 경우 경
상수지 적자시에 환율이 절하되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
시키는 자동조절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같은 환율절상은 경상수지의 적자요인으로 연결된다.
또한 환율절상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게 된다. 즉 환율이 절상
되면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유입자본이 수출산업 등 교역재 부
문보다는 수입대체산업 등 비교역재 부문으로 배분된다. 이처럼
비교역재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면 유입자본은 수출증대에는 기
여하지 못하면서 투자수익 송금만 증대시킴으로써 경상수지를 악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차 외자상환 능력에 이상을 초래한
다. 예를 들어 유입자본이 대표적인 비교역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과 유통업 등에 투입되는 현상 등이다.
이처럼 유입된 자본은 유입경로에 따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외화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실질환율 절상과 민간신용 확대 등
에 따른 소비증가에 따라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로 재환류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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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균형을 보게 되면 BP를 국
제수지, CA를 경상수지, K를 자본수지, R를 외환보유액이라고 하
였을 때 국제수지의 항등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5․2)

B P ≡C A +K≡Δ R

(5․3)

K ≡ -C A +Δ R

위의 식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유입액은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액의 확대와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통해서 국민경제 내부로 흡
수된다는 것이다. 62)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본유입은 거시경제
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제전체의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 외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정적인 효과로서
핫머니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로 인한 과도한 자산가격 및 환율의
변동을 들고 있다. 유로시장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은 감독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실물시장과는 달리 가격변동이 심하
고 시시각각으로 변동한다.
이러한 변동은 경제의 근본상태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거시
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나 소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
은 충격에도 신뢰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가 있다. 특히 평가절하가
단행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는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급격한 자본유출은 국내금리 인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과 주식시장에 파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단적인
예로 멕시코 사태를 들 수 있다.
62) 자본유입의 장기적인 균형에 대해서는 오정근(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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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MF는 1998년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에서 아시아 통화위기가 악화된 것을 계기로 자본이동에
대한 IMF의 견해가 변화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종전에 무조
건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옹호하던 것으로부터 “취약한 금융부문하
에서 자본자유화가 실시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the combination of a weak banking system and an open capital account
wa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고

하면서 “금융부문이 강화되는 데

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담당자들은 금융부문에 대한 개방을
순서에 따라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특정종류의 자본유입에 대해서
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63)

(2) 태국의 자본자유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각국은 1970년대부터
한국은 그보다 뒤늦게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자본자유화에 따라 외화자금 유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유입된 자금은 아시아 국가에서
자본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자본자유화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금융 및 자본자유화
보다 조기에 시행되었다. 우선 자본자유화 부문을 보게 되면 외국
인 증권투자 부문에 있어서 1974년 5월 태국은 증권거래소를 설립
하고 동 거래소를 통한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였는데 외국인

63) “Given that there are limits to the pace at which financial sectors can be
strengthened, policy makers need to undertake an orderly opening of their
financial systems and may need to consider imposing temporary measures to
restrain certain types of inflows,” Financial Times, “IMF admits drawbacks to
free flow of capital,” 1998. 9. 22, p.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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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한도는 종목당 49% 이내로 하되 금융․증권회사 주식에 대해
서는 예외적으로 25% 이내로 제한하였다. 1985년에는 방콕펀드를
설립하고 1986년에는 태국펀드를 설립함으로써 외국인 간접증권투
자를 허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1997
년 12월에 와서야 IMF와의 합의사항에 따라 50%까지 개방되었고,
태국펀드와 유사한 Korea Asia Fund의 설립이 1991년 4월이었음
에 비교하면 태국이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빨리 자본시장 개방을
실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자유화 부문 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을 보게 되
면 1972년에 외국기업법을 제정하고, 1977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1988년에는 외국
인투자 원리금 송금을 자유화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
고자 하였다.
태국의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93년 3월 역
외금융시장인 방콕국제금융시장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BIBF)을 설립한 것이다. BIBF는 국제금융기관들을 태국에 유치하
고 국제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태국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지역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어 인도차이나 지역국가들과 미얀마의 경
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중심지로 만드는 동시에 태국 금융기
관들의 해외차입비용을 감소시켜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외국자본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었다.
BIBF의 주요 업무내용은 태국 국내와 국외 모두에 대한 외화여
신 및 수신업무, 국외 거주자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비거
주자들간의 국제무역거래, 외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외화차입,
자금운용에 대한 펀드매니저 역할 등이었다. 그 외에 투자은행
Investment Bank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금융정보 제공, 금융에

대한 자문업무, 투자타당성 조사, M&A, 해외채권 발행을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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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는 BIBF의 홍콩, 싱가포르 등 여타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세제상 우대정책을 통하여 BIBF에
대한 육성정책을 시도하였다.64) 1993년에는 모두 47개의 상업은행
들이 BIBF로부터 허가License를 받았는데 이 중 15개는 태국 국내
상업은행들이고 12개는 외국은행 지점들로서 이미 태국에 설립되
어 있던 것들이며, 20개는 외국은행으로서 지점이 없이 설립된 것
들이다.65)
당초 BIBF 내의 외국은행들은 외화자산 운용대출만 허용되었을
뿐 외국은행들의 태국 내에서의 전국적 규모의 바트화 영업은 금
지되어 있었다. 태국 내에서 전국 규모의 바트화 영업은 높은 예
대금리차로 인하여 커다란 특혜였으며, BIBF에서 허가를 받은 외
국은행들은 태국 정부가 BIBF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들에게 향
후에 바트화의 전국적인 영업을 허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태국 정부는 바트화의 전국 규모에 대한 영업허가Full-branch Banking
Licenses를

발급하는 기준을 BIBF 참여은행들 중에서 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 즉 태국 경제에 대한 외화대출 실적에 따라 발급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BIBF의 외국은행들은 바트화의
전국적인 영업허가권을 받기 위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태국 금융
기관과 기업들에 대해 외화대출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 이후 태
국 정부는 1996년 11월 BIBF에 설립된 7개 외국은행에 대하여 태
국 국내에서 전국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부여하였다.
64) 구체적으로 태국 정부는 BIBF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법인소득세율을
10∼30% 삭감하고, 해외거주자간의 외부거래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이자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으며, 인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태국과 10∼15%의 이중
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이자에 대한 과세를 10∼15% 정도 감면
하였다(Bank of Thailand, Annual Economic Report, 1993, p.54 참조).
65) Vichyanond(1994), p.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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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중요한 기준은 BIBF에서 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외화대출 실적이었다. 66)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BIBF가 설립된 이후 외국은행들의 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태국 금융기관들은 BIBF로부터 연리 약 5%로 외화자금을 조달하
여 바트화로 연리 약 16%로 대출하여 약 10% 정도의 금리차를 수
익으로 올렸다. BIBF가 1993년에 설립된 이후 BIBF를 통하여 태국
으로 유입된 외화액수는 <표 5-2>에서 보듯이 1993년에 76억 달러
였으며, 1994년에는 101억 달러, 1995년에는 81억 달러, 1996년에는
46억 달러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누계 304억 달러에 달한다.
<표 5-2> 태국의 민간자본 순유입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민간자본유입 합계
10.9
은행
1.6
중앙은행
1.6
BIBF
0.0
민간비은행부문
9.3
직접투자
2.4
외국
2.5
태국
-0.1
직접투자(Net)
4.5
증권투자
0.4
주식투자
0.4
채권
0.0
비거주자 바트화예금 1.3
무역신용
0.6
기타
0.1

10.3
-0.3
-0.3
0.0
10.5
1.8
2.0
-0.2
5.6
0.2
0.0
0.1
2.1
0.7
0.1

9.3
1.9
1.9
0.0
7.4
2.0
2.1
-0.1
2.7
0.6
0.5
0.1
1.8
0.3
1.0

10.3
3.6
-4.0
7.6
6.7
1.4
1.7
-0.3
-2.4
4.8
2.7
2.2
2.7
0.5
-0.4

12.0
13.9
3.8
10.1
-1.9
0.9
1.3
-0.4
-5.8
1.1
-0.4
1.5
2.0
0.5
-0.6

20.8
11.2
3.1
8.1
9.6
1.2
2.0
-0.8
1.5
3.3
2.1
1.2
3.4
0.3
-0.1

18.2
5.0
0.4
4.6
13.2
1.5
2.3
-0.8
5.4
3.5
1.1
2.4
2.9
-0.1
0.0

1997. 1997. 1997.
1-6
Q1
Q2
-1.4
1.7 -3.1
2.4
2.4 -0.1
1.8
1.8
0.0
0.6
0.7 -0.1
-3.8 -0.8 -3.0
1.0
0.5
0.5
1.3
0.6
0.7
-0.3 -0.1 -0.2
-1.2 -0.3 -0.9
1.5
0.5
1.0
1.3
0.4
0.9
0.3
0.1
0.2
-5.4 -1.8 -3.6
0.2
0.2 -0.1
0.0
0.0
0.0

자료 : 瀧井光夫․福島光丘,『アジア通貨危機 : 東アジアの動向と展望』, 日本
貿易振興會, 1998, p.47로부터 재인용.
66) Kawai(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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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BIBF를 비롯하여 비은행 등 여러 외화유입 경로에 따라
태국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자본은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으로
분산되어 투자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부동산, 건축 등 비교역재와
주식시장 등 기존 자산스톡에 투자되어 자산가격에 버블을 형성시
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BIBF를 통한 외화자금유입
의 경우를 보면 <표 5-3>에서 보듯이 직접 부동산으로 유입된 액
수는 1995년의 경우 BIBF 라이선스은행 융자총계 273억 24백만
달러 중 10억 20백만 달러로 3.7%이며, 1996년의 경우는 융자총액
318억 61백만 달러 중 9억 37백만 달러로 2.9%에 불과하다.
그러나 Finance Company로 대표되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대
출된 비율을 보게 되면 1995년의 경우 19%, 1996년의 경우는 15%
를 기록하고 있다. BIBF를 통하여 유입된 자금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되기보다는 주로 Finance Company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
하여 상당한 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7)
<표 5-3> 태국 BIBF 라이선스은행 융자 잔고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7,731

18,157

27,324

31,861

27,012

업

3,209

6,967

11,726

15,410

13,444

비은행 금융기관

572

2,850

5,197

4,720

3,894

부

608

971

1,020

937

733

총
제

조

동

산

자료 : 瀧井光夫․福島光丘,『アジア通貨危機 : 東アジアの動向と展望』, 日本
貿易振興會, 1998, p.54로부터 가공하여 재인용.
67) 瀧井光夫․福島光丘(1998), p.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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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BIBF 등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은 Finance Company를 비
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들 자금은 주로
주택금융 등 부동산 융자를 증가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다(<표
5-2> 참조).
또한 유입된 외화자금은 부동산 이외에 주식시장으로도 유입되
어 주가를 급속히 상승시켜 자산가격에 거품을 형성하게 하였다.
<표 2-27>에서 보듯이 태국의 주가는 1988년은 387의 수준에서
1993년에는 1,683으로 5년만에 4배 이상 폭등하는 비정상적인 과열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가지수는 외환위기 발생 후에 1,117 수
준으로 떨어져 그 동안 자산가격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시사하고 있
다.
태국 경제는 1996년을 고비로 경기후퇴기에 접어들어 주식시장
의 붕괴,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부
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하였던 소형 상업금융기관들과 대다수의
Finance Company들의 대출이 부실화하였고,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를 우려한 외국은행들이 과거에 상환연장을 계속해 왔음에 따라
장기대출처럼 간주되었던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재무구조Financial Position의 급속 악화
및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고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게 되었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주로 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FIDF)를 통하여 부
실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지속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 에 따라 FIDF는 결국 재원을 고갈시키게 되었다. 68)
68) FIDF는 부실금융기관과 건전한 금융기관을 거의 구별하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
게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지속하였다. 실제로 FIDF는 융자요청만 있으
면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융자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건전한 금융기
관은 FIDF로부터 융자를 받아 보다 금리가 높은 곳에 융자를 함으로써 금리차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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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국형의 경제거품 현상은 과거 일본 경제의 거품생성과
그 붕괴과정이 대단히 흡사하며 이와 같은 태국의 경험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외자의 유입으로 인한 해
외자금이 거품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의 자본자유화
해외자본유입으로 인한 거품의 생성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싱가포르 역외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거품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논의에 앞서 우선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과정을 보면 인도네시아
는 산유국으로서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한 오
일붐 덕분에 늘어난 재정수입으로 인하여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 오일붐이 종식됨에 따
라 외환부족과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수입산업 육성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이 국내시장 포화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지향적인 전략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투자 유치와 금융 및 외환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와서 100%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를 허용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자유화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1983년부터
금융자유화를 실시하였는데 1983년 6월 국영상업은행의 예대금리
를 자유화하고 외화예금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세금을 철폐하여
1983년부터 이자율을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자본시
장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1986년 10월에는 신규은행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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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화하였다. 1987년에는 특히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
도에 대해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금융감독 및 단기금융
시장과 단기금융상품 등에 대한 개혁이 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를 보게 되면 증시개방에 있어서 1987년 12
월에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납입자본금의 49%
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상장기업 주식매입을 허용하였
다.69)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는 1989년에 대단히 중요한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1989년 6월에는 Surabaya 증권거래소(Jacarta
Stock Exchange 이외에 설립된 최초의 민간증권거래소)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과의 합작증권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수 있
는 한도를 제거함으로써 외국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자본
유입을 자유화하였다. 그 이후 1993년 10월에는 증시에 있어서 외
국인 투자지분소유에 대한 규제완화로 100%의 외국인 증권투자를
허용하게 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1985년 4월에 외국인 직접투
자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1986년 5월에는 직접투자 대상
업종을 확대하였다. 또한 1986년 10월에는 외국인의 국내기업 지
분참여를 허용하고 1988년에는 투자원리금 송금을 자유화하여 외
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
하였다.
이후 1989년 5월에는 외국인투자 규제방식을 Positive System에
69) 인도네시아의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는 오정근(1997)과 남종현․설동규(1997)를 참
조하여 작성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종목당
10% 범위 내에서 허용한 것이 1992년 1월이었으며, 그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외환위기 발생 후 IMF와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12
일에 와서 종목당 50%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우는 태국보다는 늦지만 한국보다 자본자유화의 속도가 빨랐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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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합작기업이 전체지분의 4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인대우를 하기로 하였다. 1994년 6월
외국인 규제완화책을 발표(100%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
하여 지분양도채무를 폐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소금액을 100
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인하하여 직접투자에 관한 거의 모든 투
자자유화를 실시하였다.
<표 5-4> 인도네시아의 종합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89
경상수지
자본수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280 -3,240 -4,392 -3,122 -2,298 -2,960 -7,233 80,337
3,090

4,746

5,829

6,471

5,962

4,009 10,595 10,945

직접투자

682

1,092

1,482

1,777

2,003

2,108

증권투자

-173

-93

-12

-88

1,805

1,100

기타 장기자본수지

1,268

647

1,739

1,412

1,330

437

664

241

6,566

4,140

3,385 -3,449

-107

165

1,810

1,506

1,437

3,349

1,049

단기자본수지
종합수지

3,664

4,346

6,194

3,362 91,183

자료 : SEACEN, SEACEN Financial Statistics, SFS Series No.7, July
1997.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자본이 유입되
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는 1985년 이래 처음으로 민간부문에 있
어서의 순유입외화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에서
1991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과열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외화유입의 형태는 주로 일반상업은행들이 외국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의 형태로 차입하여 오는 것으로서 중앙은행에서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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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통화로 전환됨에 따라 외화유입은 통화증가와 직결되었다.
또한 은행부문을 통한 외화유입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거시정책
수행에 애로를 겪게 된 인도네시아의 정책당국은 1991년 은행과
국영기업이 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 오는 것에 대해 다시 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책당국은 무역금융을 확대
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이러
한 인도네시아의 자본유입정책에 따라 자카르타 수도권의 택지 및
공업단지의 지가상승률은 연 7%∼10%에 달하였다.70)

(4) 말레이시아의 자본자유화 71)
한편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도 자본유입에 의하여 대형호
텔, 쇼핑센터 등 건설붐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72) 말레이시아의
금융자유화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1973년에 당시까지 싱가포르와 공동운영하던 증권거래소를 분리하
여 독립시켰다. 1978년 일반상업은행의 모든 여․수신 금리에 대
한 직접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통화당국은 우대금리Prime Rate제도
를 도입하여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
였다. 1979년 5월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은행 인수어음 등의 새로
운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단기금융시장의 메뉴를 다양화하였고 1991
년 2월에는 상업은행의 금리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의 자본자유화를 보면 증시개방에 있어서
1973년 Kuala Lumpur 증권거래소를 창설하면서 거래소를 통한
70) 日本經濟新聞, 1997년 8월 18일자 참조.
71) 말레이시아의 자본자유화는 박찬일(1994)과 오정근(1997)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일(1994)과 오정근(1997)을 참조할 것.
72) 日本經濟新聞, 1997년 8월 18일자 참조.
제5장 / 아시아 통화위기의 발생원인 분석 133

외국인의 직접주식투자를 허용하여 말레이시아는 태국보다도 약 1
년 정도 앞서 외국인 직접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외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파운드화 지역 이외
의 지역에 대해서도 외환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철폐하였는데
이는 1965년 싱가포르가 분리 독립한 이후 독자적인 외환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1986년 4월 외
국증권회사의 국내증권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지분율 30% 이내
로 출자제한)하였으며, 5월에는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설치를 허용하
였다. 1994년에는 외국인의 동일인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30%로
제한하여 종목당 15% 또는 5백만 링기트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의 승인을 얻
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게 되면, 1986년 말 외국인 전액
출자에 의한 수출기업(전체생산의 80% 이상 수출. 단, 거주자 350
인 이상 상용고용시 51% 이상)과 과반출자에 의한 첨단기업(단,
내수위주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
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1987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
제조치를 완화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차입재원에 의한
국내 영업용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자본자유화로 인하여 단기외화자금 유출입
에 따른 폐단이 나타나자 말레이시아는 1994년 단기자금 억제조치
를 시행하여 유입자금의 중앙은행 지준예치를 실시하고, 각 은행
의 순대외채무한도를 설정함과 동시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단기금융상품 판매금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금리의 엔화 자본은
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부동산에도 대거 흘러들어가 말레이
시아 등 동남아 부동산가격을 최근 3, 4년 사이 50% 내지 100%씩
폭등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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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말레이시아의 종합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89
경상수지
자본수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698 -2,483 -11,644 -5,622 -7,926 -12,076 -18,690 -12,977
2,060

3,473

10,331

10,328 13,864

11,874

16,181 11,991

직접투자

4,518

6,309

10,996

13,204 12,885

11,394

10,347 11,270

증권투자

-290

-690

468 -2,858 -1,825

-4,327

기타 장기자본수지
단기자본수지
종합수지

-2,458 -2,836

-665 -2,876

645

4,393

4,540

2,758

990

-1,313

979

480

5,834

11,891 18,253

-6,214

1,297

4,706

5,938

-202 -2,509

721

-986

자료 : SEACEN, SEACEN Financial Statistics, SFS Series No.7, July 1997.

(5) 필리핀의 자본자유화
필리핀은 금융자유화에 관해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시켜 1982년 12월에 예금금리를 완전 자유화
하고 1983년 12월에 대출금리를 완전 자유화하였으며 1994년에 외
국은행 신규진입을 허용하였다.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는 1983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경제를 회
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유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
여 1980년대 후반 들어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갔으며
1992년에 자본 및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외국
인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1987년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공하
기 위하여 종래의 투자장려법, 외국인사업활동법, 농업투자장려법
등 각종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통합하여 옴니버스투자법을 제정하
였다.
또한 1991년에 동 옴니버스투자법을 보완하여 신외국인투자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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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칭하고,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Negative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가능업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외국
인투자 우대업종은 투자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기업설립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아울러 여타 투자가능 업종은 투자위원회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자본유입과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의 결과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전
체 자본유입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표 5-6> 필리핀의 종합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89
경상수지
자본수지

1990

1991

1992

-869

-858 -3,016 -2,950 -3,297 -3,560

-1,456 -2,567

1993

1994

1995

1996

1,907

2,474

2,972

2,350

2,850

4,752

3,928

4,257

직접투자

552

528

529

675

864

1,289

1,361

1,226

증권투자

291

-48

125

62

-52

269

248

-171

기타 장기자본수지

381

406

922

666

2,105

1,313

1,276

2,690

단기자본수지

-89

19

349

660

-148

1,002

-56

512

451

-93

2,103

1,492

-166

1,802

631

4,107

종합수지

자료 : SEACEN, SEACEN Financial Statistics, SFS Series No.7, July 1997.

3. 국제자본유입의 급증과 급감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아시아 각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아시아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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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붕괴 후 고금리를 찾아
일본으로부터 유출된 자금과 멕시코 통화위기 발생 후 적당한 투
자처를 찾고 있던 국제유동자금과 결부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급격한 자본유입을 가져오게 되었다.

(1)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제자본유입의 급증과 급감
<표 5-7>에서 신흥시장지역Emerging Market으로의 민간자본 순
유입 동향을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은 1990년에 214억 달러에 불
과하였던 민간자본 순유입액이 1995년에는 989억 달러로 5년간
460% 증가하였으며, 1995년의 경우 전세계 신흥시장지역으로의
총민간자본 순유입액 1,928억 달러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989억
달러가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어 전세계 신흥시장지역 중 민간자
본의 최대 유입지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증해 오던 아시아 지역으로의 민간자본유입이
1996년 들어서는 전년도 989억 달러 순유입에서 1,068억 달러 유
입으로 순유입액이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남미를 포함하고 있는 서반구 지역에서는 1990년에 103억
달러였던 순유입액이 1993년에 617억 달러까지 급증하였으나 1994
년 멕시코 외환위기 발생 이후 1995년에는 357억 달러까지 감소하
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6년에 아시아 지역으로의 민
간자본 순유입은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남미지
역은 전년도 357억 달러에서 777억 달러로 200% 이상 급증하여
국제민간자본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이동이 1996년부터 정체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반면 남미지역으로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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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1990년대 신흥시장지역으로의 세계 민간자금
순유입 동향

아 프 리 카
아 시
아
중 동 및 유럽
서 반 구 (남 미)
체제전환국
합
계

1990
2.9
21.4
7.0
10.3
4.2
45.7

1991
5.5
37.7
73.3
24.9
-1.6
139.8

1992
5.7
22.4
42.8
55.5
7.1
133.4

1993
4.7
59.5
24.1
61.7
10.9
161.0

1994
12.7
75.1
-1.1
44.9
15.4
147.0

(단위 : 십억 달러)
1995
1996
13.6
9.0
98.9 106.8
15.3
22.2
35.7
77.7
29.1
19.4
192.8 235.2

주 : 민간자금 순유입액은 순직접투자액과 순포트폴리오 투자액, 기타 순투
자액을 합한 것임.
자료 : IM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1997.

이러한 현상은 국제자본이동의 일부에 불과한 BIS 보고은행들
의 지역별 여신액 추이Total Outstanding Exposure of Reporting Banks를
통해서도 일부 편린을 엿볼 수 있다.73) <표 5-8>에서 BIS 보고은
행들의 지역별 여신액 추이에 의하면 1990년대에 있어서 라틴아메
리카 지역에 대한 여신은 1992년 말 1,870억 달러에서 1996년 말
2,424억 달러로 554억 달러 증가한 외에 기타 지역은 커다란 변동
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규여신
총액은 1992년 말 1,680억 달러 수준에서부터 1996년 말에는 3,670
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하여도
높은 자본이동이다.
73) 국제자본의 이동과 분류에 대한 통계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로는 BIS 통계가 있으나 BIS 발표통계는 BIS에 보고하는 선진국 은행들과
기타 국가들에 대한 여신현황만을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BIS 보고은행에 해당되
는 국가들로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
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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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BIS 보고은행들의 전세계 지역별 여신액 추이(Total
Outstanding Exposure of Reportin g Banks)
(단위 : 십억 달러)
1992. 12 1993. 12 1994. 12 1995. 12 1996. 12 1997. 6
아

시

아

167.7

190.3

238.1

306.9

367.0

389.4

라틴아메리카

187.0

189.9

197.6

212.2

242.4

251.1

동

47.5

48.9

51.6

51.2

48.6

50.9

아프 리카

39.9

37.0

36.7

52.4

50.2

53.1

동

권

92.5

83.5

79.0

90.6

103.0

116.9

개발 국가

130.1

128.9

140.8

152.5

171.0

184.6

664.7

678.5

743.8

865.8

982.2

1,046.0

중

합

구

계

자료 : BIS, The Maturity, Sectoral and Nationality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 각호.

이처럼 1990년대 아시아 지역으로의 국제자본유입 증가의 원인
으로는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멕시코 통화위
기(1994년 12월)로 인하여 남미지역에서 적당한 대출선을 찾지 못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붕괴
후 초저금리로 인하여 일본 국내에서도 적당한 대출선을 찾지 못
하고 있던 대규모 자금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적당한 투자처
를 찾지 못하고 있던 일본 등의 대규모 자금들은 마침 자본시장
개방에 나서고 있던 아시아 신흥시장에 자본을 대폭 유출하게 되
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국제금융 행태는 “Yen Carry Trade”라고
불려지는 것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유출된 저리의 자금들을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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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하여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74) 이러한 Yen Carry
Trade에는 일본의 은행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국계 은행들도 유
러 엔을 저금리로 조달하여 달러로 스왑해서 아시아 지역에 투자
하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된 자본은 아시아 각국에 있어
서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투자가 상당부분 비생산
적인 부문으로 유입되어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아시아 지역으로 급증하였던 국제자본은 1997년 초 유
입액 증가가 둔화되면서 1997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순감소로
돌아서게 되었다. <표 5-9>에 의하면 1997년 2/4분기 BIS 보고은
행들의 대 아시아 전체에 대한 신규 순융자액은 150억 달러로서
전분기 214억 달러에 대비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더욱이 1997년 3/4분기 외국은행들의 아시아에 대한 융자동향
을 보면 새로 융자하는 액수보다 회수하는 액수가 30억 2천만 달
러 커서 신규 순융자액은 30억 달러 회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융자보다 회수가 커지는 것은 6년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국제자본의 아시아 지역 이탈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74) Yen Carry Trade는 저금리의 엔화를 차입하여 비교적 금리가 높은 달러화로 운
용하거나 고금리의 동남아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엔화를
0.5%로 대출받아 환위험에 대한 헤지 없이 수익률이 6%인 미국 재무성 채권에
투자하면 5.5%의 금리차를 얻을 수 있다. Yen Carry Trade는 1995년 9월 일본이
공정할인율을 0.5%로 낮춘 이후 급속 팽창하였는데 이러한 Yen Carry Trade는
일본의 저금리와 엔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위하여 대부분 헤지를
하지 않았다. Yen Carry Trade의 확산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만일 일본의 저금리 또는 엔저 중 어느 하나라도 고금리 또
는 엔고로 반전될 움직임이 보이면 현지화 표시 운용자산을 즉각 엔화로 바꾸려
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 따라 엔화의 폭등과 현지화의 폭락을 가져와 환율변동성
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증권이 설립한 역외
다이아몬드펀드도 Yen Carry Trade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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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아시아 지역(은행 및 비은행 포함)에 대한 외국은행들의
신규 순융자액 추이(Exchange Rate Adjusted Changes in the Amounts Outstanding)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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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도네 시아
말 레이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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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 전체

12,330

5,603

13,737

16,544

21,435

15,011

-3,021

주 : 환율이 조정된 변화액estimated exchange rate adjusted changes in the
amounts outstanding으로 은행과 비은행부문을 포함.

자료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Feb. 1998, Nov. 1997, Aug. 1997로부터
작성.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가별 국제자본이동 위축현황을 BIS 통계
를 통하여 보게 되면 태국의 경우 1996년 4/4분기 중 10억 5천9백
만 달러이던 신규 순융자액이 1997년 1/4분기 중에는 5억 6천1백
만 달러로 반감하고 있으며, 1997년 2/4분기 중 신규 순융자액이
-2억 7천4백만 달러로 새로 융자해 주는 액수보다는 회수하는 액
수가 2억 7천4백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즉 통화위기 발생 전임
에도 외국인투자가 이탈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화위기 발
생 후인 1997년 3/4분기에는 무려 104억 9천6백만 달러 신규 순융
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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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경우 1997년 2/4분기까지만 하여도 40억 3천8백만
달러 정도이던 신규 순융자액수가 1997년 3/4분기에 -22억 3천2백
만 달러로 나타나 전분기 대비 62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신규 순융
자가 감소하고 있다. 즉 통화위기 발생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국제자금유입의 수축은 국제기관투자가
들의 전세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Bench Mark
역할을 하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 ACWI의
국가별 가중치 추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표 5-10>에서 MSCI
의 ACWI Index의 국가별 투자비중을 보게 되면 1997년 5월에 비
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홍콩의 경우는 1997년 5월에 3.2%였던 것이
1997년 10월 24일 홍콩 주가폭락이 있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997년 9월에 1.7%로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발생 전인 1997년 9월에 3%로 5월에 비하여 절반 가량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 이후 남미에 대한 포트폴리
오 구성비중은 1997년 9월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하였다가 다시 계
속 낮아지고 있으며 유럽 및 중동의 경우에는 아시아 통화위기 발
생 초기에 비하여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국의 경
우에는 1997년 6월에 42.3%로부터 1997년 10월에는 45.6%로 상승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국제투자가들에게 있어서 전세계 포트폴리오 구성의 Bench
Mark가 되는 ACWI Index 구성비중의 변화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있어서 국제자본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이탈과 이탈한 국제자
본의 미국으로의 유입을 나타내 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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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MSCI ACWI Free Index의 포트폴리오 지역별 가중치

1997년 5월 말
1997년 6월 말
1997년 7월 말
1997년 8월 말
1997년 9월 말
1997년 10월 말
1997년 11월 말
1997년 12월 말
1998년 1월 말
1998년 2월 말
1998년 3월 말
1998년 4월 말
1998년 5월 말

아
시
아
홍 콩 싱가포르 대 만 인도네시아
3.2
1.3
1.2
0.7
1.8
0.6
0.8
0.5
1.8
0.6
0.8
0.4
1.7
0.5
0.8
0.2
1.7
0.5
0.7
0.3
1.3
0.4
0.6
0.2
1.3
0.4
0.6
0.2
1.3
0.4
0.6
0.1
1.1
0.3
0.5
0.1
1.2
0.4
0.6
0.1
1.1
0.4
0.6
0.1
1.0
0.3
0.5
0.1
0.9
0.3
0.5
0.1

한국
0.6
0.3
0.3
0.3
0.3
0.2
0.1
0.1
0.2
0.1
0.1
0.1
0.1

(단위 : %)
유럽 및
남미
미국
중동
태국
0.4
0.3
2.8
0.7
42.3
0.3
2.8
0.8
43.7
0.2
2.7
0.8
44.2
0.2
2.9
0.9
44.1
0.1
2.5
0.9
45.6
0.1
2.5
0.9
47.0
0.1
2.6
1.1
46.9
0.1
2.3
0.9
46.5
0.1
2.2
0.9
46.6
0.1
2.3
0.9
46.9
0.1
2.2
1.0
46.9
0.1
2.0
0.9
46.9

주 : 유럽 및 중동에 있어서 유럽은 유럽의 신흥시장지역에 대한 것임.
자료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처럼 국제자금이 갑작스럽게 수축되게 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세부적 통계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국제자금의 이동에 있어서
불확실하지만 몇 가지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우선 태국에 있어
서 1996년도부터 부동산 관련회사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고,
1996년 12월 바트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시작되는 한편 1997년
들어 태국의 금융기관의 부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투자되었던 자본들이 불안을 느끼
게 되고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유입되었던 자본들이 유출
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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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환위기 발생의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요인으로는 1997
년 5월 중 일시적으로 일본 엔화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을 들 수
있다. 1997년 5월 중 엔화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절상하게 된 계
기로서는 일본 대장성 사카키바라(일명 Mr. Yen)가 달러당 103엔
이 적정하다고 한 발언talk up the Yen이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에서
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
카키바라의 발언에 대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다시금 1995년과도
같은 엔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다. 1996년 및 1997년 초
까지는 지표상으로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1997년 4월 비록 일본의 소비세가 오르더라도 그 동안의 장기
간 지속된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
었다. 75)
이처럼 1997년 중 일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으로 인하여 엔고에 대한 예상이 외환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가들은 사카키바라의 발언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엔화 자산으로 차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4월 30일
달러당 127엔이었던 엔화 환율은 1997년 5월 중 급락하여 1997년
6월 11일 달러당 111.4엔까지 급락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 투자된 자금 중 많은 부분이
Yen Carry Trade를 통하여 조달되었고, 이들은 높은 수익을 위하
여 대부분 헤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통화로 투자되었다. 이들
이 급격한 엔고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하여 엔화 자산으로 차
환하는 과정에서 바트 등의 현지통화 표시 자산을 투매함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75) 그 이후 결과를 보게 되면 1997년 4월의 일본 소비세 인상으로 인하여 일본은 회
복되던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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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997년 중 엔달러화 환율동향
Yen/ US$

136
134
132
130

02/02/98

01/02/98

12/02/97

11/02/97

10/02/97

09/02/97

08/02/97

07/02/97

06/02/97

05/02/97

04/02/97

03/02/97

02/02/97

116
114
112
110

01/02/97

128
126
124
122
120
118

(2)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심화와 신용경색
다음으로 동남아 지역의 가장 큰 채권국인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화되고 일본의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져들게 됨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여 아시아
지역의 국제유동성 부족을 심화시켰던 것이 아시아 전체 거시경제
에 대한 긴장도를 높인 동시에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에 임박해서
는 심각한 외부충격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먼저 일본 은행들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여신현황을 보게 되
면 1996년 말 현재 BIS 보고은행들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총대
출은 7,363억 달러로서 이 중 일본이 2,606억 달러를 대출하여 이
지역에 대한 BIS 보고은행들 대출의 약 35.4%의 비중을 차지하여
단일국가로는 최대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1996년 말 현재
BIS 보고은행들의 한국에 대한 총대출은 999.5억 달러로서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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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3.2억 달러를 일본계 은행이 대출하여 한국은 해외자금의 약
24.3% 정도를 일본계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표 5-11> 아시아 각국에 대한 외국은행들의 여신현황(International
Claims by Nationality of

Reporting Banks on Countries

Outside the Reporting Area, 1996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유
일 본

미 국

싱 가포 르
홍
콩
대
만
한
국
말레 이시 아
태
국
필 리 핀
인도 네시 아
중
국
베 트 남

58,809
87,462
2,683
24,324
8,210
37,525
1,558
22,035
17,792
249

동아시아 합계
아 시 아 총계

럽
총 계
Total
(Inc.others)

독 일

영 국

5,727
8,665
3,182
9,355
2,337
5,049
3,902
5,279
2,688
184

40,767
26,811
2,628
9,977
3,857
6,914
1,820
5,508
6,014
309

22,523
26,216
2,773
5,643
1,417
3,128
1,173
3,834
5,705
99

61,409
57,883
11,097
50,654
6,413
17,531
4,836
18,867
22,803
686

189,235
207,037
22,363
99,953
22,234
70,147
13,289
55,523
55,002
1,527

260,647

46,368

104,605

72,511

252,179

736,310

264,847

48,633

109,295

75,149

265,357

763,281

자료 : BIS, The Maturity, Sectoral and Nationality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First Half 1997, Jan. 1998.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
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를 심화시킨 배경
에는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과 일본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지연
이 있다.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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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됨에 따라 부동산 등을 담보로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실해진 것에서 비롯된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의 규모는
1996년 3월 현재 34조 6,820억 엔에 달하여 총대출금 712조 9,140억
엔 중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우리 나라의 시중은행
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12조 4,180억 엔으
로서 전체대출 278조 510억 엔 중 4.47%를 차지하고 있다.76)
<표 5-12> 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일본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1996년 3월 현재)
금융기관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은 행 계
신용조합
협동조직금융기관계
합

계

대 출 금

(단위 : 억 엔)
불 량 채권

2,780,510
526,540
611,470
1,372,200
525,940

124,180
34,330
60,170
41,150
24,090

5,816,660

283,930

174,080

20,560

1,312,480

62,890

7,129,140

346,820

자료 : 朝日新聞, 1996. 5. 25. 유춘환․황규현․박성현,『부동산 신화의 붕괴일본의 부동산 패닉과 그 시사점』, 신한종합연구소, 1997. 5, p.21에서
재전재.
76) 현재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규모에 대해서는 통계가 불확실하다. 일부에서
는 77조 엔(560억 달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Financial Times, “Change without
a U-turn,” 1998. 6. 22, p.23 참조). 또한 美 New York Times는 “일본은행의 불
량채권 규모는 1조 달러(140억 엔)”라고 주장한 바 있다(New York Times, 1998
년 7월 30일자. 日本經濟新聞, “NY 市場, 円安材料相次ぐ”, 1998년 7월 31일자, p.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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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는 기본적으로 일본 버블의 생성과 붕
괴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에 발생한 일본의 버블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서 아직도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통하여
세계경제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일본의 버블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발생기이며, 1990년부
터 1993년까지는 붕괴기라고 볼 수 있다.77) 버블의 생성은 플라자
합의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엔고로 인하여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
지게 된 데서 출발한다. 1986년 1월 달러당 200엔대를 돌파하여
엔고가 진행되자 일본당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기업들이 불황 속
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5%
에서 4.5%로 인하하였다.
이후 1년 사이에 잇따라 5회에 걸쳐 공정이자율을 인하하여
1987년 2월에는 일본 경제사상 초유의 2.5% 수준까지 인하하였다.
엔 시세가 달러당 175엔을 넘어서 180엔에 이르는 엔고현상이 지
속되자 일본은행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매입하고 엔을 매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자율 인하와 통화량 증가로 늘어난 과잉유동성은 마땅
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표 5-13>에서 보듯이 198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가와 지가가
77) 그 근거로는 경제기획청에서 발간하는『국민경제계산』상에 1986년∼1989년까지의
4년 동안 국민자산은 74.5% 증가하였으며, 국부도 1986∼1990년의 5년 동안에
92.8% 급증하였는데 이는 버블의 발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일본이
버블경제(자본이득의 급증)에 돌입하였던 것은 1986년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버블경제의 붕괴는 1990년의 주가하락에 수반하여 주식에서 처음으로 자
본손실이 발생한 이후, 1991년에는 토지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토지․기타에서
도 자본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宮崎義一, “バブルはこうして
發生し そして崩壞した”,『エコノミスト』, 1994. 6. 14로부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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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기 시작하였다.
<표 5-13> 미․일 주가 및 지가 추이
(단위 : 엔)

일본(주가)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60.8

90.1

98.0

118.0

100.0

84.6

62.4

70.0

73.5

63.3

일본(지가) 6,409 17,699 26,219 23,123 22,032 17,074 13,423 10,612 9,197
미국(주가)

67.1

84.7

78.5

94.7

100.0

114.1

125.5

132.3

138.0

164.1

자료 : 日本銀行,『國濟比較統計』, 각호.

또한 1980년대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자금이 점차로 풍부해지는
데 따라서 은행을 이용하는 간접금융 대신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으로 전환하게 되어 금융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주식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차입하는 대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점을 이용하여 소위 에쿼티 파이낸스Equity
Finance라는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하였다. 즉 액면가격의

몇십 배 이상 뛰어버린 고주가를 이용하여 시가발행 증자를 하거
나 시가전환사채, 해외에서는 워런트채Warrant Bond를 발행하여 유
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대폭 늘려나가게 되었다.78)
이렇게 에쿼티 파이낸스로 조달된 자금은 宮崎義一(1993)의 추
정에 의하면 약 1/3은 설비투자에 충당되었으나 설비투자에 동원
되지 아니한 나머지 약 2/3의 자금은 계속 상승하는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주식운용에 사용되었다.79) 에쿼티 파이낸스로 조달된 자
78) 워런트채Warrant Bond는 일종의 신주인수권부 사채社債를 말한다. 이는 사채구입자
가 사채의 일정비율을 발행 당시에 정했던 가격Exercise Price으로 그 회사의 신주
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채를 말한다.
79) 宮崎義一(1993), p.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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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중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다시 에쿼티 파이낸스를 통한 자금
조달을 증대시키게 되어 자기증식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었다.80)
한편 대기업들의 은행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대기업
들 대신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회사의 경영상태
나 경영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2류기업들을 새로운 대출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이탈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여신은 오
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대출대상이 된 중소기업들은 자금
중의 많은 부분을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
었다.
은행여신의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에 따라 주가와
지가는 더욱 상승하였고 주가와 지가의 상승에 따라 더욱 커진 담
보가치로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은행여신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다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주가와 지가가 다시 상승하
는 버블 특유의 자기증식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버블은 1989년에 절정에 이르렀고 1990년대 전반
부에 걸쳐 붕괴하였다. 주가는 1990년에 비하여 1992년에 60% 하
락하였으며 지가 또한 동경 중심부의 경우 1991년에 비하여 1995년
에는 거의 절반으로 하락하였다.
버블붕괴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특
80) Murphy(1996)는 1980년대에 일본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많은
부분이 설비투자에 동원되어 1980년대 말에 일본의 생산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는
절대액수 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투자를 단기간에 달성하게 되었다. 대부분은 일본의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를 하
게 되었으며, 역사상 모든 버블이 자산효과Wealth Effect로부터 오는 과소비로 끝
난 점에 비추어 1980년대의 일본의 버블은 막대한 투자를 형성하게 했다는 점이
여타의 버블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pp.198-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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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어느 하나에 그 원인을 돌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경우 1989년
4월 2.5%이던 공정금리가 1년여만인 1990년 8월 6%까지 인상되고
이와 동반된 금융긴축으로 인하여 자산가격이 폭락하게 된 데 기
인하는 것으로 보거나,81) 부동산 버블의 경우 일본 금융기관의 부
동산 관련대출 증가율을 금융기관의 자산증가율 범위 내로 제한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90년 3월의 “부동산 관련융자에 대한 총
량규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 및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그 동안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았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이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다.82) 이러한 버블붕괴의 결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은 지가가 폭락됨에 따라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부실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0년대 초반 발생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서 일본 정부는 그 처리를 계속 지연시켜 왔고, 부실금융기관 처
리지연이 한계에 도달하자 1997년 들어서는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
도사태가 보험, 증권, 도시은행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구체적으로 1997년 4월 중에만 日産生命, 東海信用組合, 土岐信
用組合, 北九州信用組合, 神祭川縣信用組合 등 금융기관이 타금융
기관에 영업양도되었으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도산은 1997년 후반
들어서는 절정에 이르게 되어 전세계에 일본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1997년 11월에는
도시은행으로서는 최초로 홋카이도타쿠쇼쿠北海道拓殖은행이 파산하
게 되었으며, 같은 달 전후 최대의 도산으로 일컬어지는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하는 등 1997년 하반기에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이 집
81) Cargill, Thomas F., Michael M. Hutchison, and Takatoshi Ito(1996) 참조.
82) 신한종합연구소,『부동산 신화의 붕괴』, 1997, p.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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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었다.
<그림 5-2> TIBOR(3개월물)와 LIBOR(3개월물)의
Spread(Japan Premium)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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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Reuter

1997년 하반기에는 일본 금융기관들의 장부외채무의 발견 및 연
쇄부도에 따라 일본의 국제신인도가 추락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국제금리에 부
가되는 프리미엄Japan Premium을 상승시키게 됨에 따라 일본 금융
기관들은 외화난外貨亂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97년 야마이치증권의 장부외채무 발견으로 일본의
신용이 실추되어 Japan Premium은 급상승하였다. Japan Premium
의 상승은 일본계 은행에 대한 외화차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계 금
융기관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차입금리를 상승시키는 효
과가 있다. 1997년도 후반에 나타난 일본 금융기관들의 외화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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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기관들의 외화채권 회수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외화
난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밖에 일본 금융기관들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채권회수를
강행하게 하였던 원인 중의 하나는 일본 금융기관들의 BIS 자기
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감축노력 때문이었다. BIS 자기자
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일본의 은행
중 해외영업을 영위하는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이 요청되고 있었다.

BIS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Σ(대차대조표자산×위험가중치)＋Σ(장부외항목×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위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에 보
완자본을 합친 것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것이며,83) 자기자본에 포
함되는 보완자본의 항목 중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장부가 차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유가증권 평가익의 45%를 자기자본
으로 인정한 것은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은행의 자기자본을 높여
신용창출 능력을 높이지만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축
소시켜 은행의 신용창출 능력이 주가변동에 따르게 되는 문제점을
83) 기본자본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는 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
된다. 보완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 평가익,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한다.
공제항목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타은행발행 자본
조달 수단 등이 포함된다(최장봉․가경수(1997), pp.2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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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부실채권 외에 은행들이 자
산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 변동
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변동에 따라 자기자본의 규모에 많은
변동을 보이는 동시에 신용창출 능력에 있어서 많은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즉 자본계정보다 주식의 장부가액이 더 큰 상태이
므로 주가하락에 따라 자기자본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
며, 이는 주가하락이 은행의 신용창출 능력 저하로 연결됨을 의미
하는 것이다.
<표 5-14> 일본 은행부문의 주식보유액과 자기자본
(단위 : 조 엔)
주식시가 장부가격 자본계정 자본계정+평가이익의 45%
(A)
(B)
(C)
C+(A-B)×0.45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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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全國銀行協會,『全國銀行財務諸表分析』, 각호.

기본적으로 BIS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분자에 해당되는 자
기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증자 등)을 사용하거나 분모에 해당되는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방법(대출회수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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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97년도는 일본 주식시장 침체로 일본 금융기관들이 증
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한 대책은 취할 수 없었던 반
면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유가증권 평가익의 감소로 자기자본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자 금융기관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모(위험가중자산의 규모)
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대출회
수 및 대출거부貸ししぶり 등이었다.
그 밖에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
출회수를 가속화한 요인 중의 하나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실시되
는 조기 시정조치였다.84) 이는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
해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행정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해 즉각적
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증자계획을 수
립하도록 명령하는 등 자동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하는 시스
템이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조기 시정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
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1997년 하반
기 대출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출회피 행동은 <그림 5-3> 통화승
수 추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85) <그림 5-3>을 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의 통화승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신용창조 능력이 점차 하락되
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출회수로 인하여 반기 결산을 앞
둔 6월과 7월 사이에 통화승수가 하락하고, 결산을 앞둔 11월과 12
월 사이에 통화승수가 폭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 9월
84) 조기 시정조치란 일본의 버블붕괴시 금융기관의 파산사태가 대장성의 시기 적절
한 감시․감독의 부족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일종의 새로
운 감독기법이다.
85) 통화승수=(M2+CD 평균잔고)/본원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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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일본의 통화승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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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日本銀行,『經濟統計月報』, 각호.

부터 12월까지 통화승수는 11.3에서 10.18로 1.12만큼 하락하였으며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10.98에서 10.18로 폭락하였다.
이는 1997년 9월에서 12월까지 일본 은행들이 통화승수 하락폭
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을 회수해 나갔으며, 특히 1997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대출회수가 극심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일본 금융기관들의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대출회수
및 축소는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의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행해졌다. 즉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있어서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부여받는 대출
이라면 한국에 대한 대출이라고 해서 예외를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6)
86) 다음의 인용은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 다른 상위 도시은행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금융공황 직전에 있는 한국의 거래처 은행에 융통하고 있
는 달러를 회수하려 했다. 국제문제가 될 것이라는 어느 도시은행의 경고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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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여신잔고 현황에 의하면 일본계 은행들의 1996년 12월 말
한국에 대한 여신잔고는 243.2억 달러였으나 1997년 6월 말 현재
여신잔고는 237.3억 달러로서 6개월간 5.9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7)
또한 13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의
하면 <표 5-15>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 중 일본이 우리 나라로
부터 회수한 채권액수는 약 130.8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59.8%가
감소하여 여신축소비율 및 절대액수에 있어 유럽계 및 미국계 은
행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1997
년 하반기 중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출회수에 따른 한국에 대한 여
신 재연장의 축소는 한국의 외환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5-15> 1997년 중 국내은행 해외채무 변동현황
(단위 : 억 달러, %)
1996년 말(A)

1997년 말(B)

감 소 액

감소율(B/A-1)

일

본

218.8

88.0

130.8

59.8

유

럽

173.0

96.1

76.9

44.5

미

국

56.7

34.9

21.8

38.4

총

액

556.7

247.4

229.5

55.6

주 : 13개 국내은행 대상(7대 시중은행 및 6대 특수은행)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부

경쓸 여유가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 週刊ダイヤモンド, “金融危機の眞實”,
1997. 12. 20, p.9로부터 인용.
87) BIS, The Maturity, Sectoral and Nationality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 First Half 1997, J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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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와 환율의 고평가
아시아 각국이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는 가운데 고정환율제도를
지속한 것은 아시아 각국의 거시경제변수들간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내외 불균형을 생성시킴으로써 거시경제의 긴장
도를 높인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는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및 통화정책간
조화의 어려움을 흔히 “공존할 수 없는 삼위일체Inconsistent Trinity”
라고 표현하거나 Obstfeld(1998)가 사용하듯이 “Open Economy Trilemma”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본자유화와 고정환율제도
및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3가지 중에서 정부는 2가지만을 택할 수
있으며 3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자유화를 시행하고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여야 하고, 고정환율제도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자유화를 포기하여야 하며, 자
본자유화도 허용하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
았을 때 이러한 3가지 정책의 조합 중에서 유럽통화 통합은 자본
자유화와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하는 첫번째 정책조합을 선택하였으
며, 브레튼우드 체제는 고정환율제도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선택
하는 두 번째 정책조합을 선택하였고, 브레튼우드 체제를 비판하
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던 자들은 세 번째 정
책조합을 선호하였다. 88)
그런데 아시아 외환위기에 휘말린 아시아 국가들이 앞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도 상당
88) 이천표(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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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미국 달러화의 명목환율에 연계된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유지
하고 있었다.
태국의 경우 주요 거래국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에 의하여 바트화
에 대한 기준환율을 결정하고 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변동폭
을 허용하는 명목상으로는 관리변동환율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달
러화의 명목환율에 페그된 바스켓환율제도로 운영을 하였다.89) 다
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사실상 이와 유사한 고정환율제도를 운용하
였으며, 이들은 1997년 7월 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등 전염된 순서에 따라
서 차례로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태국의 통화당국이 이처럼 바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
하려고 했던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
째, 태국 통화당국은 바트화를 “Baht Economic Zone”과 같이 인
도차이나 반도에서 중국 남부에 걸치는 바트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트화의 안정이 필
수적인 요건이었다.
두 번째의 요인으로는 태국의 많은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유입으
로 채워져 나갔는데 저금리의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본
유출입에 따르는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는 국제투자가들의 입장에서 환차손의 위험이 있는 경
우 그만큼의 위험Currency Risk Premium이 국제금리에 부가되어 대
출되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이유로 달러화
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여 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저금
89) 태국의 통화바스켓의 구성비율이 발표된 바는 없지만 Kawai(1997)의 회귀분석 결
과에 의하면 태국 중앙은행은 통화바스켓에 있어서 통화별 가중치를 달러화 79%,
엔화 10%, 싱가포르달러화 4%, 영국 파운드화 2%의 비율로 할당하여 사실상 바
스켓페그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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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달러화에 사실상 페그된 환율제도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편익도 많지만 제도운영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다. 우선
고정환율제와 자본자유화가 동시에 지속되기 어려운Unsustainable 제
도라는 점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다.
제5장 2절 자본유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자유화에 따라 자본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고정환율제도를 유
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화를 매입하는 과
정에서 통화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유입자본은 물가상승과 환율의
고평가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를 통하여 흡
수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달러화에 대한 페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달러화가 강
세를 보이게 되면 자국통화도 달러화와 함께 동반강세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5년 5월 이후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서 절상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달러화의 엔화에 대한 강세에
따라 사실상 달러화에 페그된 동아시아 각국의 통화가 동반강세를
보이게 되어 엔화에 대해 고평가되었으며, 이것이 동아시아 국가
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두 가지 환율 고평가요인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상당부분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입에서 오는 환율
의 고평가요인과 1995년 5월 이후 달러화 강세에 따른 고평가요인
이 결합되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하여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JP Morgan의 1990년을 100으로 하는 실질실효환율
지수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ndex를 통하여 보게 되면 <그림
5-4>에서 <그림 5-8>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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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효환율지수는 1997년 초반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
고치는 1990년에 비하여 약 1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997
년 4월에 최고치 110을 기록하여 1990년에 비하여 10%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모두 1997년
3월에 각각 최고치 108.9, 119.2, 123.6을 기록하여 1990년에 비해
10%에서 20%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는 1990년 1월에 최고치 104.5를 기록하고 그 이후로 하강하다가
1994년 7월을 전환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6년 4월에
최고치 89.8을 기록하고 있다.90)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이 자본자유화와 1995년 중반 이
후 달러화의 강세로 인하여 고평가되었던 것이 1995년 이후 중국
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었
던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90) 한국의 경우 1990년 1월이 가장 고평가된 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1988년과 1989
년 무역수지의 흑자로 인한 환율의 고평가 현상이 연장된 때문이며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입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자본유입으로 인한 환율의 고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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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제도
국

가

내

용

중 국
(위안)

1994년부터 관리변동환율제
․ 종래에는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이중환율제도 채택.
․ 1994년 1월에 외환제도개혁 실시. 종래 높게 설정되어 있던 공정
환율이 시장환율과 같아지게 됨(사실상 절하). 중국인민은행(중앙
은행)이 전날 영업일 시장환율의 가중평균치에 기초하여 당일대
비 달러기준율을 발표. 달러기준율 상하 일정폭에서 변동 허용.

대 만
(신대만달러)

1989년부터 완전변동환율제
․ 1961년 고정환율제로 이행.
․ 1982년 관리변동환율제로 이행. 전일 시장환율의 가중평균치에
일정 변동폭(상하 2.25%)을 허용하는 시장평균환율제를 채택.
․ 1989년 4월 일일변동폭 제한을 철폐하고 완전변동환율제로 이
행.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의 수급에 맡기는 방
침을 채택하기는 하였으나「비경제적 요인」과 투기적 움직임
에 대해서는 통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

홍 콩
(홍콩달러)

1983년부터 미국달러에 페그된 고정환율제
․ 1983년 10월 이후 1미달러=7.8홍콩달러로 연동시킴(통화위원회
제도 채택). 홍콩달러 발권은행을 중개로 하는 은행간 거래에
는 이러한 공정환율이 사용됨. 비은행간 거래에서는 환율이 고
정되지 않고 좁은 범위 내에서 공정환율로부터의 괴리 허용.

관리변동환율제
․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달러의 변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
싱가포르
단,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거래량에 대
(싱가포르달러)
응되는 통화바스켓에 대해서 싱가포르달러의 가치를 모니터함.
․ 외환시장 개입은 미국달러로 이루어짐. 싱가포르와 브루나이간
에는 1938년 이후 양국 통화를 등가에 의해 자유교환.
1997년 7월 2일부터 관리변동환율제
․ 1984년부터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에 대하
여 바트의 가치를 고려하여 달러환율을 매일 발표하고, 일정
태 국
변동폭을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
(바트)
․ 1997년 7월 2일부터 관리변동환율제로 이행하여 원칙적으로 환
율은 시장의 수급에 맡기되 과도한 변동이 있는 경우 중앙은
행이 개입한다는 방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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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계속
국

가

내

용

말레이시아
(링기트)

관리변동환율제
․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나 중앙은행이 결정.
중앙은행은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에 대해
링기트의 가치를 모니터하고 환율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

인도네시아
(루피아)

1997년 8월 14일부터 완전변동환율제
․ 1978년 11월 미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도로부터 복수통화 바
스켓페그제도로 전환. 중앙은행이 주요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으
로부터 루피아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산출하여 매일 발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의 달러매매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표하
는 환율의 상하 일정폭에서 변동 허용. 그 변동허용폭이 1992
년 이후 최근까지 서서히 확대되어 왔음.
․ 1995년 6월, 밴드폭 44루피아
․ 1996년 6월에는 최대 ±192루피아까지 확대. 정부는 달러에 대
한 루피아화의 연간 전체절하율의 목표치를 공표하여 왔음
(1996년도의 절하 목표치는 연간 3∼4%).
․ 1997년 7월 11일 환율변동폭을 8%에서 12%로 확대.
․ 1997년 8월 14일 완전변동환율제로 이행.

필 리핀
(필리핀페소)

자유변동환율제
․ 1973년 6월, 변동환율제 채택. 파운드에 대한 고정환율제도에
서 미달러에 대한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 중앙은행이 은행간
거래의 기준치가 되는 환율을 발표.
․ 1984년 10월에 IMF 융자조건의 일환으로 변동환율제로 이행.
단, 1994년 11월에 환율이 전영업일 대비 상하 1.5%를 넘는
경우 외환거래를 2시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잠시 변
동폭을 폐지하였다가 1997년 10월에 4%의 변동폭을 재도입하
였음.

자료 : 日本 經濟企劃廳 調査局,『アジア經濟』
, 1998,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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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태국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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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90=100을 기준으로 하며 지수의 증가는 자국통화의 강세를 의미함.
자료 : JP Morgan

<그림 5-5> 필리핀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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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90=100을 기준으로 하며 지수의 증가는 자국통화의 강세를 의미함.
자료 : 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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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말레이시아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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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90=100을 기준으로 하며 지수의 증가는 자국통화의 강세를 의미함.
자료 : JP Morgan

<그림 5-7>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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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90=100을 기준으로 하며 지수의 증가는 자국통화의 강세를 의미함.
자료 : 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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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인도네시아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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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90=100을 기준으로 하며 지수의 증가는 자국통화의 강세를 의미함.
자료 : JP Morgan

5. 금융부문의 취약성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부문의 취약성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의
중요한 요인을 구성하였다. 외환위기 발생과 관련하여 아시아 국
가들의 금융부문의 취약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
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국자본이 다량 유입되었을 때 이들
의 유입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을 줄이면서 생산적인 투자로 연
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유입자본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기존 자산시장으로 가는
경로 외에는 이들을 달리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켜 줄 만한 자본
시장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입된 자본은 기
존의 자산가격을 올려 버블을 형성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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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감독시스템의 취약성이다. 이는 자본이 부동산
등 기존 자산시장이 아닌 제조업 등 생산부문으로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이 취약하여 투자의 많은 부분
이 부실화되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점과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시스템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의 부실화를 방치하였다는 점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특히 심각하여 외환위기 발생에 있
어서 ‘가장 약한 고리’부분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위험을 무시한
영업행태와 취약한 금융감독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비은행 금융기
관의 심각한 부실을 야기하였고,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가져와 전체 금융시스템과 국가의 신뢰
도를 하락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
서 외부의 충격이 발생하자 비은행 금융기관들로부터 외화가 회수
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채권 및 외환시장의 취약성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있어서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각국에도 마찬가지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이들 국가에 있어서 다양한 만기와
높은 유동성Deep and Fluid을 가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금번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과 확산요인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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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이러한 자본시장의 미발달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만기와 높은 유동성을 가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발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경제의 구조가 자본자유화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위기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깊이 있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
다는 것은 자본자유화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자본을 흡수할 수 있
는 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외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유입국 통화의 평가절하 징후가 있을 경우 환차손을 회피하
기 위하여 급격하게 유출되어 외환위기가 발생할 압력을 높인다.
자본자유화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의 측면에서 채권시장
을 보기로 한다. 채권시장이 발달하여 채권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만기구조를 가진 금융자산이 존재하게 되면 유입된 자본들
이 이러한 다양한 채권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일시에 자본이 유출
되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국제 기관투자가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포트폴
리오 투자를 수행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 설립목적과 기금의 성격
에 따라 연금기금Pension Fund처럼 안정성을 위주로 장기로 운용하
는 자금이 있는가 하면 헤지펀드처럼 수익성을 위주로 단기로 운
용하는 자금들이 있다. 이때 자본유입국에 다양하고 유동성이 높
은 채권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면 자본유입은 자금운용을 하는 국제
투자가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만기구조와 수익률의 채권들에 걸
쳐 분산유입된다.
이 경우 비록 갑작스런 사태의 발생으로 유입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더라도 만기구조가 단기인 채권에 대해서는 즉각 유출되겠
지만 장기인 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의 운용이 장기적인 자금의 성
격상 당장 회수에 나서지는 않는다. 즉 외자가 유입된 채권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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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금리의 구조가 중층적으로 다양함에 따라 자본유출이 되더라
도 시기적으로 종류별로 분산되어 유출될 것이며, 이는 자본자유
화를 수행해 나가는 경제가 통화위기 발생에 대해서 보다 저항력
이 있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채권시장 발달이 자본자유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다
른 측면의 근거로서는 유입된 외국자본을 중화Sterilize하는 경우에
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자본유입으로 인한 본원
통화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중화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하
더라도 기존 채권시장의 규모가 크다면 채권 발행물량 증가에 따
른 금리인상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중화를 위하여 신규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기
존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정도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여지가 커지게 된다. 즉 채권시
장의 발달은 유입자본에 대해 중앙은행이 중화할 수 있는 폭을 확
대하고 이에 따라 자본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하기
때문에 급격스런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외환위기 발생에 대해서 국
민경제의 저항능력을 증진시키게 된다.
그 밖에 채권시장이 발달되어 다양한 금융자산이 존재하게 되면
통화와 실물간의 관계가 통화와 금융자산 실물간의 관계로 다원화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다원화 이전에 비하여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저
항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시장의 발달은 경제구조
를 외환위기 발생에 대하여 보다 저항력이 높은 경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 과정에서 아시아 각국은 자국 채권시장의 미발
달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국의 채권시장을 선진국처럼 다양
한 만기구조와 유동성을 가진 채권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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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
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국채발행을 통
하여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자국통화 표시 수익률
곡선을 채권시장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10년
짜리 정부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홍콩도 역시
재정흑자로서 자금조달에 대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짜
리 외환평형기금채권을 이미 발행하였다. 채권시장에 대한 물량공
급을 위하여 중국 정부 5개년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채
권을 홍콩이 발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아
울러 의무적인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채권수요 확충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외환시장의 취약성과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보기로
한다. 자본유출입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이 발달
되어 있지 않으면 유입자본에 대한 헤지 수단이 별로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입자본은 헤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되고 이들 자
본은 자본유입국의 환율이 절하될 징후가 보이면 환위험을 회피하
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유출될 위험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자
본자유화를 수행하는데 외환시장이 함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외
환위기 발생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금번 통화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을 보면 대부분
의 외환시장이 선물거래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로 외환시장의 폭
과 깊이가 작고 유동성이 매우 낮다. 외환시장에 다양한 만기와
액면의 선물이 부족함에 따라 환위험 헤지에 대한 거래비용이 높
다.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을 보면 선물거래와 스왑거래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고정된 선물환율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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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양자간에만 거래되고 있다. 선물환거래가 일반인들에게 개방
되어 있지 않고 중앙은행과 은행간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선
물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사전에 정해져 있는 환율에 따
라 거래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은 대단히 낙
후되어 있는 시장이다.91)
태국의 경우 선물환시장은 일반상업은행과 수요자간에 그리고
일반상업은행간에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물환거래는 무
역거래이든 금융거래이든 반드시 실수요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
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선물환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선물환거래는 실물거래Commercial Transaction
와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 모두 허용되고는 있으나 금융거래
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외환시장으로 볼 수는 없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역거래를 위한
선물환거래에 있어서 수입의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수출의 경우에
는 6개월까지의 선물환만이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필리핀의 경우에도 비거주자와 관련된(비거주자로부터
의 매입, 갱신 등 포함) 모든 선물환거래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
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장내거래와 금융결제원을 통하지 않는 장외거래로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시장의 폭과 깊이가 작아 환위험 헤지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높다.
반면 싱가포르는 통화선물이 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SIMEX)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러한 통
화선물을 구입함으로써 외환거래에 있어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
다.
91) IMF,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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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시아 각국 외환시장의 후진성은 아시아 국가들의
고정환율제도와 결합하여 아시아 각국의 민간채무를 헤지되지 않
은 상태로 방치하였고, 이러한 헤지되지 않은 민간채무는 외부의
충격으로 아시아 각국이 고정환율에서 벗어나게 되자 뒤늦게 헤지
하려는 외화수요를 불러일으켜 아시아 각국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하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다.

(2) 금융감독의 취약성-비대칭적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는 그 중심이 된 국가들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선행되고,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가속화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자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
아 국가들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 ‘가장 취약
한 고리’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금융 및 자
본자유화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산
업 부문간에 비대칭적인 규제Unbalanced Regulation가 존재함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비대화가 초래되었고, 비대화된 비
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을 위한 재
규제Reregulation가 미흡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시아 각국은 1980년대 이후 자본자유
화와 함께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아시아 각국의 금융자유화의
내용은 주로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완화로서 크게 금리의 자유화와
업무의 자유화로 요약된다. 금리의 자유화는 금융기관들간의 금리
경쟁을 격화시켜 예대마진을 축소시켰다. 한편 업무의 자유화는
172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금융기관의 업무별 영역을 제거함에 따라 그 동안 진입제한에 따
라 독점적 지대Rent를 보장해 주었던 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취약
하게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자유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
안현상이다. 이는 그 동안 경쟁제한으로 인하여 독점적인 지대를
보장받던 기존 금융기관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
되고, 신규 업무영역에 진입한 금융기관들이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위험부담적인 영업High Risk and High Return과 경험축적 부족
에 따라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에서는 금리와 업무분야를 비
롯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가 완화Deregulate되면
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 또는 대차대조표 규제Balance Sheet라
고 불리는 규제를 오히려 체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92)
즉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병행하여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을 제약하는 각종 직접적인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하거나 단순
화․최소화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경쟁제한
적인 규제 대신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적인
건전성 감독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93)
이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경제전체의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
로서 한 은행의 도산이 은행시스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예금자와
92) 강문수(1996), p.17 요약 인용.
93) 강문수(1996), p.1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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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더라도 소
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와 결부된 부작용이 금융시스템을 불
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와 더불어 아직 존재하
고 있지 않은 많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장치함으로써 금융부
문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장치를 도
입하고 그것들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완화와 대립되는 것으
로서 재규제Reregulation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94)
금융산업에 대한 재규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은 금융산
업 부문간의 비대칭적인 규제Unbalanced Regulation이다. 이 연구에서
금융산업 부문간의 비대칭적인 규제라 함은 금융산업의 자금조달,
운용 및 건전성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금융산업 부문간에 규제의
정도가 균등하지 않고 일부 금융산업 부문의 특정활동에 대해서 상
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약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기
로 한다.
비대칭적인 규제는 자본 및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발생하기 쉽
다. 이는 자본 및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이 빅뱅식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자유화된 부
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간에는 규제에 있어 비대칭을 이루는 부문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95)
자본 및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규제가 생겨날 소지
94) 이천표(1997), p.149 요약 인용.
95) 이러한 비대칭적인 규제로 인해 갑작스레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제의 균형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문간 자유화에 있어 비대칭적인 규제를 만들어낼 가능
성이 대단히 높은 ‘점진적 자유화’보다는 빅뱅식의 접근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접근방법이 위험성이 적은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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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서는 자본과 금융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임에 따라 국회통제가 가능한 법률로 규
제되기보다는 관료의 지배를 받는 시행규칙, 통칙, 통달 등 하위법
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의 균형성 유지 여부가
규제를 제정․시행하는 관료집단의 이해관계나 외부의 압력에 취약
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규제가 생겨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비대칭적인 규제가 생겨나 시행되면 가격과
규제에 대한 조정속도가 빠른 금융자산의 속성상 단기간 내에 상
대적으로 규제가 작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되어 이 부문이
비대화하게 된다. 이때 규제완화로 비대화된 부문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위한 재규제 등이 시행되지 않는 한 비대화된 부문이 부실
화되어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의 촉매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된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제한적인 규
제를 완화Deregulate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권Non Bank의 금융
산업 부문간에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규제의 불균형이 존
재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 부문이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비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비은행권
의 비정상적인 비대화에 대해서 건전성 감독을 위한 재규제Prudential
Regulation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비은행권의 부실화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하게 되고 이것이 외환
위기 발생의 촉매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들로서는 태국의 Finance Company, 한
국의 종금사, 일본의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 금융기관은 모두 비은행 금융기관들로서 금융 및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비정상적인 급성장을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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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된 요인은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영역에 진출하게 된 비은행 금융
기관들이 시장점유를 높이기 위해 위험부담적이고 공격적인 경영
을 하였던 것과 자금조달과 운용 등에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많은
규제를 받아 오던 은행권과는 달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였기
때문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간에 규제가 심하게 비대칭적으로 존
재하였기 때문이다.

1) 태국의 파이낸스 컴퍼니
태국의 Finance Company는 태국 금융시스템의 부실화를 선도
하였으며 이들의 부실화는 그 동안 유입되던 외국인 투자자금의
회수를 촉발시킴으로써 태국 외환위기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
부분을 형성하였다. Finance Company는 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1960년대 말부터 설립이 허용되었는데
설립허용 취지는 은행에 대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Finance Company는 자금조달을 위해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입
출금이 자유로운 일반예금업무를 할 수는 없으며, 일반대중으로부
터 차입Borrowing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차입을 위해 일
정한 만기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발행하거나 유동성이 부가
된 양도가능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NCD)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96) 그 외 주요한 자금조달 방법은 다른 금
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다.
96) 양도가능예금증서(NCD)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계정과목은
예금Deposit이 아닌 차입Borrowing으로 기표하고 있다.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의 최
저 입금단위는 10,000바트이며 만기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가 있다. 양도가능
예금증서(NCD)의 최저 입금단위는 500,000바트이며 만기는 3개월, 6개월, 1년, 2
년, 3년짜리가 있다(임성균,「태국금융회사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주태국대사
관, 1998. 7.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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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달한 자금을 주로 환어음Avals의 인수와 매출, 할부구
입, 할부판매, 주택금융 등에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제공하였다.97)
<표 5-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이낸스 컴퍼니들이 전체여신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에 약 15%로부터 1996년에 21%로 급
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1990년대 시종일관 일반상업은행보다 빠른
속도로 여신을 증가시키고 있다.
<표 5-17> 태국 Finance Company의 여신증가 추이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상업 은행

75.48 74.90 73.78 71.89 70.51 69.63 68.48 67.41
(30.12) (33.44) (20.75) (20.82) (23.46) (28.53) (23.32) (14.05)

파이낸스사

14.97 15.64 16.74 18.21 19.37 20.46 21.07 20.79
(45.09) (40.49) (31.14) (34.93) (33.85) (37.49) (29.11) (14.35)

주 : ( ) 안은 전년대비 성장률임.
자료 : Vajragupta, Yos, and Pakorn Vichyanond, Thailand’s Financial
Evolution and the 1997 Crisis,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Foundation, 1997, p.18로부터 재인용.

또한 이들의 자산증가 속도를 <표 5-18>에서 보게 되면 1992년
에서 1996년간 4년 사이에 무려 162.7%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7) Finance Company의 단기신용업무는 주로 어음할인이나 환어음발행을 통하여 이루
어졌고 중기신용업무는 소비자금융이나 할부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할
부금융 대상이 되는 물품은 컴퓨터에서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기타 전자제품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이러한 할부금융은 물품가격의 25%를 먼저 지불하고Down
Payment 나머지에 대해서는 48개월 이내에 분할지급하는 형태이다(Vichyanond,
Pakorn, Thailand’s Financial System : Structure and Liberalization, 1994, p.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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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태국 파이낸스사의 자산증가 추이

총자산

1992. 12

1993. 12

689.7

931.3 (35.0)

1994. 12

(단위 : 십억 바트)
1995. 12
1996. 12

1,223.5 (31.4) 1,588.1 (29.8) 1,811.9 (14.1)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Bank of Thailand, Annual Economic Report, 각호.

파이낸스 컴퍼니의 급속한 여신증가는 많은 부분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버블의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한 것
으로 나타난다. <표 5-19>를 보게 되면 1989년 420억 바트 정도
이던 파이낸스 컴퍼니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금융 융자
액이 1996년에는 3,628억 바트로 약 8.6배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1996년에 있어서 상업은행의 주택금융 융자액
4,261억 바트에 근접하고 있다.
<표 5-19> 태국의 금융기관별 주택금융 융자 추이

상업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기 타
총 계

1989
100,624.9
(85.0)
42,073.4
(84.5)
3,221.0
(3.2)
145,919.3
(81.7)

1990
177,699.0
(76.6)
72,247.3
(71.7)
2,640.7
(-18.0)
252,587.0
(73.1)

1991
207,140.3
(16.6)
99,453.3
(37.7)
2,938.0
(11.3)
309,532.1
(22.5)

1992
251,124.9
(21.2)
127,926.0
(28.6)
4,170.5
(42.0)
383,221.6
(23.8)

1993
303,801.4
(21.0)
163,757.1
(28.0)
3,242.2
(-22.3)
470,800.7
(22.9)

(단위 : 백만 바트)
1994
1995
1996
364,208.0 400,184.3 426,101.1
(19.9)
(9.9)
(6.5)
239,925.8 325,923.3 362,841.1
(46.5) (35.8) (11.3)
3,812.2 4,445.5 4,514.7
(17.6) (16.6)
(1.6)
607,946.1 730,553.1 793,456.9
(29.1) (20.2)
(8.6)

주 : ( ) 안은 전년대비 성장률임.
자료 : Bank of Thailand, Economic Research Department,
http://www.bot.or.th/research/public/thaicon/property/semi-an/
tab5_2.html 및 Limthammahiso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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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융자비율이 일반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전
체대출의 약 10%를 차지하였던 반면 파이낸스 컴퍼니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전체대출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대출 부실화에 대한 타격을 일반상업은행들보다
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비중이 큰 비은행 금융기관이 더욱 크게 받
게 되었던 것이다.98)
이처럼 파이낸스 컴퍼니의 여신이 일반상업은행에 비하여 급속
도로 성장하고 여신의 과다한 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 등은 파이낸스 컴퍼니의 해외자금 접근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
제가 일반상업은행에 비하여 취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정상
적으로 비대화되고 있는 파이낸스 컴퍼니들에 대하여 건전성 감독
을 위한 재규제가 뒤따르지 못하였고, 자산운용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과도하게 노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
다.
태국의 파이낸스 컴퍼니들은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는 91개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논의한 과정에 따라 부실
화되자 파이낸스 컴퍼니의 더 이상의 부실을 막기 위해 1997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의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부실이
해소되지 않자 외환위기 발생 직전 1997년 6월 27일 16개가 영업
정지되었고 이후 1997년 8월 5일 추가로 42개가 영업정지되었다.
영업정지된 58개 중 56개가 1997년 12월 8일 폐쇄되었으며 1998년
5월 18일 추가로 7개가 국유화되어 28개만을 남기게 되었다.99)
태국 통화위기에 있어서 파이낸스 컴퍼니의 외환위기 발생 촉매
로서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Finance One
을 들 수 있다. Finance One은 태국에서 가장 크고 공격적으로 영
98) Watsaya(1998) 참조.
99) Financial Times, “Thai Finance Companies Nationalised,” 1998. 5. 19, p.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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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해왔던 파이낸스 컴퍼니로서 대출이 주업무였다. Finance One
은 1995년에 방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물량이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였으며 1996년 총자산이 60억 달러, 유동자산이 24
억 달러에 이를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Finance One의 업
무는 주로 BIBF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해서 국내 부동산에 투자
하는 것과 소비자금융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경기가 전환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담보부
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부실대출이 불어나는 반면 신뢰도 하락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997년
3월 1일 태국의 자산규모 12위 은행인 태국다뉴은행Thai Danu Bank
이 Finance One을 흡수 합병한다고 발표하였다.100)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태국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태국은 본격적인 금융위기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2) 일본의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외환위기로까지 연
결되지는 않았으나 아시아 금융위기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
다. 일본의 버블붕괴 후 금융시스템의 부실화 과정의 핵심에는 주
택금융전문회사(이하 주전住專)의 급성장과 부실화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주전의 부실화는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일본의 금융시스템
이 부실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대장성
발표에 따르면 1995년 9월 말 현재 일본 금융기관의 회수불능채권
18조 2,890억 엔 중 42.1%에 해당하는 7조 7,000억 엔이 주전에 대

100) Boulestreau, Emmanuelle, Chronique d’une Catastrophe Announce, 변광배․김
용석 譯,『예고된 공황』, 바다출판사, 1997, p.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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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출한 채권이었다.101) 주전의 부실채권 문제는 일본 금융기관
과 금융시스템을 부실화하게 한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일본의 주전은 이미 서술한 태국의 파이낸스 컴퍼니와 그 성장
과 부실화 과정이 대단히 유사하다. 일본의 주전은 1970년대 중반
에 은행이나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등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주전은 예금수취가 금지된 금융회사Non Bank이기 때문
에 영업자금을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하여 조성하였다.
주전의 금융기관별 차입대상으로는 농림계로부터의 차입이 42.2%
(1995년 3월 말 현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도시은행 등
이 주로 출자관계가 있는 주전에게만 대출한 데 비해 농림계는 출
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주전에 대출하였다.
<표 5-20> 주전 7사의 금융기관별 차입비중(1995년 3월 말 기준)
(단위 : %)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농 림 계
11.3

11.6

15.5

42.2

기 타

합 계

19.5

100.0(129,760)

주 : ( ) 안은 대출잔액(억 엔)
자료 : 한국은행,『일본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 정리대책의 주요내용 및 평
가』,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6-14, 1996. 5, p.8로부터 재인용.

주전의 자금운용은 1980년대 전반까지는 개인주택자금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당시 일본의 은행들은 당시 기업에 대한
대출에 주력하고 있어 대형 우량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가계금융이
나 주택금융까지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1980

101) 한국은행,『일본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 정리대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한국은
행 조사연구자료 96-14, p.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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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에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지고 탈은행화가 진행되
면서 고객을 상실하게 된 은행을 비롯한 리스회사 등이 주택금융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주택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자 주
택금융전문회사인 주전은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금융 대신 부동
산업에 대한 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
주전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비중 확대는 1980년대 후반 지가
급등과 더불어 주전으로 하여금 많은 수익을 거두게 하였다. 주전
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표 5-21>에서 보게 되면 1987년
에는 60%, 1989년에는 75%를 상회하게 되었다.
<표 5-21> 주전 7사의 종류별 대출잔액 비중 추이
(단위 : %)
1971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개인주택대출

100.0

95.6

67.0

51.7

39.1

31.5

24.1

21.4

21.6

부동산업대출

0.0

4.4

33.0

48.3

60.9

68.5

75.9

78.6

7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계

(270) (33,172) (48,291) (54,763) (64,149) (73,590) (102,236) (123,831) (122,154)

주 : ( ) 안은 대출잔액(억 엔)
자료 : 한국은행,『일본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 정리대책의 주요내용 및 평
가』,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6-14, 1996. 5, p.10으로부터 재인용.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버블은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동
산에 대한 대출증가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버블의 확대를 억제하
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1990
년 3월 27일에 금융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총여신규모를 제한하는
부동산관련 융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소위 “토지관련 융자의 억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통달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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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내 규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첫
째,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증가율은 자산증가율 범위 내에서
할 것(총량규제)과 둘째, 부동산업, 건설업 및 비은행 금융기관(주
전 포함)에 대한 융자상황을 분기마다 보고할 것(3업종규제) 등이
었다. 102)
이렇게 실시되기 시작한 “총량규제 통달”은 두 가지 면에서 비
대칭적인 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첫번째 비대칭적인
규제로서는 3업종규제를 일반금융기관에게만 적용하면서 농림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103) 이에 따라 일
반금융기관은 주전 등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만 농림
계 금융기관은 제약을 받지 않음에 따라 농림계 금융기관의 주전
에 대한 무제한적인 융자를 발생시키고 말았다.
두 번째 비대칭적인 규제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총량규제 통달에
있어서 총량규제를 받는 대상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상공조합중
앙금고, 신용조합, 농림계 금융기관 등에 한정되었으나 주전은 규
제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주택금융에 대한 대
출비중이 줄어들고 부동산업에 대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주전을
부동산 총량규제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하
여튼 부동산관련 대출수요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
한 총량규제가 없는 주전으로 몰리게 되었다.
부동산 총량 통달규제는 이와 같은 규제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
전으로 하여금 3업종규제에서 제외된 농림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무
제한적인 자금을 조달하게 하였고, 조달된 자금을 부동산업에 대
102) 신한종합연구소,『부동산 신화의 붕괴』, 1997. 5, p.7 참조.
103) 이렇게 농림계 금융기관만을 제외한 이유는 불확실한데 이는 농민표를 의식한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로비 때문이거나 정치적인 고려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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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한 없이 융자하게 하여 주전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 상승기
에 빠른 성장과 많은 수익을 누리게 하였다.
또한 금융감독 부문에서 보게 되면 주전은 다른 금융회사와는
달리 대장성이 직접 감독하는 “직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대부분이 대장성 출신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산의 운용에 대해 실
효성 있는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104)
이는 금융감독 부문에서도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 종금사가 재경원의 직할 감사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감독부처 출신들이 종금협회 회장과 종금업계 임직
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
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규제에 의하여 고속성장을 해오던 주전은 버
블의 붕괴로 지가가 하락하게 되자 주자금운용 대상인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면서 급속히 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몰락하기 시작했다.
주전 7사의 1995년 3월 결산을 보게 되면 7개사 모두 경영파탄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1995년 6월 말 현
재 총자산(대출+유가증권+동산 및 부동산) 12조 9,262억 엔 중
74%인 9조 5,626억 엔이 부실화되고 이 중 6조 2,738억 엔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부실채권의 내역을 보면 부실채권은 개인주택에 대한 대출에서
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채권에서
발생하여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8조 7,398억 엔 중 7조 7,882억 엔
인 89.1%가 부실화되었다.

104) 한국은행,『일본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 정리대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한국은
행 조사연구자료 96-14, 1996. 5, p.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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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주전 7사의 부실채권 현황(1995년 6월 말 현재)
(단위 : 억 엔)
대

출

부동산업 개인주택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
합 계 동산․부동산

합 계

잔

액

87,398
(100.0)

19,798
(100.0)

107,196
(100.0)

12,293
(100.0)

9,771
(100.0)

129,262
(100.0)

부

실

77,882
(89.1)

3,438
(17.4)

81,320
(75.9)

6,252
(50.9)

8,054
(82.4)

95,626
(74.0)

회수불능

48,078
(55.0)

1,378
(7.0)

49,457
(46.1)

6,252
(50.9)

7,033
(72.0)

62,738
(48.5)

주 : ( ) 안은 대출잔액(억 엔)임.
자료 : 한국은행,『일본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 정리대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6-14, 1996. 5, p.13으로부터 재인용.

3) 한국의 종금사
한국의 종금사 역시 한국의 자본 및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비
대칭적인 규제에 따라 급성장하다가 갑자기 부실화하여 금융시스
템의 부실을 가져오고 외화차입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데서 태국의 파이낸스 컴퍼니 및 일본의 주
전과 공통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국 종금사의 성장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은행권과 비은행권인
종금사간에 업무영역, 금리, 경영 등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과도한
차별이 지속되었음에 많이 기인한다. 지속된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의 비대칭적인 규제는 종금사를 비롯한 비은행권(여기에서는 제2
금융권을 의미함)의 이상 비대화를 가져왔다.
비대칭적인 규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업무영역에 있어서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은행수신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취급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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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반면 은행권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의 취급이 엄격히 규제되었다. 둘째, 금리에 있어서는
1990년대 들어 추진된 금리자유화 과정에서 비은행권의 금리가 은
행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유화되어 은행의 수신금리 자유화비율
이 비은행권에 비해 낮은 추이를 지속하였다. 셋째, 자금운용에 있
어서도 은행이 정책금융, 지시금융, 구제금융 등을 주도적으로 담
당해야 했던 반면 비은행권은 은행에 부과되고 있던 지급준비 의
무도 부과되지 않았다.105)
이러한 비대칭적인 규제에 따라 비은행권이 비대화되어 1980년
대 중반에는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 비중이 은행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1996
년에는 비은행권의 수신비중이 은행의 수신비중을 2배 이상 능가
할 정도로까지 비대화하게 되었다.
<표 5-23> 금융권별 여수신 비중 추이(연도말 구성비)
(단위 : %)

수신

여신

1970

1975

1980

1985

1990

1996

행

85.5

86.0

71.8

55.4

42.8

33.2

제2금융권

14.5

14.0

28.2

44.6

57.2

66.8

은

행

78.4

78.7

63.4

55.2

49.5

43.5

제2금융권

21.6

21.3

36.6

44.8

50.5

56.5

은

자료 : 장광수,『은행 및 제2금융권간 비대칭적 규제의 추이와 영향』, 한국은
행 금융경제연구 제90호, 1997. 8, p.16으로부터 재인용.

비은행권의 비대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요인을 확대시키는 결과
105) 장광수(1997), pp.4-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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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왔다. 즉 비은행권은 대출금을 대부분 단기로 운용하고 있
는 데다가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래
기업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 즉각 회수로
돌입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은행 금융권의 비대화
는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게 리스크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발생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비은행권 중 대
표적인 종금사들의 국내금융 업무에 있어서 기업어음 인수 및 매
출시 위험을 무시한 지급보증 확대와 국제금융 업무에 있어서의
비정상적인 외화차입 행태였다.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금사들은 1990년대 들어 금융자
유화와 함께 리스사 등 경쟁업종이 많이 생겨나게 되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군 위주로
해오던 기업어음에 대한 할인과 지급보증 업무를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군들에게까지도 확대하는 공격적인 영업을 하게 되었다.106)
또한 기업어음 매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종금사들은 편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적정 채무부담
수준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정에 의하면 종금사들
은 지급보증을 포함한 채무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07)
그러나 정식 지급보증에 따른 한도초과를 우회하기 위하여 종금
사들은 소위 이면 보증각서를 써주게 되었다. 이면 보증에 의한
106)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군들에까지 영업을 확대한 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대마
불사”의 신화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0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채무부담한도) : 종합금융회사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 어음채무증서 및 채권의 발행,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 지급보증(어음의 인수를 포함)의 합계액이 자기자
본의 20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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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은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
하였다. 강철준(1998)은 1996년 말에 이러한 이면 보증금액이 종금
사 총자산 52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라고 주장한다. 이는 종금
사의 기업어음 매출에 대해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금사의 여신이 대단히 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종금사들의 자기자본은 1990년 이후 증시가 하락국면에 접
어들기 시작하자 증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증자가 허가되지
않았으며, 증자 금지는 1990년 이후 1996년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종금사들은 과소 자기자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처럼 종금사들이 과소 자기자본으로 과다채무를 부담하는 국
내영업 행태는 1997년 대기업의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종금사들을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러한 종금사들의 실태가 해
외로 알려지게 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종금사를 비롯한 국내금융
기관들의 외화채무의 재연장이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외환
위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6. 한국 외환위기 발생의 내부적 요인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환위기 발생 이
전인 1996년까지의 몇 년간 거시경제지표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5-24>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경제성장은 1992년과
1993년을 제외하고는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물가는
5% 이내의 상승률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재정수지도 흑자를 시현
하고 있어 대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
한 신용증가율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주가 및 지가도 안정되어 있어 과다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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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자산가격의 상승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이 여타 동남아 국
가들의 외환위기 발생 전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24>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성장률
(%)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
(GDP 대비)

경상수지
종 합
민간부문
지가상승률
적 자
주가지수 신용증가율
(%)
(GDP 대비) (1980.1.4=100)
(%)

1980∼1985

6.30

10.91

-0.49

-3.77

124.9

28.24

10.55

1986∼1990

10.06

5.42

1.05

4.26

600.8

22.00

20.40

1991

9.13

9.30

-0.79

-2.83

657.1

24.97

12.78

1992

5.06

6.24

-0.29

-1.28

587.2

17.93

-1.27

1993

5.75

4.80

0.09

0.30

728.2

17.86

-7.38

1994

8.58

6.27

0.57

-1.02

965.7

25.78

-0.57

1995

8.94

4.47

0.49

-1.86

934.7

19.18

0.55

1996

7.13

4.99

0.03

-4.75

833.4

18.80

0.95

1997

5.50

4.50

-0.02

-1.85

654.5

18.91

0.31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 각호.
건설교통부,『건설교통백서』, 각호.

대외적인 균형을 보게 되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996년
에 대폭 악화되었으나 상당기간 2% 미만을 유지하여 왔다. 이것
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가 상당기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10% 이상 지속하였던 것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
조가 된다. 이처럼 한국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경제근본변
수만의 분석에 의해서는 용이하지 않다.
ASEAN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주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하
면서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통하여 발생
한 데 비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는 1997년 초부터 한보, 삼미,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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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기업의 부도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들의 해외차
입 재연장이 중단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표 5-25> 국제수지 관련지표
(단위 : 백만 달러)
경상수지

무역수지

1988 14,505.4 11,445 (6.29)
1989
5,360.3
4,597 (2.07)
1990 -2,003.3 -2,004 (-0.79)
1991 -8,317.2 -6,980 (-2.37)
1992 -3,942.9 -2,146 (-0.70)
1993
989.5
1,860 (-0.56)
1994 -3,866.9 -3,146 (-0.83)
1995 -8,507.7 -4,746 (-1.04)
1996 -23,004.7 -14,965 (-3.09)
1997 -8,618.2 -3,875 (-0.88)

수출입단가지수
수출 수입
95.9
93.2
97.7
95.1
95.8
96.5
96.5
96.5
94.9
94.9
95.3
91.4
96.9
91.9
100.0 100.0
86.6
98.8
72.8
93.6

수출입수량지수
수출 수 입
44.9
39.3
45.3
45.6
48.1
51.1
52.8
59.6
57.2
60.8
61.1
64.7
70.2
78.6
100.0 100.0
119.8 112.6
149.6 114.3

자 본 수 지
전 체 포트폴리오 투자
-5,067.5
-1,080.5
-2,885.9
-710.8
2,564.4
83.6
6,411.8
3,054.8
6,587.0
5,802.5
2,740.7
10,014.4
10,295.1
6,120.1
16,785.6
11,590.7
23,326.8
15,184.6
5,438.2
14,295.3

주 : 1) 무역수지의 ( ) 안은 GDP 대비율임.
2) 수출입단가지수와 수출입수량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각호.

따라서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1997년 초부터 대기
업집단들의 연쇄적인 부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다. 이를 위하여 1995년 현재 우리 나라 GDP 대비 약 35%를 차지
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표 5-25>에서
보게 되면 1996년에 경상수지 적자와 그 확대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전년대
비 32억 달러 이상 증대된 무역외수지 적자도 많은 부분 기여를
했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무역수지 적자의 증대에 있다. 무역수
지 적자 확대폭의 내역을 보게 되면 1996년의 무역수지 적자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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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규모 149억 6천5백만 달러는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을 시작한
이래 최대의 규모였으며, 전년대비 하락폭도 102억 2천만 달러로
최대의 규모로서 대외 불균형으로 인하여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긴장도를 높였던 요인이 되고 있다.
1996년 중에 무역수지가 악화된 이유는 우선 수출단가가 하락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수출단가지수가 전년도 100에서 1996년에는
86.6으로 무려 14.4가 하락하였으나 수입단가지수는 전년도 100에
서 98.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수출수량지수는 전년도 100에
서 119.8로 증가하였으나 수입수량지수도 전년도 100에서 112.6으
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수입단가와 수입물량의 증대폭이 전년도
증가폭에 비하여 커다란 변화가 없는 데 반하여 수출물량의 증가
폭이 수출단가의 하락분을 보완해 주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
수출단가가 하락한 이유는 1996년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12M D램과 철강 등의 국제가격 하락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
이며, 수출물량이 증가되지 못한 이유는 추후에 논의하듯이 원화
환율이 자본유입으로 인하여 고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악화는 제조업의 현금수입의 대폭 감소와 현
금흐름의 이상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되어 거시경제 전체의 긴
장도를 높인 요인이 되었다.

(1) 설비투자 증가와 수익성 악화
이처럼 수출감소로 인하여 기업의 현금수입의 흐름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현금지출 요인은 설비투자의 증가로 오히려 증
가하고 있다. <표 5-26>에서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보면 1980년대
후반 GDP 대비 12%∼13% 수준에서 1990년대 전반기 15%∼16%
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1996년도에 16.78%로서 정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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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투자의 증가는 당연히 제조업의 현금지
출 흐름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이같이 설비투자가 갑작
스레 증가하기 시작한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첫
째, <표 5-26>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에 제조업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1988년에 11.6%, 1989년에 18.3%, 1990년에 10.7%
등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노사분규가 1987년부터 급
증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는 기존의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이 발생하였다.
<표 5-26> 한국의 설비투자 및 생산능력 관련지표
제 조 업
실질임금 상승률(%)
한 국
대 만

GDP 대비
설비투자율
(%)

생산능력
지
수
(1990=100)

1980∼1985

10.83

-

5.5

5.5

1986

11.86

52.0 (12.1)

6.3

1987

12.65

59.1 (13.6)

8.3

1988

12.84

68.2 (15.4)

1989

13.84

73.1 (7.18)

1990

15.02

1991
1992

15.42
14.53

1993
1994

원달 러
환
율
(￦/$)

7.9

745.4

9.4

8.5

881.3

9.2

755.8

822.4

11.6

9.4

562.0

730.5

18.3

9.6

611.4

671.4

77.1 (5.47)

10.7

8.8

409.8

708.0

81.8 (6.10)
86.7 (5.99)

6.9
8.8

7.1
5.5

288.2
132.1

733.6
780.8

13.72

88.4 (1.96)

5.8

3.8

111.3

802.7

15.61

91.5 (3.51)

8.7

2.4

120.7

803.6

1995

16.59

100.0 (9.29)

5.2

1.8

30.8

771.0

1996

16.78

107.6 (7.60)

7.0

1.0

68.5

804.8

1997

14.10

113.8 (5.76)

0.7

33.6

951.1

주 : 생산능력지수의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KLI 노동통계』
, 각호.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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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88년 및 1989년에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흑
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화가 절상(671원/$)되어 시설재 도
입에 필요한 외화 및 자금이 풍부해졌고, 국내근로자의 임금에 비
하여 외국산 시설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설비투자가 용이한 환
경이 조성되었다.
셋째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대에 걸쳐서 그 동안 과점상태에
서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많은 업종에서 규제완화와 함께 새로
운 진입이 허용되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자동차, 반도
체, 철강, 항공, 석유화학 등의 분야였는데 새로 진입한 기업들에
의한 신규투자 외에 신규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기존업체들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과도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졌
다.108)
이러한 배경에 따라 1990년대 전반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108)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기존의 현대, 대우, 기아 외에 삼성자동차의 진입이 1994년
말 허용되어 1995년부터 설비투자에 들어갔다. 석유화학의 경우 1990년 이후 투자
가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기존의 업체들뿐만 아니라 신규업체들도 대규모 신․증
설 투자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품목의 공급과잉과 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1992년 3월「석유화학공업 수습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다시금 시설과잉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억제를 실시하였다. 항공산업의
경우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 중형항공기 개발계획이 반영된 이후 설비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철강의 경우도 한보철강을 비롯한 각사가 설비의 증
설투자에 들어갔다.
<표> 1990년대 제강부문 투자현황
구
전
기
로

분

생산능력(천 톤)

투자비
(억 원)

투자기간

주생산품

인 천제철

투자 전
3,000

투자 후
3,700

동 국제강

2,500

3,500

3,500

1994. 6∼1996. 12 중형철강

강 원산업

1,800

2,600

2,000

1994. 8∼1995. 12 형강

한 보철강

1,050

4,050

7,440

1992.12∼1995. 10 철근, Hot Coil

기 아특수강

260

520

2,900

988

1993. 6∼1994. 11 H형강

1993∼1994

특수강봉강

자료 : 상공자원부,『상공자원백서』, 1994,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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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의 증가는 생산능력의 급증(1995년의 경우 9.29%, 1996년
의 경우 7.6%의 증가)을 가져왔으나 제조업 현금흐름에 있어서는
현금지출을 능력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와 신규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은 금융비용의 증가
와 재무구조 악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재무구조의 악
화는 <표 5-27> 제조업 경영분석 추이를 통하여 볼 수 있다.
<표 5-27> 제조업 경영분석
(단위 : %)
매출액
증가율

매 출 액 매 출 액 자기자본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비
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1988

15.8

6.8

4.1

25.3

103.1

39.4

1989

7.0

6.0

2.5

28.2

103.7

38.5

1990

18.6

6.5

2.3

25.9

99.4

42.8

1991

17.6

6.6

1.8

24.4

95.8

44.6

1992

10.1

6.6

1.5

23.8

92.8

47.2

1993

9.9

7.0

1.7

25.3

94.1

46.8

1994

18.2

7.7

2.7

24.8

94.6

44.5

1995

20.4

8.3

3.6

25.9

95.4

44.8

1996

10.3

6.5

1.0

24.0

91.9

47.7

1997

11.3

8.3

-0.3

20.2

91.8

54.2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각호.

<표 5-27>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제조업은 1996년에 수익성과
재무구조 측면에서 지난 9년간 최악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성장성
의 측면에서는 수출감소에 따라 매출액 증가가 전년도 20.4%에
비하여 절반에 가까운 10.3%로 하락하였다. 자기자본비율과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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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대한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등도 각각 24.0%와
91.9%를 기록하여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
역시 47.7%로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영업이익률
은 6.5%로서 예년에 비하여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0%로서 1995년의 3.6%에 비하여 크게 하
락하여 지난 9년간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1996년 중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기업 현금흐름 이상의 발생
1996년 기업경영 성과에 있어서의 이상 징후는 기업의 현금동원
능력과 단기지급 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
표를 통하여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표 5-28>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 제조업은 외환위기 발
생에 앞서 과대 설비투자와 수출감소로 인하여 1996년에 이미 현
금흐름에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96년 중 제조업을 영
위한 외부 감사대상 업체 1사당 평균 현금 순증가액은 1995년의
832백만 원으로부터 207백만 원으로 75.1%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기업 본연의 활동인 영업활동에 있어서 창출한 현금
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1995년에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
은 5,798백만 원에서 4,462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당
기순이익으로 창출한 현금이 1995년에 2,608백만 원으로부터 1996
년에 670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
이다.
반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1995년에 14,296백만 원으
로부터 1996년에 15,933백만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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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8> 제조업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원, %)
1995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996

5,798 (16.6)

4,462 (-23.0)

2,608 (72.3)

670 (-74.3)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4,296 (-42.4)

-15,933 (-11.5)

투자활동 현금유입
투자활동 현금유출
․ 고정자산 증가

16,431 (-5.4)
30,727 (11.4)
10,944 (40.2)

19,725 (20.0)
35,657 (16.0)
13,206 (20.7)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9,330 (44.8)

11,678 (25.2)

당기순이익

재무활동 현금유입
․ 단기차입금 증가
․ 회사채 증가
․ 자본증가
재무활동 현금유출

69,401
46,719
5,630
1,439
60,071

Ⅳ. 현금증가액

(30.4)
(28.9)
(24.1)
(9.1)
(28.5)

832 (-40.0)

94,510
67,241
8,096
1,397
82,382

(36.2)
(43.9)
(43.8)
(-2.9)
(37.9)

207 (-75.1)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호.

이처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창출이 줄어드는 반면 투자활동
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커짐에 따라 이를 메우기 위하여 재무활동
을 통한 현금조달이 늘어나게 되었다. 즉 1996년에 재무활동을 통
해 조달한 순현금은 11,678백만 원으로서 1995년의 9,330백만 원보
다 25.2% 증가하였다.
이는 1996년 중에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진 데다가 투자활동에 소요되는 현금을 조달
하기 위하여 주로 단기차입금 및 회사채 발행에 의하여 현금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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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996년에는 이미 기업의 저수익성과 과다투자로 인
하여 현금의 유출이 급증하고 있었으며, 현금유출을 충당하기 위
하여 단기자금 조달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현금흐름에 있어서 이
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제조업의 현금동원 능력과 단기지급
능력이 하락함으로써 1997년 초부터 기업 연쇄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 이외의 많은 업종에서도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
사하게 1995년 및 1996년 들어 수익성과 재무구조의 악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무구조 악화의 배경에는 제조업과 유사하게 1990
년대 들어 신규진입 허용과 외국업체에 대한 시장개방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에 많은 부도와 파산으로 계열기업과 거래 금
융기관들의 동반 부실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건설업과 유
통업의 유동비율 추이를 <표 5-29>에서 보면 양자 모두 1996년에
제조업에 비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29> 건설업 및 도․소매업 유동비율 추이
1991
119.93
86.95

건 설 업
도․소매업

1992
121.23
86.73

1993
123.62
91.74

1994
128.55
94.60

1995
121.05
93.26

1996
114.28
87.85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호.

<표 5-30> 연도별 일반건설업체 현황
업체 수

1988

1989

1990

1992

1994

1996

1997

460

905

1,293

1,674

2,651

3,543

3,900

자료 : 건설교통부,『건설교통백서』,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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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건설업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원, %)
1995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5,687

당기순이익

1996
(61.1)

-3,151 (-44.6)

208 (-108.8)

-3 (-101.5)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7,120

(-2.8)

-6,751

(-5.2)

투자활동 현금유입

20,319

(50.7)

22,170

(9.1)

투자활동 현금유출

27,439

(33.4)

28,920

(5.4)

3,324

(23.8)

4,164

(25.3)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3,510

(17.9)

9,773 (-27.7)

재무활동 현금유입

61,615

(76.4)

82,008

(33.1)

․ 단기차입금 증가

47,019 (108.0)

64,807

(37.8)
(13.6)

․ 고정자산 증가

․ 회사채 증가

3,900

(14.0)

4,432

․ 자본증가

1,505

(13.2)

1,324 (-12.1)

48,104

(99.7)

704

(4.3)

재무활동 현금유출
Ⅳ. 현금증가액

72,235

(50.2)

-129 (-118.3)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호.

그러한 배경에는 UR 협상에 따른 정부의 정책변화와 시장개방
이 있다. 우선 건설업에 있어서는 1973년 “건설업 정상화 10대 방
안”에 의하여 신규 일반건설업 면허발급이 동결된 이후 일반건설
업의 신규진입이 불가하였던 것이 1988년 UR 협상타결 이후 건설
업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업 면허동결을 1989년부터 해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진입완화가 있었고, 새로운 진입이 급증
하게 됨에 따른 과당경쟁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하여 건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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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악화되는 과정을 밟았다.109)
<표 5-32> 도․소매업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원, %)
1995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996

501 (-21.4)

1,828 (264.9)

315 (-49.8)

188 (-40.4)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8,711 (36.1)

-12,445 (42.9)

투자활동 현금유입
투자활동 현금유출
․ 고정자산 증가

16,158 (17.2)
24,868 (23.2)
5,735 (41.7)

30,135 (86.5)
42,580 (71.2)
8,987 (56.7)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0,106 (61.6)

11,130 (10.1)

당기순이익

재무활동 현금유입
․ 단기차입금 증가
․ 회사채 증가
․ 자본증가
재무활동 현금유출
Ⅳ. 현금증가액

67,908
51,176
3,435
1,748
57,802

(77.0)
(97.1)
(32.7)
(61.3)
(80.6)

1,900 (139.3)

106,402
77,883
4,418
2,235
95,271

(56.7)
(52.2)
(28.6)
(27.9)
(64.8)

513 (73.0)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호.
109) 건설업체의 신규진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즉각 1990년대 초반에 노출되지 않
았던 데는 1990년대 초반에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이 등장하여 건설물량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계획은 1989년 4월 27일 발표되어 1992
년 종료된 사업으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하여 사업
실시 이전 연평균 약 30만 호씩 건설하여 왔던 주택건설을 약 2배로 증가시켜 연
평균 60만 호씩 건설하겠다는 사업이었으며 이에 따라 272만 호가 건설되었다. 주
택 200만 호의 무리한 추진으로 건설노임 및 물가상승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
으며, 1992년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이 종료된 후 신규물량 공급이 감소되자 건설
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
라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되면서 건설업의 자금순환을 마비시켜 이후 건설업체의
부실화와 계열기업 및 거래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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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통업의 경우에도 UR 서비스 협상타결에 따른 유통부문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89년, 1991년 및 1993년에 걸쳐 각각 제1,
2, 3단계 유통산업 개방을 실시하였고 1996년 1월 유통시장을 전
면 개방하였다. 유통산업 개방에 따라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었고 국내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다수 국내유통
업체의 도산과 유통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건설업과
유통업의 부실화는 1997년 많은 재벌그룹에 있어서 계열기업의 동
반 부실을 초래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5-33> 기업의 자금조달 내역 추이
(단위 : 조 원, %)
자금조달

간접금융

직 접 금 융
기업어음

주

식

회사채

해외차입

기

타

1987

18.87 (100) 7.20 (38.2) -0.34 (-1.8) 4.90 (26.0) 1.21 (6.4) -0.09 (-0.5) 5.98 (31.7)

1988

21.44 (100) 5.19 (24.2) 1.16 (5.4) 7.68 (35.8) 1.41 (6.6) 1.21 (5.6) 4.79 (22.3)

1989

38.48 (100) 13.66 (35.5) 5.13 (13.3) 9.58 (24.9) 4.93 (12.8) -0.18 (-0.5) 5.36 (13.9)

1990

50.75 (100) 19.47 (38.4) 1.90 (3.7) 7.19 (14.2) 10.93 (21.5) 3.25 (6.4) 8.01 (15.8)

1991

58.18 (100) 24.34 (41.8) -2.21 (-3.8) 8.77 (15.1) 14.07 (24.2) 2.40 (4.1) 10.82 (18.6)

1992

54.89 (100) 19.91 (36.3) 4.18 (7.6) 8.74 (15.9) 6.61 (12.0) 2.53 (4.6) 11.55 (21.0)

1993

64.98 (100) 20.37 (31.3) 9.02 (13.9) 9.54 (14.7) 9.45 (14.5) -1.45 (-2.2) 13.92 (21.4)

1994

89.04 (100) 39.65 (44.5) 4.41 (5.0) 13.20 (14.8) 12.61 (14.2) 4.41 (5.0) 11.39 (12.8)

1995 100.19 (100) 31.87 (31.8) 16.10 (16.1) 14.44 (14.4) 15.35 (15.3) 5.57 (5.6) 11.27 (11.2)
1996 118.77 (100) 34.57 (29.1) 20.74 (17.5) 12.98 (10.9) 21.21 (17.9) 12.38 (10.4) 16.04 (13.5)
1997 117.04 (100) 44.36 (37.9) 4.77 (4.1) 8.97 (7.7) 26.85 (22.9) 7.16 (6.1) 22.71 (19.4)
주 : ( ) 안은 자금조달 대비임.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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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현금유출의 증가와 원화 고평가
및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기
업 자금조달 구조의 악화로 나타났다. <표 5-33> 기업의 자금조
달 구조 추이에 의하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1990년대 전
반기를 통하여 점차 낮아져 1996년에는 전체 자금조달의 불과
10.9%만이 주식발행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다.
반면 차입자금의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기업어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점차 상승하고 있었으며, 1994년에는 5.0%에 불과하던
기업어음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1995년에는 16.1%, 1996년에는
17.5% 수준까지 확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기업어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1995년 이
후 높아진 요인으로는 전술한 수출부진, 제조업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의 증가, 주택 200만 호 건설 종료 후 건설업체의 현금흐름
악화, 유통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에 있어서의 국내개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중 기업어음에 의한 조달비중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조달자금
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1997년 초반부터 대기업군이 연쇄
적으로 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기업어음에 의한 자금조달은 여타 수단에 의한 자금조달에
비하여 높은 금리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 있어 높은
금리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어
음의 경우 주로 무담보 기업어음으로서 종금사나 투금사에 의하여
할인의 형태로 조달된다는 점이다.
이들 제2금융권의 무담보 기업어음에 의한 여신은 단기일 뿐만
아니라 담보에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이상 징후가 발생
하였을 경우 갑작스런 여신회수에 돌입하므로 부도가 급증하게 된
다. 이 같은 기업어음에 의한 자금조달이 단기일 뿐만 아니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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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수가 즉각적이라는 점이 1997년 초반부터 발생한 대기업군의
연쇄적 도산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될 수 있다. 110)

(3) 제2금융권의 부실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95년과 1996
년 중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이 대단히 악화되었다. 이는 그 동안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하여 현금유출은 증대되는 반면 원화의
고평가로 수출은 감소되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수익
성이 악화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이 감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이 감소됨에 따라 어음발
행 등에 의한 재무활동에 의하여 현금유입을 보충하게 되었다. 재
무활동에 의한 현금유입 방법으로는 지분에 의한 자금조달Equity
Financing보다는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이었으며, 그 방

법은 주로 단기차입금의 증가와 회사채 발행 등이었는데 이는 기
업의 재무구조를 단기화시켰다. 또한 어음에 의한 자금조달의 확
대는 어음이 무담보 단기여신임에 따라 기업에 이상 징후가 발생
하였을 때 여신회수를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기업의 갑작스런
연쇄도산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기업 현금흐름의 악화와 이로 인한 취약성이 1997
110) 기업어음 할인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의 증가는 1997년 4월 21일 발효된 “부실기
업 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소위 부도방지협약)의 시행과 함께 한계기업의 부도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
을 수행하여 한국 통화위기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용대출이 대
부분인 제2금융권은 특정기업이 부도방지협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대출금을 회
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정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질 경우 대출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어 한계기업의 부도를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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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대기업 연쇄부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표 5-34>에서 보듯이 대기
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과 제2금융권, 특히 종금사들을 부실화시켰
다. 이러한 사실이 국제금융시장에 전해지자 은행을 비롯한 종금
사들이 점차로 대외신인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종금사의 부실은 경제전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고리’를 형성한
요인이 되었다.

(4) 원화의 고평가
원화의 고평가 문제는 한국의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긴장도를
높인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변수가 고평가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고 임금상
승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재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비교역재 부문으
로 자원이 배분되는 등 많은 거시변수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
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앞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1995년과 1996년에 기업의 현금흐름을
대폭 악화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수출부진이었고, 이는 수출
단가의 하락을 보완할 만큼 수출물량이 증가하지 못한 때문이었
다. 그런데 수출물량이 증가하지 못한 주된 단기적인 원인은 당시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원화의 고평가는
1990년대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1994년 이후 자본유입이 많아
지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1990년대의 원화 환율의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 나라의 무역수
지가 비교적 균형(1천9백만 달러 적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1985년의 실질실효환율을 기준(100)으로 하였을 때 경상수지 흑자
가 발생한 1988년과 1989년에 한 차례 절상되었고, 그 이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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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된 1993년 이후 다시금 절상
되고 있다.
<표 5-34> 금융권별 10대 부실기업 여신현황
(1997년 9월 말 현재)
(단위 : 억 원)
은 행 권

제2금융권

여신

담보

종금

보 험 리스기타

제2금융권 총 계
총 계

한

보 (1997. 1. 23)

46,274

30,336

530

291

8,856

9,677

55,951

삼

미 (1997. 3. 19)

8,108

4,448

105

0

256

361

8,469

진

로 (1997. 4. 21)

3,897

8,871

4,331

1,220

3,400

8,951

22,848

대

농 (1997. 5. 19)

6,986

2,952

5,253

339

433

6,025

13,011

한신공영 (1997. 5. 30)

5,463

2,414

20

44

33

97

5,560

44,403

19,545

36,042

8,876

5,431

50,349

94,752

쌍 방 울 (1997. 10. 13)

2,088

1,826

5,056

691

822

6,569

8,657

태일정밀 (1997. 10. 13)

3,487

900

2,925

267

1,488

4,680

8,167

태 (1997. 11. 1)

13,104

4,370

17,425

1,139

1,141

19,705

32,809

뉴 코 아 (1997. 11. 4)

9,373

7,580

2,030

924

816

3,770

13,413

153,183

83,569

73,717

13,791

22,676

기

해

아 (1997. 7. 15)

합

계

110,184 263,367

주 : ( ) 안은 해당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일자.
자료 : 매일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 7면.

<그림 5-9>에서 자본시장 개방 이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를 보면 1993년 8월 91.6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절상)
하여 1996년 5월에는 79.4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1997년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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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 9월 83.8까지 상승하
였다. 이를 명목환율 수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원화가 가장 고평가
된 시점인 1996년 5월 적정환율 수준은 982원/$이었으나 실제환율
수준은 780원/$ 수준으로 원화가 202원/$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원화의 고평가는 세계화 추진과 OECD 가입을 위
하여 자본자유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감에 따라 자본유입이 확대된
결과이다.
자본유입 추이를 <표 5-25>에서 보게 되면 1992년 국내증시 개
방 이후 1993년부터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대폭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9> 실질실효환율지수(REERI) 추이
1.6
1.5
1.4
1.3
1.2
1.1
1.0
0.9
0.8

Jan-98

Jan-97
Jul-97

Jul-95

Jan-96
Jul-96

Jul-94
Jan-95

Jul-93
Jan-94

Jan-93

Jul-91
Jan-92
Jul-92

Jan-91

Jul-89

Jan-90
Jul-90

Jul-88
Jan-89

Jul-87
Jan-88

Jan-87

Jul-85
Jan-86
Jul-86

0.6

Jan-85

0.7

주 : 한국경제연구원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실효환율은 JP Morgan의 실질실효
환율과는 반대로 지수의 증가는 원화의 약세를 의미함. 실질실효환율
지수 구성방법은 <표 5-35>의 주 참조.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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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실제환율과 적정환율의 괴리 추이
실제환율(A) 실질실효환율 적정환율(B)
1993.
1993.
1993.
1994.
1994.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1997.
1997.
1998.

1
8
12
6
12
6
12
5
12
9
10
11
12
5

791.99
810.21
809.40
806.64
791.86
761.04
771.08
780.16
839.02
912.50
929.42
1,035.22
1,494.04
1,399.05

87.94
91.60
89.07
86.32
85.67
85.72
81.46
79.44
83.77
83.80
84.94
93.55
129.49
114.93

900.58
884.43
908.69
934.47
924.21
887.73
946.48
982.01
1,001.50
1,088.78
1,094.16
1,106.56
1,153.76
1,217.28

A-B
-108.59
-74.22
-99.29
-127.83
-132.35
-126.69
-175.40
-201.85
-162.48
-176.28
-164.74
-71.34
340.27
181.76

주 : 우리 나라와 교역비중이 높은 16개국(호주, 캐나다, 대만,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태
국, 영국, 미국, 중국)의 교역가중치 사용. 교역가중치는 비교대상 시기
이전 3년간의 대상국가에 대한 우리 나라 수출과 대상국가로부터의 수
입을 합한 액수를 전체 16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액수를 합한 액수로
나누어 가중치를 구하였으며 이들 가중치를 이동평균으로 사용. 평균방
법으로는 기하평균을 사용하였음. 기준연도는 환율, 교역가중치, 물가지
수 등 모두 1985년도 평균치를 사용하였음. 환율은 모두 원화표시 환율
사용(￦/외화).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사용.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원화의 고평가는 국내요소가격의 고평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
하와 과소비를 가져와 199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를 대폭 확대시
켰으며,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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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하였다. 간단한 통계를 보더라도 원화가 가장 고평가된 1996
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최대폭을 기록하였지만 원화가 점차 절하
된 1997년의 경우에는 하반기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
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10> 실제환율과 균형환율 추이
1,800
1,700

Won/ US$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실제환율

Jul-96
Jan-97
Jul-97
Jan-98

Jul-95
Jan-96

Jan-95

Jul-92
Jan-93
Jul-93
Jan-94
Jul-94

Jan-91
Jul-91
Jan-92

Jan-89
Jul-89
Jan-90
Jul-90

Jan-87
Jul-87
Jan-88
Jul-88

600

Jan-85
Jul-85
Jan-86
Jul-86

900
800
700

균형환율

주 : 한국경제연구원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실효환율은 JP Morgan의 실질실효
환율과는 반대로 지수의 증가는 원화의 약세를 의미함. 실질실효환율
지수 구성방법은 <표 5-35>의 주 참조.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과 무역수지 및 자본유입간의 관계를 뒷받
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인 1985년 1/4분기부터
1991년 4/4분기까지의 기간과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
작한 1992년 1/4분기부터 1998년 1/4분기까지 2개의 구간으로 나
누어 각각의 기간에 있어서 실질실효환율(REER)과 무역수지(TRB),
자본수지(CFB) 및 경상수지(CRA)에 대하여 인과관계 검정G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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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ity Test을

실시하여 본 결과가 <표 5-36>과 <표 5-37>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모두 실질실효환율이 무역
수지에 대하여 인과관계Granger Cause를 야기시키고 있으나, 자본자
유화 이전에 비하여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P값이 0.5363에서 0.0005
로 감소하여 실질실효환율이 무역수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야기시
키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1%의 유의수준에서도 기각할 수 있었다.
주목할 결과로는 자본시장 개방 이전에는 자본수지와 실질실효
환율간 어느쪽 방향이든지 간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자본시장 개방 이후에는 자본수지가 실질실효환율에 대하여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본유입이 자본시
장 개방 이전과는 달리 자본시장 개방 이후에는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키고 있음을 뒷받침하여 준다.
<표 5-36> 실질실효환율과 국제수지간의 인과관계검정 결과
(기간 : 1985. 1/4∼1991. 4/4)
귀 무 가 설

Lag

F-Statistic

P-Value

TRB does not Granger Cause REER
REER does not Granger Cause TRB

4
4

1.1356
2.9831

0.3772
0.5363

CFB does not Granger Cause REER
REER does not Granger Cause CFB

4
4

0.5270
2.0610

0.7177
0.1370

CRA does not Granger Cause REER
REER does not Granger Cause CRA

4
4

1.0951
3.1064

0.3945
0.0476**

주 : 1) 표 안의 REER는 실질실효환율, TRB․CFB․CRA는 각각 무역수
지․자본수지․경상수지를 나타낸다.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자료 : 실질실효환율은 한국경제연구원.
무역수지․자본수지․경상수지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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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7> 실질실효환율과 국제수지간의 인과관계검정 결과
(기간 : 1992. 1/4∼1998. 1/4)
귀 무 가 설

Lag

F-Statistic

P-Value

TRB does not Granger Cause REER
REER does not Granger Cause TRB

4
4

2.4709
11.378

0.1009
0.0005***

CFB does not Granger Cause REER
REER does not Granger Cause CFB
CRA does not Granger Cause REER
REER does not Granger Cause CRA

4
4
4
4

2.5589
2.1515
2.3934
6.1834

0.0929*
0.1367
0.1084
0.0061***

주 : 1) 표 안의 REER는 실질실효환율, TRB․CFB․CRA는 각각 무역수
지․자본수지․경상수지를 나타낸다.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자료 : 실질실효환율은 한국경제연구원.
무역수지․자본수지․경상수지는 한국은행.

(5) 장․단기 외채유입간의 비대칭적 규제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종금사의 부실문제와 더불어 경제에
있어 ‘약한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서 대외부채의 단기화이다. 이는
1990년대에 있어 세계화 추진 및 OECD 가입을 위한 조급한 자본
자유화의 과정에서 미숙한 정책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단기자본
의 도입보다 장기자본에 대한 도입에 더 많은 규제가 남아 있게
된 데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관리규정에 단기외화차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
는 반면 장기외화차입에 있어서는 재경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사전
보고 의무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규제가 없고 차입금리가
낮은 단기외화를 위주로 차입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11)
111) 외국환관리규정 제2-56조(외화자금의 차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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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8>에서 우리 나라의 외채구조 변화를 보게 되면 1992년
까지 우리 나라 전체외채 428억 달러 중 단기외채는 185억 달러로
서 전체의 43%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1994년을 계기로 53%, 57%,
58%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38> 우리 나라 장단기 외채비율(World Bank 기준)
단기외채

장기외채

(단위 : 백만 달러)
총외채
단기외채비율

1990
1991

14,341.3
17,237.0

17,358.0
21,898.0

31,699.3
39,135.0

45%
44%

1992

18,511.0

24,308.2

42,819.2

43%

1993
1994

19,164.7
30,391.1

24,705.0
26,458.4

43,869.7
56,849.5

43%
53%

1995

45,301.2

33,137.3

78,438.5

57%

1996
1997

60,984.2
51,225.0

43,711.1
69,572.0

104,695.3
120,797.0

58%
42%

자료 : 한국은행

이러한 외채구조의 단기화 현상은 우리 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
들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1년 이상의 장기외채loan에 있어서 1994년
이후 평균만기가 단축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
① 외국환은행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
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장 제1절의 규정에 정하는 자본거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원 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국환은행이 미화 1천만 달러
미만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거래를 위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10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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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표 5-39>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의 경우 평균만기가
1995년에 4.7년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3.0년, 1997년에는 2.0년으
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112)
<표 5-39>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한국계 loan의 조건 추이
구

분

1992

1993

1994

수

22

29

28

60

78

31

총금액

846

1,145

1,241

2,441

3,473

1,454

평균금액

38

39

44

41

44

47

평균만기

2.9

3.4

3.8

4.7

3.0

2.0

평균 Spread

47.8

51.6

43.4

45.5

47.9

55.3

수

15

25

50

82

137

114

총금액

987

1,788

2,666

3,827

4,236

5,255

평균금액

65.8

71.5

53.3

46.7

30.9

46.1

평균만기

5.1

4.8

5.8

6.0

4.5

3.8

평균 Spread

83.3

96.2

60.2

61.6

55.3

70.8

건
금융기관

건
일반기업
(항공사 제외)

(단위 : 백만 달러, bp)
1995 1996 1997

주 : 1) Single Loan 포함.
2) 평균 Spread 계산은 각각의 Spread에 금액을 가중평균하였고, US$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달러로 환산하였음.
자료 : 한국산업은행,『국제금융리뷰』
, 각호.

이러한 자본도입에 있어서의 비대칭적인 규제는 중요한 정책적
실패라고 보여지며, 이로 인한 단기자본 비중의 증대는 한국의 외
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취약한 부문을 형성한 요인’으로서 외부의
112) 1996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차입의 평균만기가 대폭 감소되게 된 이유는
1996년 중 15개 종금사가 신설되어 리스 및 종금사의 국제금융시장 진출이 확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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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붕괴되어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촉
매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13)

(6) 금융기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간 불일치
외환위기 발생 전 경제전체에 있어 ‘취약한 부문’을 형성하여 외
환위기 발생의 촉매역할을 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제2금융권의 비대
화에 대하여 상응하는 금융감독의 부재였다. 자본 및 금융자유화
의 과정에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간의 비대칭적인 규제로 인하
여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이상 비대하게 되었다.114) 특히
종금사들은 양적인 팽창과 함께 국제업무를 확대해 나가게 되었는
데, 외국환은행으로 간주되는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제1금융권과
는 달리 거의 전무하였다.
담당부처는 종금사들의 외환업무에 있어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간 불일치 등 과도한 위험부담적인 행태를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
해 종금사들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국가유동성 위기로 확산되었다.
우선 한국 외환위기에 있어서 종금사로 인한 문제점은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가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1994년 9개 지방 투자
금융회사들과 1996년 7월 나머지 15개 투자금융회사들을 모두 종
금사로 전환하고 이들 15개사에게 국제업무와 리스업무 등을 허가
113) 이는 유입자본의 총량규제에만 길들여져 온 정책결정집단 내부에서 유입자본의
총량보다는 유입자본의 만기와 경로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 비싸게 얻은 교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외환부문에 있어서의 ‘비대칭적 규제’에 있다는
것에 대한 관료들의 시각은 “1993년부터 규제완화 명목으로 갖가지 외환규제를 다
풀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규제완화를 탓하느냐”라는 항변에 잘 나타나 있다(한국
경제신문, “외환규제 풀라 해 놓고 ‘완화’탓 하느냐”, 1998년 4월 11일자 3면 참조).
114) 상세한 내용은 장광수(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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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5)
소위 Big 6라고 불리던 기존 종금사들에 비하여 국제업무와 리
스 등 새로운 업무영역에 대해 뛰어들게 된 투자금융회사에서 전
환된 종금사들은 기존 6개의 종금사들에 비하여 해외에서의 차입
조건이 불리하였으나, 불리한 차입조건에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하
여 위험부담적Risk Taking인 영업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외환위기에 있어서 종금사들의 역할은 동남아 통화위기
로 인한 국가의 외화유동성 부족을 증폭시켰다는 데 있다. 이들이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시켰던 영업행태로는 첫째, 외화유동성의
만기 불일치Mismatch의 영업행태, 둘째, 대출과 리스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외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는
점, 셋째, 대출과 리스 외에 외화채권에도 투자를 하였으나 유동성
이 별로 없는 정크본드Junk Bond에 투자를 하여 유사시 유동화시킬
수 없는 위험부담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점 등에 있다.
종금사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표 5-40>에서 보면 우선 외화자
산 및 부채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5년과 1996년의 경
우 각각 59% 및 49%씩 증가하고 있다.
종금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유동성이 매우 낮은
리스대출이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1995년과 1996
년의 경우 리스대출 비중은 각각 82%와 67%를 차지하여 외화자
산 운영에 있어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화증권 투자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1995년과 1996년의 경우 각각 109%와 685%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외화증권 투자는 대부분 자본조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
115) 기존 투금사들이 종금업무를 희망하자 제1차 인가로 1994년 16개 지방 투금사
중 9개를 종금사로 전환, 2차 인가로 1996년 15개 투금사를 추가로 종금사로 전
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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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지역의 고위험, 고수익, 저유동성의 채권에 투자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1995년과 1996년 리스와 외화증권 투자를 합친 금액
은 전체자산의 85%와 83%를 차지하여 종금사의 자산구성이 유동
성이 매우 낮은 자산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116)
종금사의 신용도가 유지되고 채무연장Roll Over이 비교적 순조롭
게 이루어졌던 1996년도 말까지만 해도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종금사의 해외영업 형태는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들어 연초부터 대기업들의 부도에 따라 거액의 부
실여신을 안게 되면서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즉각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표 5-40> 종금사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 화 자 산
대외자산
외화증권
대내자산
외화대출금
리스대출
외 화 부 채
대외부채
뱅크론 외화차입
기타 외화차입
외화채권 발행
대내부채

(단위 : 백만 달러)
1992년 말 1993년 말 1994년 말 1995년 말 1996년 말
4,123
4,624
5,633
8,971
13,347
83
66
185
338
2,432
16
31
131
274
2,152
4,037
4,557
5,436
8,604
10,881
772
650
571
861
1,426
3,010
3,747
4,642
7,315
8,935
4,123
4,624
5,633
8,971
13,347
1,774
1,450
1,820
3,872
5,942
730
727
491
435
327
573
283
608
1,910
3,132
437
419
674
1,470
2,388
2,345
3,172
3,805
5,095
7,349

자료 : 한국은행,『외환통계연보』, 각호.
116) 당시 종금사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LIBO+0.5∼0.7%포인트로 빌려와 LIBO
+1.0∼1.2%포인트로 기업에 대출하여 주고 그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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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을 보면 1997년 10월 말 현재 종금사들은 단기로 129
억 달러, 장기로 71억 달러를 조달하였는데 이 중 단기로 운용한
것은 32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167억 달러는 장기로 운용하여
심각한 차입대출의 기간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117) 이러한 종금사
들의 자산과 부채간 기간 불일치는 외화유동성 부족을 기하급수적
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5-41> 1997년 종금사 외화자금 조달 운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조 달

분

9월 말

10월 말

단

기

12,581

12,453

12,916

장

기

7,508

7,584

7,129

20,089

20,037

20,045

계

운 용

7월 말

단

기

4,077

3,147

3,282

장

기

16,012

16,890

16,763

20,089

20,037

20,045

계

자료 : 매일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참조.

종금사들이 국내 및 외국은행으로부터 외화여신을 차단당한 후
부족외화를 가격불문하고 현물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엄청난 외화수요 압력으로 작용하여 환율폭등을
117)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감독기준이 없었다. 종금사에 대한 감독 및 검
사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으며 재경부는 1992년부터 은행감독원에 검사를 위
임하여 왔으나 외환업무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종금사들의 이러한 위
험부담적 외환업무 행태에 대해 감독할 기관도, 감독할 기준도 없었다. 즉 단기
로 자금을 끌어와 장기로 운용하는 종금사들의 차입 및 대출 불일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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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시켰고, 국내자금시장에서는 외화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하여 CP 연장 철회 및 무차별 여신회수에 돌입함에 따라 외
화자금난을 원화자금난으로 연결시키게 되었다.
<표 5-42>에 의하면 외환위기가 진행 중이던 1997년 11월 중
종금사 외화자금 만기도래 액수가 49억 달러였으며 1997년 12월
중 만기도래 액수는 16억 달러로서 연말까지 합계 65억 달러였다.
당시 종금사들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Credit Line이 단절되어
외화자금 수요가 대부분 국내외환시장으로 집중되었다.
<표 5-42> 1997년 11월 및 12월 종금사 외화자금 만기 도래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7년 11월

1997년 12월

오버나이트 규모

서울 기존사

2,139

710

162

서울 전환사

839

435

273

지방 기존사

1,729

412

932

지방 전환사

199

71

34

4,906

1,628

1,401

총

계

주 : 오버나이트 규모는 1997년 10월∼11월 5일 일평균 차입잔액.
자료 : 매일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7면.

<표 5-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11월과 12월 국내은행간
장내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이 각각 228억 달러와 215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종금사의 외화자금 수요는 전체은행간 외환거래 규
모의 21%와 7%로 국내외환시장에서의 원화절하 압력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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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은행간 장내 외국환 거래량
(단위 : 백만 달러)
현물환 거래

선물환 거래

총거래 일평균 총거래

일평균

외환 스왑거래

합

총거래 일평균 총거래

계
일평균

1996

408,046

1,659

6,050

25

-

-

414,096

1,683

1997

448,994

1,825

23,710

96

1,861

8

474,609

1,929

1997. 9

33,741

1,776

2,532

133

-

-

36,273

1,909

1997. 10

30,622

1,392

2,843

129

-

-

33,465

1,521

1997. 11

22,846

1,142

1,227

61

1,126

56

25,243

1,262

1997. 12

21,500

1,024

504

24

735

35

22,738

1,083

자료 : 한국은행

그런데 이러한 외채의 만기구조 불일치는 종금사만이 아니라 은
행권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시
중은행들의 외화 조달운용 면에서 합격선은 외화자산 유동성비율
(3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외화자산/3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외화부채)이 70% 이상이다. 즉 외화자산 유동성비율이 낮을수록
은행들이 만기 도래하는 단기외채를 자체보유 외화자산으로 갚을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1997년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외화자
산 유동성비율이 70% 이상인 은행은 국민(80.0%), 신한(75.1%), 한
미(74.5%), 하나(71.97%)은행 등 4곳에 불과하여 100%가 넘는 은
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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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직적 환율운용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환율운용정책상의 오
류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기 시작한 1994년부터 당국이 지나치
게 환율을 경직적으로 운용하여 고평가정책을 지속하여 왔다는 것
이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정책당국은 환율에 대한 절상기조를 유
지하였다.
자본유입과 원화의 고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5장 6절에서
실증적으로 보인 바 있으나 원화의 고평가를 자본유입으로 인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정책당국의
정책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정책당국이 1994년부
터 1996년까지 원화 고평가정책을 장기간 유지한 의도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118) 이러한 원화의 고평가정책은 거시경
제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긴장도’를 높
인 요인이었음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다.
한편 1997년 9월 이후의 환율운용은 외환위기가 이미 가시적으
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 중의 환율운용정책이 외
환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 기간 중의
외환정책이 기존 외환보유고를 소진시켰다는 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997년 9월 이후 정책당국의 환율운용을 보면 외환위기가 가시
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11월까지 환율은 ±2.25% 일일
변동폭 내에서 움직이는 경직된 환율제도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
118)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정치
적인 의도인지 아니면 수출경쟁력을 환율절하에만 의존하는 국내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시도였는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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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1997년 11월 20일 환율변동폭을 기존의 ±2.25%에서 ±10%
로 확대하고 1997년 12월 16일 IMF와의 합의에 따라 환율변동폭
±10% 제한을 철폐하여 결국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당시 환율운용을 보면 정책당국은 외환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마지노선을 정하고 마지노선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
무리하게 환율정책을 고수하여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 되었다. 외
환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환율절하 저지 마지노선의 가시적이고
점진적인 후퇴는 국내외환시장에 원화절하 심리를 형성하게 하여
외환에 대한 가수요투기 등을 초래하여 외환보유고를 소진시킨 주
된 요인이 되었다.119)

119) 원화방어에 집착하여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한국의 정책당국은 같은 아시아 통화
위기에 있어서 태국의 바트화 폭락(1997년 7월 2일) 직후 필리핀 페소화가 투기
적 공격을 받게 되자 페소화에 대한 방어를 즉각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
행하여(1997년 7월 11일) 외환보유고의 낭비를 막아낸 필리핀 정책당국의 상황
판단과 많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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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4> 1997년 말 현재 은행별 외화자산 상태
(단위 : 억 달러)
은 행

외화자산

외화자산
유동성비율(%)

외화대출금
(비중, %)

외화증권
(비중, %)

조

흥

153.7

48.0

66.4 (43.2)

10.4

상

업

124.0

57.9

47.7 (38.5)

14.8 (11.9)

제

일

93.4

62.5

48.3 (51.7)

6.7

(7.2)

한

일

157.9

44.3

73.3 (46.4)

11.8

(7.5)

서

울

85.9

56.3

39.7 (46.2)

8.1

(9.4)

외

환

255.5

61.2

100.9 (39.5)

12.2

(4.8)

신

한

97.7

75.1

37.5 (38.4)

9.9 (10.1)

국

민

36.6

80.0

12.1 (33.1)

5.9 (16.2)

한

미

36.1

74.5

12.6 (34.9)

2.3

(6.3)

동

화

18.8

68.9

8.8 (46.7)

1.3

(6.9)

동

남

12.5

50.0

3.4 (27.2)

1.4 (11.1)

대

동

11.2

45.0

3.9 (34.8)

1.9 (17.4)

하

나

23.6

71.9

4.9 (20.6)

1.7

(7.2)

보

람

21.1

54.3

8.8 (41.5)

1.1

(5.2)

평

화

9.6

53.1

4.4 (46.0)

0.07

(0.8)

주

택

28.8

60.0

10.0 (34.9)

1.5

(5.3)

기

업

45.6

61.4

20.1 (44.3)

7.9 (17.3)

산

업

325.2

136.1

195.1 (60.0)

20.1

(6.2)

수 출입

87.1

317.0

75.7 (86.8)

2.2

(2.6)

장기신용

56.1

70.4

29.5 (52.6)

6.8 (12.1)

주 : 비중 =외화자산 대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3개월내 만기 도래(외화자산÷외화부채)
자료 : 조선일보, 1998년 3월 1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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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표 5-45>에서 1997년의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을 보면 환율
방어를 위하여 1997년 9월, 10월과 11월의 3개월 사이에 현물과
선물 합계 156.2억 달러를 소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물
에 있어서 1997년 9월에 24.3억 달러, 10월에 20.9억 달러, 11월에
56.6억 달러를 매도하여 3개월 사이 합계 101.8억 달러를 외환시장
에서 소진하였고, 선물에 있어서 1997년 9월 13.5억 달러, 10월에
31.9억 달러, 11월에 9억 달러 등 합계 54.4억 달러를 선물로 매도
하여 외환보유고를 소진하였다.
<표 5-45> 1997년도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실적
(단위 : 억 달러)
월

별

현

물

선

물

합

계

1월
2월
3월
4월

27.5
40.0
17.6
△5.5

0.0
23.1
15.3
△4.7

27.5
63.1
32.9
△10.2

5월
6월
7월
8월
9월

△25.9
△20.5
1.9
18.3
24.3

△8.1
△12.8
5.7
16.0
13.5

△34.0
△33.3
7.6
34.3
37.8

10월
11월
12월

20.9
56.6
15.7

31.9
9.0
0.0

52.8
65.6
15.7

222.8
△51.9

114.5
△25.6

337.3
△77.5

계

주 : △표시는 달러매입량
자료 : 문화일보, 1998년 2월 17일자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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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거주자외화예금 추이를 보게 되면 거주자외화예금은 1997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여 1997년 6월에 1조 7,551억 원으로부터 1997년
11월 6조 1,46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것과 1인당 외화환전한도 범위 내
에서 외화를 매집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환투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1> 거주자외화예금 추이
(단위 :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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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결국 이러한 경직적 환율제도 운영으로 외환보유고는 1997년 10
월 말까지 30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1월 중 61억 달러
를 소진하였고, 가용외환보유고는 1997년 10월 말까지 223억 달러
수준에서 1997년 11월 중에만 150.4억 달러를 사용하여 72.6억 달
러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외화부도를 막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지원한 해외점포예치금은 1997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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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억 달러였으나 1997년 11월 1개월 사이에 89.3억 달러가 늘어
나 169.4억 달러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외환보유
액 중 즉시 유동화할 수 없는 해외점포예치금이 늘어나면서 외화
고갈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그림 5-12> 우리 나라 외환보유액 추이(기말 기준)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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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7. 한국 통화위기 발생의 외부적 요인
이상에서 한국 통화위기 발생에 있어서 ‘거시경제 전체에 긴장
도를 높인 요인’들과 ‘취약한 부문을 형성한 요인’들 중 한국 내부
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 통화위기 발생에 있어서 외부
적 요인들로서는 아시아 국가들에 공통적인 요인과 한국에만 해당
되는 요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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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로는 실물 면에서 한국과 ASEAN 국가들의 경상수
지 악화의 한 요인으로서, 일본 및 중국에 대하여 한국 및 ASEAN
국가들과의 경쟁이 격화되어 상대적으로 한국 및 ASEAN 국가들
의 수출시장을 잠식당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자본이
동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국제자금이동이 급증하였다가 위축
되었고, 특히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화되어 한국을 비롯한
ASEAN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로는 1997년 10월 23일 홍콩 증시가 폭락하고 한국
에 대해서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단기간 내에 국가신용등급을 하
락시킴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창구가 단절되기 시작하였으며, NDF
시장을 통하여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외부적 충격요인’에 해당된다.
이들 중 전자에 대해서는 아시아 통화위기의 공통적인 원인분석
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외부적 충격
요인에 대해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홍콩 증시폭락과 한국 신용등급의 단기간내 과도한 하락
한국 통화위기 발생에 있어서 ‘외부적 충격요인’으로서 가장 주
목해야 할 것으로는 1997년 10월의 홍콩 증시폭락과 그 직후 한국
신용등급의 하락이다. 이미 제3장 5절의 전염과정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국제투자가들Global Investor은 각 지역의 개별국가에 대해
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

의해서 전세계적 분산투자를 수행하게 된다.120) 따라

120) Nidhiprabha, Bhanupong,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Development Process : the South Asian Perspective,”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Comparative
African &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Johanesburg,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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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제투자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과
Index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군중행동Herd Behavior의 경
향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유사한 성격을 지닌 하나의 그룹으로
파악하려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1997년 10월 23일 홍콩 증시폭락은 한국의
해외자금 차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시장에서 국제투자가들의 아시
아 지역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군중행동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
다는 점에서 한국 외환위기 발생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아시아 지역 기관투자가의 약 80%가 집중되어 있고 아
시아 지역 투자의 센터Headquart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금융시장 중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진출한 금융시장이다.121)
또한 홍콩은 한국의 최대의 해외 자금조달시장으로서 <표 5-46>
을 보면 1996년 중 한국이 홍콩 금융시장으로부터 전체 해외 중장
기자금의 31.3%를 조달하여 최대의 해외 자금조달시장임을 보여
주고 있다. 122)

November 3, 1997.
121)

<표> 한국 금융기관의 홍콩진출 현황(1996년 말 현재)
은

행

지점

현지법인

6

13

사무소 소 계
8

27

리스회사

종합금융
회
사

증권기관

보험기관

합계

14

7

25

3

76

자료 : 주홍콩총영사관,「홍콩 금융시장의 현황과 한국 금융기관의 과제와 대책」,
1997. 1.
122) 이처럼 홍콩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자금조달시장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일본 금융시장에 비하여 규제가 거의 없고, 유럽이나 미국 등의 금융시장에 비
하여 자금조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경험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
다. 우리 나라 종금사의 해외차입은 대부분 홍콩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하여 왔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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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6> 우리 나라의 시장별 외화 중장기자금 조달규모
(단위 : 억 달러)
구 분
홍

콩

유

럽

일

본

미

국

싱가포르
기

타

합 계

1994년
1995년
(구성비 : %) (구성비 : %)

1996년
계

기업차입

금융기관차입

1.5

40.9

16.5

14.6

9.3

9.8

13.0

21.3

-

4.3

-

4.4

40.3

95.3

19.3
(28.3)
18.3
(26.8)
15.7
(23.0)
14.2
(20.8)
0.8
(1.1)
-

31.0
(27.1)
35.6
(31.1)
20.8
(18.2)
23.0
(20.1)
2.1
(1.8)
1.8
(1.7)

42.4
(31.3)
31.1
(22.9)
19.1
(14.1)
34.3
(25.3)
4.3
(3.2)
4.4
(3.2)

68.3
(100.0)

114.3
(100.0)

135.6
(100.0)

자료 : 주홍콩총영사관,「홍콩 금융시장의 현황과 한국 금융기관의 과제와 대
책」, 1997. 1로부터 전재.

이러한 홍콩 금융시장에 있어서 1997년 10월 23일 홍콩 증시의
폭락은 국제투자가들의 아시아 지역 자금회수를 촉발시켜 해외자
금조달의 많은 부분을 홍콩 지역에 의존하던 한국 금융기관들의
해외자금조달 경로를 치명적으로 단절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홍콩 증시폭
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10월 22일 기아의 공기업화
방침 발표, 10월 23일 홍콩 증시폭락, 10월 24일 S&P의 국가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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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하락 등 충격의 우열을 구분하기 불가능한 일련의 사건을 계
기로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
을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자금유출 규모는 <표 5-47>에서
1997년 10월 및 11월에는 국내증시로부터 각각 7.9억 달러 및 7.5억
달러의 외국인주식투자 자금의 순유출이 있었던 것과 <표 5-48>
의 1997년 10월 및 11월에 급격히 떨어진 외채연장률의 추이를 통
하여 짐작할 수 있다.
<표 5-47> 1997년 중 우리 나라 증시에서의 외국인투자자
주식거래 추이
1997. 1
순유입
5.6
(억 달러)

2

3

4

0.0

-2.9

5

-1.1 12.7

6

7

8

9

8.3

2.3 -0.5 -3.8

10

11

12 1∼12

-7.9

-7.5

3.4

8.6

순매수
4,168 -871 -2,154 -1,341 10,900 6,322 2,3 19 -872 -2,905 -9,640 -5,899 4,837 10,074
(억 원)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8. 1, p.31에서 전재.

<표 5-48> 우리 나라 외채만기 연장률 추이

만기연장률(%)

1997. 10

1997. 11

1997. 12

1998. 1

1998. 2

80

50

32.1

82.4

93.9

주 : 7개 시중은행＋6개 특수은행
자료 : 한국은행 및 재정경제부

그 밖에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하
락시킨 사실은 한국 외환위기 발생을 촉발시키는 촉매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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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123) 금번 아시아 통화위기 과정에서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은 대단히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많은 경우 국제신
용평가 회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은 국제투자가들의 해당국
가에 대한 자본회수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124)
한국에 있어서는 1997년 10월 22일 기아의 공기업화 방침이 발표
되자 10월 24일 S&P가 기아의 공기업화 방침을 이유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1등급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국가전망에서 향후 하향등급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Negative” 전망
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을 결정적으로 촉발시
킨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표 5-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7월 15일 기아사태가
발생하면서 Moody’s와 S&P 양대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산업은행,
제일 및 신한은행 등에 대해 각각의 전망을 Negative로 부여할 때
까지만 해도 스프레드는 비록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지만 커다
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3-8>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10월 24일 국가신
용등급을 1단계 하락시키게 되자 산업은행 채권과 미국 재무성채
권간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수직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7
년 10월 24일 S&P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10월 23일 홍콩 증시폭
락과 함께 한국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
123) S&P와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은 아시아 통화위기에 있어서 통화위기
발생에 대한 경고는 뒤늦었던 반면 위기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과도하게 해당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BIS,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Feb. 1998, p.12 및
Davies, Simon, “Rating the Agencies,” Financial Times, 1998. 3. 23. 참조.
124) 이러한 예로 1997년 10월 중 Moody’s가 홍콩의 은행부문에 대한 전망을 Negative
로 발표하였을 때 이것이 당일 홍콩의 주가를 7% 하락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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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9> Moody’s 및 S&P의 국내은행 신용등급조정 추이
(장기신용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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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1997년 11월 및 12월의 스프레드 추이는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
하락시마다 계단처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난 뒤 Moody’s와 S&P는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등
급을 1997년 11월 28일과 11월 26일 각각 A3와 A-로 2등급 하향
조정하였다. IMF와 한국 정부의 IMF 구제금융조건 협상이 순조
롭지 않자 1997년 12월 10일과 11일 Moody’s는 A3에서 Baa2로,
S&P는 A-에서 BBB-로 3단계 하락조정하였는데 그때마다 스프
레드는 급속 상승하였다.
1997년 12월 10일과 11일에 Moody’s와 S&P가 국가신용등급을
Baa2 및 BBB-로 낮춘 데는 우리 나라 경제근본변수의 변화에 따
라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등급을 조정했다기보다는 IMF 협상타결
직후부터 시도되어 1997년 12월 12일 최종적으로 백지화된 산업은
행의 Global Bond 발행시도의 실패에 대한 파장으로 보인다.125)
125) 아래 인용문은 남종원(메릴린치 한국지사장)의 1997년 12월 26일 대외경제정책연
구원에서 열린 “IMF 후원 경제구조조정 사례 및 교훈에 대한 긴급 좌담회” 중 발
언내용이다. “… 한국 대외신인도의 급속한 하락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첫째,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12월 18일 대선결과 발표 때까지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 대부분의 IMF 구제금융
신청국들은 nego 대책을 갖고 협상에 임하나 한국의 경우 nego 대책이 미비하여
투자가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둘째, 산업은행의 해외차입 사건이었다. 잘 알려
지지는 않은 것이나 Capital Market에서는 큰 사건이었다. 산업은행의 해외차입 1
차 시도시 한국의 신용도는 A3(Moody’s), A-(S&P)였고, Treasury+260bp에 호가
Quote되어 있었다. 그러나 3년 만기물에 대한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Treasury+500bp에 재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악영향을 미쳤다. 즉 시장에서
투자가들과 가격 nego에 들어갔다는 것은 투자가들이 투자결정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Rating를 기본으로 하지만 가격이 실질적인 rating을 의미하고 있다고 판
단하므로 Treasury+500b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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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Fee에 2차 시도를 하
였고, 가격이 Treasury+800bp에서도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음날 Official Secondary Market에서 산업은행 채권은 Treasury+800bp에 호가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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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최대로 이용해 한국 채권의 Spread를
올리려는 국제금융자본과 위기에 몰려 협상수단이 별로 없는 한국
과의 협상결렬에서 온 것이며, 정책담당자들의 국제금융시장과 국
제신용평가 회사들의 작동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하는
한 예라 하겠다.
1997년 12월 21일과 22일 각각 국가신용등급을 추가로 투기적 신
용등급Speculative Grade인 Ba1과 B+로 하향조정하였는데 당시의 등급
조정은 이미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의 사후적인 조치였다.
이처럼 불과 2개월 사이에 국가신용등급이 Moody’s의 경우 4개
등급이, S&P의 경우 9개 등급이 추락하여 국가신용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은 여타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용을 연쇄적으로 추
락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홍콩 증시폭락 및 S&P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후 Bloomberg,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sian
Wall Street Journal 등 외국 유수 언론기관들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한 것 역시 국제투자가들의 자금회수를 촉
발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26)

는 점이다. Rating 회사의 존재이유는 투자가 보호에 있고 Secondary Market에서
Treasury+800bp에 quote되게 되었다는 것은 rating 회사의 rating 평가가 잘못되
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rating 회사는 BBB-(S&P)로 급속히 떨어뜨리게
된 것이다. 또한 S&P는 한국의 Official Debt가 1,200억 달러가 아니라 2,400억 달
러라는 WSJ과 Financial Times의 보도 이후 B+ Negative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
는 향후 6개월간은 올려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6) 1997년 11월 5일 전세계 200,000만 이상의 기관투자가들에게 정보를 판매하고 있
는 Bloomberg 통신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의지해야 할지 모른다. 한국의 금
융위기는 태국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다. 그 후 1997년 11월 6
일 영국의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은 Bloomberg 통신을 인용 “한국의 금융
위기 공포”라는 제목하의 1면 머릿기사 보도로 한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설을 게
재하였고, 1997년 11월 6일 Asian Wall Street Journal은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
를 300억 달러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틀린 것이다. 20억 내지 200억 달러가
이미 소진되어 있다”고 보도하여 외국인투자가들의 불안심리를 가속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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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 선물환(NDF)시장을 통한 원화절하 압력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이 통화위기의 와중에 놓여 있을 때
한국의 통화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들
이 제시되었다. 127) 그 근거는 한국 자본시장이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제국에 비하여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핫머니 등에 의
한 투기적 공격의 가능성이 적다는 데 두고 있었다.
이들의 논거는 대체로 우리 나라의 채권시장은 개방이 불충분하
고 외환선물시장이 미발달되어 선물환 매도에 의한 환투기가 곤란
하며, 비거주자에 의한 원화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헤지펀드가
투기적 공격시 주로 사용하는 공매Short Selling가 용이하지 않기 때
문에 외국의 투기적 자본에 의한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은 내국인에 의한
환투기(거주자외화예금의 급증) 외에 역외 선물환시장Non Deliverable
Forwards Market을

통해서 행해져 우리 나라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

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5-50> NDF시장에서 아시아 주요통화의 거래량
인도네시아
대 만
루피아화 신대만달러화
브로커
30
120
은행간 거래
15
60
총일일평균 거래량
45
180

한국
원화
145
80
225

(단위 : 백만 달러)
중 국 필리핀
인민화 페소화
25
50
30
40
55
90

자료 : Prebon Yamane, 환은경제연구소,『금융시장 트렌드』
, No.13, 1997. 9.
29로부터 전재.
127) 한국은행, 경제교실 강의자료, 1997. 8.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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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선물환시장은 1995년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환딜러들이 만든
선물환시장으로 해외에서 우리 나라 원달러 거래가 유일하게 이루
어지는 시장으로 일일 평균거래량은 2.25억 달러 정도이다. <표
5-43>에서 보듯이 1997년 중 국내외환시장에 있어서 일평균 장내
현물환 거래량이 18억 3천만 달러, 선물환 거래량이 9천6백만 달
러에 불과한 데 비하여 NDF 선물환 거래물량은 국내 선물환시장
거래물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림 5-13>은 NDF시장의 1개월물과 국내 선물환시장의 1개
월물간의 차이와 NDF시장의 3개월물과 국내 현물환시장의 차이
를 보인 것이다. 1997년 6월까지만 하여도 NDF시장 선물환가격과
국내 현물환시장 가격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1997
년 7월 말부터 두 시장간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9월에서 10
월로 갈수록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NDF시장과 국내외환시장간 환율괴리 확대는 외부적으
로 국내기업과 은행들이 환차익을 거두기 위해 NDF시장과 국내
외환시장간에 재정거래Arbitrage를 하도록 조장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거래를 통한 NDF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국내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외환시
장에 달러화 수요압력이 가중되었던 것이다.128)
이처럼 NDF시장과 국내외환시장간의 재정거래로 소진된 외환보
유고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표 5-45> 한국은행의
1997년도 외환시장 개입실적에서 1997년 8월과 9월 한국은행의 달
러화 선물매도 액수를 보면 각각 16억 달러 및 13.5억 달러인 데
128)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에게 달러화 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비거주
자에 대해 달러화 매도 포지션을 이면 계약만 하고 장부상 표시하지 않는 방법
으로 비거주자에게 달러화 선물매도 후 국내선물시장에서 달러화를 선물로 매입
하여 재정거래를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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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1997년 10월 선물매도 액수는 31.9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 물량은 <표 5-43>에서 보듯이 당시 국내은행간 장내외환시장
에서의 선물환 거래물량 28.4억 달러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역외 선물환시장에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추
정이 가능하며 역외 선물환시장이든 국내 선물환시장이든 이미 원
화절하 심리가 시장에 팽배되었기 때문에 치솟고 있는 선물환율을
무모하게 낮추려는 시도에 따라 외환보유고를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9)
<그림 5-13> NDF 선물환율과 국내선물 및 현물환율간의 차이
200
150
100
50
0
-50

NDF 선물환율(1개월)-국내선물환율(1개월)

12/12/97

12/04/97

11/26/97

11/18/97

11/10/97

10/31/97

10/23/97

10/15/97

10/07/97

09/26/97

09/18/97

09/05/97

08/28/97

08/20/97

08/11/97

08/01/97

07/24/97

07/15/97

07/07/97

06/27/97

06/18/97

06/10/97

05/30/97

05/22/97

05/13/97

-150

05/02/97

-100

NDF 선물환율(3개월)-현물환율

자료 : NDF 선물환율(Prebon Yamane과 Tradition Asia), 국내선물환율(Infomax)

129) 한국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NDF시장과 국내외환시장간의 재정거래
로 인한 국내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NDF시장 개입을 검토하였던 사실
이 있다. 매일경제신문, “한은 NDF시장 개입 검토”, 1997년 11월 1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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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대 책

외환위기에 대한 대책은 원인분석에서 상당부분이 자명해진 것
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한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중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쟁격화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와 국제자금의 이동부
문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단기간 내에 대처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에도 국제유동자금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국가간 자본이동
의 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됨에 따라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국 경제의 위기가 타국으로 전이됨은
물론 자국 경제정책에 과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위기가
전염되는 것이 다반사가 되는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이룩하여 대처할 수 있
는 방안과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1. 국제적인 공조체계에 의한 대처
국제적인 공조체계에 의하여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논의
된 것을 들어보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서 아시아 지
역 내에서의 협조체계 강화에 대한 것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협조체제 강화방안으로서는 첫째, 아시아 역내통화블록의 구성 등
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본 엔화 또는 중국 위안화에 의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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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무역결제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둘째, 상당히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EMS에 있어서 EURO의 도
입처럼 아시아에서도 단일통화, 일명 ‘ASIA’를 발행하여 아시아
역내통화블록을 구성하자는 구상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각국의 M1과 외환보유고를 현재 금 가격을 가지고 ‘ASIA’로 전환
하고, 그 이후의 ‘ASIA’에 대한 발행은 아시아 각국이 금에 대한
보유고를 늘리거나 또는 금에 상당하는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경우
에만 허용하는 등 아시아 제국간에 있어서 Currency Board를 구
성하자는 것이다.130) 이 구상은 아시아 각국이 유럽과는 달리 경
제적․문화적 이질성이 강하여 EURO와 같이 참여국간에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을 창설하자는 주
장이다. 이는 IMF가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해 조기진압에 실패하
였으며, 자금규모나 선진국의 지원상태로 볼 때 국제금융시장 관
리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태국의 외환위기 발생 후 태국
재무장관이 제안한 바 있다. 그 후 ASEAN과 일본이 주축이 된
AMF의 창설의사를 밝혔으나 IMF와 미국측이 IMF의 위상을 위
협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AMF 설립은 아시아 각국이 IMF의 체제하에 들어가면서 IMF
가 자금요청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처방과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처방으로 시종일관함에 따라 아시아 각국이 더욱 그 필요성을 절
감하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 외환위기가 러시아를 거쳐 중남미까지 확대되자 신
흥시장지역에 대한 위기를 미국 혼자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부담
130) Mobius, Mark, “Asia Needs a Single Currency,” The Wall Street Journal, Feb.
19, 1998.
236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은 AMF를 통한 역할분담의 필
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AMF에 반대했던 중국도 외
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45억 달러의 자금지원 제공 등
의 의사를 밝히면서 AMF의 설립지지로 선회할 것이 예상되고 있
다.131) AMF는 미국과 중국이 지지할 경우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만의 공조에 의하여 이 지역 국가들
의 외환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에
대해서 범세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1997년 10월 30일 발
표된 “G-7 세계 경제위기 해소 특별 공동성명” 내용에서 볼 수
있다. G-7의 외환위기 확산에 대한 대처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으로서 첫째, 새로운 융자제도의 도입New Arrangements to Borrow,
둘째, 단기자본이동 규제, 셋째,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나눌 수 있다.132)
새로운 융자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IMF 자금이 사후적 조치에
그치는 점을 보완하여 외환위기 조짐이 나타나는 국가에 대하여
사전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발생과 확산을 조기에 차
단하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IMF의 쿼타가 증액되어 IMF의 가용
재원이 9백억 달러 늘어남에 따라 보다 현실성을 가지게 된 방안
이다.
다음으로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
이 발표된 것은 없으나 헤지펀드들에 대한 투자은행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헤지펀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규
131) 한국일보, “AMF 창설 다시 힘얻는다”, 1998년 11월 11일자 7면 참조.
132) 한국경제신문, “투기성 단기자본 규제 ‘IMF 신용융자’ 신설” 및 “금융시장 교란
예방 주력”, 1998년 10월 31일자 1면 및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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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화될 경우 헤지펀드 등이 규제가 없는 조세천국Tax Haven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규제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G-7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그 동안
자본이동 규제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취해 오던 선진국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즉 그 동안 G-7이 자본이동 자유화를 개도국에 대해서 강압적
으로까지 추진해 왔던 입장으로부터 “자본자유화는 조심스럽고 적
절한 순서에 따라서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133)
마지막으로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편으로서 G-7은 21세기에 대
비한 새로운 금융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그 동안 유지되어 오던
브레튼우드 체제에 대한 개편과 IMF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2. 개별국가에 의한 대처
위에서 논의한 국제적인 공조체계에 의한 대처방법은 논의에서
부터 구체화까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자본자유
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전제하에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나
가면서 외환위기 발생에 보다 저항력이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어
133)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must be carried out in a careful and well-sequenced
manner if countries are to benefit from closer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Sachs(1998)로부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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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
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주된 내용은 자본자유화를 진행시켜 나가면서도 외환위기에 대
해서 저항력이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입자본이 국내
경제에 있어서 점착성을 높이도록 유입구조를 금융기관 차입에 의
한 외자유입보다는 기업의 지분에 의한 외자유입체계로 개선하는
것과 유입자본 흡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채권 및 외환시장 육성
등 자본시장의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즉 신용배분에 있어서의 심사능력과 자본시장 등 금융제도는 내
생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므로 정책적으로 외국자본유입 구조를 차입보다 지분에 의한 것
으로 전환하는 것이 외환위기에 대해서 보다 저항력이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1) 금융기관보다 기업 중심의 외자유입체제로의 전환
금융기관보다 기업 중심의 외자유입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
은 먼저 위기 확산에 대한 방화벽Fire Wall의 차원에서 제기되며,
다음으로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보다는 지분에 의한
자금조달Equity Financing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환위기에 휘말린 아시아 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은 외국자본
유입의 상당부분을 주로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하여 실시하고, 금융
기관이 차입한 외화를 필요한 기업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였으
며, 이러한 양태는 한국에서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34) 그런
134) 이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기업들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
도를 가진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이거나
금융기관이 차입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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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금융기관들의 외자도입 및 배분권의 독점은 이들에게 독점적인
지대Rent 향유에 따른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해 주기는 하였으나
사회후생의 감소와 금융기관 취약성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135)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외자를 도입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
에 배분하는 형태의 외자도입 방식은 외화를 차입에 의한 조달로
유입시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금융산업이 제조업 등 실물부문으
로부터 과분한 독점적 지대를 누리게 하는 비대칭적인 규제의 속
성을 가지고 있다.136)
자본자유화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자본을 도입하는 주체가
금융기관과 기업 중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
해가 있을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외화도입의
주체는 금융기관보다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 근거는 먼저 방화벽Fire Wall의 차원에서 제기된다. 우선 기업
의 퇴출은 금융기관의 퇴출보다 일반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
부실에 따른 도산 및 퇴출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도
산은 기업의 도산보다 더 큰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의 부실은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신인도 저하로 연결될 가능
성이 더욱 높다.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35) 태국의 경우 BIBF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것이 특권화되었고 이러한 특권을 부여
받은 Finance Company 등이 독점지대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였다. 한
국의 경우에도 해외차입이 특혜화되어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 종금사에 대한 인
허가사항이 특권화되고 종금사들이 해외차입 특권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비
대화하였다.
136) 물론 한국과 같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벌이 존재하고 이들 재벌이 외화자금유
입의 주체가 된다면 외화자금을 도입할 정도의 신용도가 없는 기업들과의 형평
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점은 있다. 이 점은 별도로 재벌 전체에 대한 입체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외화도입의 차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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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도국에 있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
가의 보호에 의하여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도산
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과 금융기관 도산으로 파생되는 일반인
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상실은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외자도입에 따른 투자가 부실화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의 퇴출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외부효과가 큰 금융기관이 도
입주체가 됨에 따라 외자도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향되어 과도
한 자본유입을 초래할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137)
이에 비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에 따른 부실이 기업 자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실의 전염에 대한 방화벽을 형성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즉 기업퇴출의 외부효과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작고 투
자부실에 따른 기업퇴출이 금융기관의 퇴출보다 훨씬 용이하게 결
정되기 때문에 외자도입과 투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138)
둘째, 금융기관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자유입체계를 추진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화유입체계가 국
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보다 지
분을 통한 자금조달Equity Financing의 비중을 더욱 높여 외환위기에
대한 내성Resilience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137) 즉 금융기관에게 “too big to fail”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국가를 금융기
관의 도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외자도입에 대해서
도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에 민간부문
의 외채에 대한 국가의 채무보증 요구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자금을 공여하는 국
제투자가들이나 자금을 배분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 모두에
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된다.
138) 이는 1998년 1월 한국의 금융기관 해외채무연장 협상과정에서 미국 등의 채권은
행단이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고금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
급보증까지도 요구한 바 있으나 국내민간기업의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였던 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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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경우 이제까지 대부분
이 Syndicated Loan 등의 형태로 들여왔으며 금융기관 자체의 전환
사채나 해외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
한 외자도입 방식을 국민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 Loan에 의한 외화
조달이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채무에 의한 외화조달을 하는
형태가 된다.
이에 대해 기업이 국내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이 해외자금을 조달하더라도 Loan의 형태를 통하
여 차입하는 경우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차입하
여 기업에게 배분하는 형태와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
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투자부실에 따른 기업의 부실이 개별기업으
로 한정되어 방화벽을 형성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Loan이 아니라 기업이 해외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든지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는 지분참여에
의한 자본조달로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며, 자금의 점착성
면에서 볼 때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셋째, 금융기관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자유입체계를 추진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국내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신용심사기능
과 자금배분기능이 단기간 내에 발전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
서 부실투자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유입에 대해 최종수요자는 기업
인 이상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부실한 국내의 Credit Allocation System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엄격한
신용심사와 선진금융기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Credit Allocation을 맡기고 이들에게 투자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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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실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통상 여러
차례에 걸쳐 Road Show 등을 통해 그 자금의 투자계획과 수익성
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가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업과 투
자가 모두에게 투자의 수익성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내금융기관이 정부의 묵시적인
지급보증 아래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와서 외화조달
에 따른 독점적 이윤을 남기고 정실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것보
다는 훨씬 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금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외화포지션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외화를 차입 배분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인 기업이 조
달하는 것이 지분참여에 의한 비중을 더 높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의 취약한
신용심사기능 대신 국제금융시장의 엄격한 신용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유입된 외화가 부실 사용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대신 기업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은 유입자
본의 국내에 있어서의 점착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
를 가져오며, 엄격한 신용심사를 거쳐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동
시에 투자가 부실화되더라도 그 효과가 부실기업에 국한되는 방화
벽까지 형성되게 함으로써 외환위기 발생에 대하여 보다 저항력이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2) 직접투자 중심의 자본유입체제로의 전환
이미 <표 2-8>에서 본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 중 외환위기에
휘말린 태국과 한국은 직접투자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고,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중국,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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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등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미 기업 중심의 외자유입체제로의 전환에서 논의하였듯이 직
접투자 중심의 자본유입은 기본적 성격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
Debt Financing이

아니라 지분에 의한 자금조달Equity Financing이기

때문에 유입자금의 경제 내의 점착성에 있어서 여타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즉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은 만기에 외화를 상환하여야 함에 따
라 재연장 여부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높이
게 되지만, 지분을 통한 자금조달은 외화에 대한 만기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액수의 외화를 유입하더라도 자본의 점착성
Stickiness

면에서 볼 때 외환위기 발생에 대한 저항력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투자는 국제자본의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유입되기 때
문에 일시적으로 자본유입국의 신용도에 하락이 있더라도 즉각 유
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를 실시할 때에는 유입자본의
점착성이 높은 직접투자 중심의 유입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외환위
기 발생에 대해 저항력이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채권 및 외환시장의 발달
자본 및 금융자유화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자본자유화로 인
하여 유입되는 자본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인프라
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자본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시
장의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자본유입은 자
국환율을 절상시키고 한정된 자산시장에서 거품을 형성시킴으로써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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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를 감당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인프라로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을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이미 논
의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외환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선물환시장의 육성과 금융기관의 외화포지션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헤지수단을 확충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시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국채시장이 발달되어야 하
며 만기별, 신용등급별 채권의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한
다. 채권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만기별로 신용위험이 없
는 금리수준, 즉 지표수익률Bench Mark Rate이 제시되어야 하며, 국
채시장의 발달은 신용위험이 없는 지표수익률을 제공해 줄 수 있
기 때문이다.139)

(4) 기업의 유연한 진입 및 퇴출 제도의 확립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들과 외환위기를 당
하지 않은 대만과의 차이점 중의 하나를 산업구조의 유연성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대만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파산에 대해 거의 장애물이 없고 파산이 용이하게 실시되도록 하
고 있는데 이는 투자가들과 경영진에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파산을 쉽게 하고 있다는 것
은 그만큼 기업의 퇴출과 진입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함이 대만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원천
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40)

139) 국채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오창석(1998)을 참조할 것.
140) The Economist, “The Flexible Tiger,” 1998. 1. 3, p.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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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진입과 퇴출의 동
태적인 과정이 원활히 작동해야 존립가치가 없는 기업이 퇴출되
고, 퇴출된 기업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이 높은 기업활동
에 배분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의 본질인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끊임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해서

재건이나 청산 중의 하나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한정되어 있는 경
영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
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적 파괴를 위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위해
서는 기업이 해당시장에 신규진입할 때 투자되었던 시설과 기자재
등이 큰 손실 없이 처분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
의 다른 기업 또는 타산업으로의 전용이 용이하도록 자원이동에
있어서 조정비용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141)
그러나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금융
기관 및 기업의 파산 법제가 미발달되어 있고 절차가 불투명하여
그 동안 자원이동에 있어서 조정비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Dynamism을 잠식해 왔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외
환위기를 당한 한국과 동남아의 국가들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적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발생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든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파산 법제Bankruptcy Law는
대단히 원시적 단계에 놓여 있어 파산 및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절
차가 불명확하고 장기간이 걸리게 되어 있다.142)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계약과 신용거래에 관한 법률시
141) 박승록(1998), p.144 참조.
14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w for the Hard Part,” 1997. 9. 25, p.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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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불투명하여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회사법은 식민지시대의 상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원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한책임회
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는 설립 자체가 법무부의 승인사
항으로 되어 있으며, 승인을 받는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
구하고 있다. 기업의 퇴출과 파산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는 법원
의 시스템이 불비不備되어 규정이 불분명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한
퇴출과 파산이 시도조차 된 일이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동안
법적인 절차를 대신해 왔던 것은 주로 협상과 중재Arbitration였는데
이는 협상과 중재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신뢰할 수 있는 제
도였기 때문이었다.143)
한국의 경우에도 기업의 퇴출과 도산 관련제도가 경제현실의 변
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절차가 불분명하고 진행
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융기관과 기업퇴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경제의 동태적 성장을 저해하여 왔다. 대표적인 예가 퇴출
관련법이 상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으로 분산되어 일관
성을 결여하고 있고 기업의 청산과 갱생에 관한 기준이 모호했다
는 것이다. 144)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Mega Competition에 따라 기업의 퇴출과 진
입이 더욱 빈번해지는 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적 인프라이다. 기
업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조정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생성과 소
멸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원을 비효율적인 곳으로부터 효율적인 곳으
143) Nasution(1995) 참조.
144) 화의법에 있어서 화의 대상기업에 대한 투명한 기준이 없어 본질적으로 중소기
업에 적합한 화의절차가 대기업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화의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특혜 여부 시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승록(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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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배분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외환위기 발생에 보
다 내성이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이다.

(5) 경직된 환율제도로부터의 탈피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정환율제 또는 이와 유
사한 경직된 환율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이라
는 점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다. 고정환율제도로서는 국내외 금리
차가 있을 때 자본유입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
하지 않는다. 물론 변동환율제도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외국자본유입 압력에 대하여 환율변동이 주
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하여 이자율 평형을 유지하도록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사실상
이미 포기한 제도이다. 이제까지 멕시코 통화위기를 비롯한 아시
아 통화위기의 교훈이 고정환율제도와 자본유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 준 것인만큼 정책담당자들이 고정환율제도
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아시아 통
화위기의 교훈은 환율의 운용을 경상수지 등 실물부문의 움직임과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Obstfeld and Rogoff(1995)는 고정환율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
석은 짓이며 환율은 지표로서만 사용되어야지 화폐금융정책의 주
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145)
145) Obstfeld and Rogoff(1995)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it is folly to try
to capture the lost innocence of fixed exchange rate. … The exchange rate
should be used as an indicator but virtually never as the central target for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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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의 제고
경제의 불투명성은 낮은 신뢰도로 인해 투자가들의 과잉반응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를 외환위기 발생에 취약하게 만든다. Stiglitz
(1998)는 국제자본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작은 나라의 경제를 대양 위를 항해하는 조그마한 배와도 같
다고 비유하고 있다. 조그마한 배가 언제 전복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다가 항해술이 나쁘거나 배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전복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조그마한 배에 불과한 경제를 국제금융시장이라는 파도 속에서
항해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자금을 대부하여 주는 국제
투자가들Lender에게 있어서 자금을 대출하여 가는 측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우량금융기관과 불량금융기관에 대한 구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량과 불량의 구분이 안된다면 국제투자
가들이 하기 쉬운 가장 좋은 선택은 우량과 불량 모두로부터 자금
을 회수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외환위기가 더욱 악화되었던 것
은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와 금번 아시아 통화위기에서 이미 경
험한 바와 같다. 사태가 악화되었던 시기는 멕시코와 한국 등의
경우에 있어서 외환보유고가 외국인투자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났거나 단기외화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을 때였다. 이때 외국인투자가들은 파산의 위험성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을 구분함이 없이 무차별하게 여신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외환위기가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물론 투명성의 확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
다. 회계제도의 투명성 면에서 가장 투명성이 높은 스웨덴은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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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맞이한 반면 북유럽 중에서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가장 약
한 독일은 외환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는 사례에서 보듯이 투명
성의 확보가 외환위기를 절대적으로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
다.146)
다만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는 개별국가가 외환위기 발생에 대하
여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갈수록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
환위기 방지를 위하여 효과가 크면서 개별국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수단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7) 외환위기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지표의 개발
외환위기 발생을 사전에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표를 만드는
것은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경제의 거시경제지표들이 외환
위기를 설명해 주는 데는 대단히 많은 한계가 있는 지표들이기는
하지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불완전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경보
의 발동과 함께 모든 정부부처가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태
예방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서이다.
아직 만족할 만한 지표가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Goldstein에 의
하면 연간 데이터로서는 (경상수지/GDP)와 (경상수지/투자) 등이
외환위기를 가장 잘 예고하여 주는 지표이며, 월별 데이터로서는
실질환율, 주식가격, 수출액, M2/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 등이 가
장 잘 예고하는 지표라고 한다. 147) 또한 각국마다 독특한 경제제
도와 금융관행이 있는 만큼 국별로 고유한 조기경보지표를 만드는

146) 오상근(1998) 참조.
147) Goldstein(199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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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
은 이제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변수뿐만 아니라 투자의 부
문별 구성과 효율성, 외환시장의 규모․발전정도, 민간부문의 외채
에 대한 헤지정도, 채권시장의 규모․상품의 다양성․발전정도, 금
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건전성 감독지표 등 시장경제의 미시적 구
조와 질적인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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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이 연구는 지금까지 1997년 중반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통화위기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에 국한하여
그 발생과정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시아 통화위기의 발생과 그 인과요인들간의 관계를 사슬을 잡
아당겼을 때 가장 약한 고리의 부문에서 끊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모형화하여 ‘가장 약한 고리’ 모형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사슬에 있어
서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긴장도를 높인 요인’, ‘가장 약한 고리부
분’을 형성한 요인, ‘충격을 준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가장 약한 고리’ 모형에 따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아시아 통화위기에 있어서 실물부문에 있어서는 아시아 지역
에서 국가간 발전단계에 따른 수직적 국제분업체제가 흐트러지게
되었던 것과, 금융부문에서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한 가운데 급속한
자본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유입된 자본이 아시아 국가들의 거시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켰던 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거시경제 전체
에 대해 긴장도’를 높였다.
또한 미숙한 자본 및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취약한 금융감독에
따라 비대화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어 ‘가장 약한 고리’
부분을 형성하였으며, 헤지펀드 등에 의한 공격이 ‘충격요인’을 구
성하였다.
즉 아시아 지역의 국제분업체제의 혼선과 자본자유화에 따른 거
시경제의 불균형 심화로 거시경제 전체의 긴장도가 높아져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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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충격요인이 발생하자 부실화된 비은행 금융기관들과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우선 국제자본이 회수되면서 통화위기가 발생하였
다는 것이다.
세부적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아시아 국가
들의 거시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적자가 199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
다. 또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여신
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촉매역할을 한 태
국의 외환위기 과정을 자본유입의 급증, 자산가격 버블의 발생 및
붕괴,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고,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전염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통화위기
전염의 원인으로는 아시아 통화위기 초기단계에서는 국제투자가들
의 군중행동과 포트폴리오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
으며, 통화위기가 러시아를 거쳐 중남미까지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통한 전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 모형’에 의하여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정리해 보았다. ‘구조적 위기설’과 ‘자본자유
화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등은 모두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긴
장도를 높인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또한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는 위기 발생의 촉매가 되는 ‘가장
약한 고리’부분을 형성한 요인을 강조한 견해이며, ‘유동성 위기설’
등은 ‘외부적 충격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을 분
석하였다. 먼저 아시아 거시경제 전체에 있어서 긴장도를 높인 요
인으로는 실물 면에서는 일본과 아시아 개도국간의 산업구조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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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사해지고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화하는 데 따라 일본․아시아
신흥개도국․중국간에 경쟁이 격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1995년
이후의 엔화 약세와 1994년 1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아시아 신흥개도국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이에 1990년대
중반에 아시아 신흥개도국들은 일본과 중국에게 수출시장을 잠식
당하게 되었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경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금융과 자본이동 부문에 있어서 거시경제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
시켜 경제의 붕괴압력을 높이게 된 요인들은 1990년대에 아시아
각국의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우선 국제금융시장에는 많은 유동자금이 있었고, 이것이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자본자유화와 결합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대량 유입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유입된 자본을 흡수하
여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채권과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
의 인프라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본유입에 따라 자본자
유화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확대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자본시장의 인프라 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만기와 높은
유동성을 가진 채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유입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별로 없었으며, 유입자본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었다. 이처럼 유입자본을 흡수하고 생산적으
로 사용할 수 있게 배분하는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유입자본은
자본스톡을 증대시키는 생산적인 용도보다는 상당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 기존 국내자산스톡에 투자되어 기존 자산가격에 버블을
형성하고 경기를 과열시키는 데 유입되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이 자본자유화와 양립하기 어려운 고정환율제
를 장기간 지속하였는데 이것은 자본유입과 결부되어 실질환율을
절상시켜 수출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오고, 수입증가와 자원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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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부동산 등 비교역재 부문으로 배분시켰다. 이에 따라 거시경
제의 대내외 불균형이 심화되어 거시경제 전체에 있어서 긴장도를
높이는 원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발생에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시켜 외환위기
발생의 촉매와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었다. 일본의 주전, 태국의 파이낸스 컴퍼니, 한국의 종금사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미숙한 자본 및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비대칭적인 금융규제와 외화유입에 따르는 독점적 지대를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급속 성장하였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자본자유화에 따라 유입된 자본을 부
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출하고 위험관리를 무시한 채 고위
험․고수익 추구의 투기적 영업활동을 통하여 성장해 왔다. 이들
국가의 취약한 금융감독체제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에 대한 감독의 소홀로 부실을 방치하였다.
그러나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경기순환으로 인한 자산가격
의 하락과 위험의 현실화에 따라 즉각 부실에 빠져들게 되었다.
일본의 주전과 태국의 파이낸스 컴퍼니는 동일하게 경기과열을 억
제하기 위한 당국의 긴축정책과 경기순환요인에 의하여 자산가격
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왔음에 따라 부
실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또한 한국의 종금사들은 부실기업에 대
한 대출위험이 현실화되면서 부실화되었다.
이들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는 전체 금융시스템을 동반
하여 부실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금융시스템이 부실화되고 불안해
지자 국제투자가들이 자본회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즉 이들 비은
행 금융기관들은 경제전체라는 사슬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하였는데,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자 이들 취약한 부문에서 경
제가 즉각 파열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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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촉매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외환시장의 발달이 취약한 가운데 고정환율제도를 지속하
였던 것은 환위험을 감소시키는 대신 유입외화를 대부분 헤지하지
않은 상태로 유입하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국가의 외화포지션을 외
환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단 기존환율에 대한 외
부의 충격이 가해지자 스스로 외환위기를 발생시키게 하는 또 다
른 ‘취약한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장기간에 걸친 고정환율제도의 유
지는 외부로 하여금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고, 국제 단기유동자금들의 투기적 공격을
조장하게 하여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충격’을 가하게 되었
다. 외국자본의 이탈과 투기적 공격이 개시됨에 따라 촉매국가인
태국이 본격적인 외환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태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의 취약한
고리 중 하나는 헤지되지 않은 민간부문의 채무에 있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투기자본들의 투기적 공격에 대하여 태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기 이전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으나
헤지되지 않은 많은 민간부문의 외채를 뒤늦게 헤지하려는 실수요
로 인하여 외환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태국과 한국
의 경우는 환율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통하여 저지해
맞서다가 외환보유고가 소진되자 고정환율제도의 유지를 포기한
부류에 속한다.
아시아 지역 통화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조장한 것은 이 지역 최
대의 자금공급국인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심화였다. 버블붕괴 후
부실채권을 안게 된 일본의 금융기관 부실화가 7년이 넘도록 해결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됨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들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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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 회수에 몰입하게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국
제유동성의 부족을 심화시켜 외환위기 발생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심화되는 가운데 외
환위기는 북상하여 국제투기자본들의 투기적 공격에 따라 대만이
공격을 받게 되었고, 대만이 환율지지를 포기하자 홍콩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이 불안을 보
이자 아시아 지역에 투자되었던 국제자본들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단기해외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새로이 외환위기에 휘
말리게 되었던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용한 ‘가장 약한 고리’ 모형에 따른 요인
분석은 한국의 외환위기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우선 거시경제 전
체의 긴장도를 높인 실물부문의 요인은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국
가별 발전단계에 따른 수직적 분업질서의 혼선으로 야기된 경상수
지의 악화였다. 그 외 실물부문의 요인으로는 1990년대 초반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노사분규․환율의 고평가 등으로
시설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던 점이다. 또한 UR 협상을 위
한 국내시장 개방 등에 따라 국내외 업체간의 경쟁의 격화로 기업
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점이다.
이상의 수출감소, 시설투자의 증가 및 개방으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 등은 기업 현금흐름에 있어 이상을 가져오게 하여 기업의 부
실과 함께 1997년 초반부터의 대기업 연쇄도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자본이동과 금융부문에서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긴장도를 높인
요인’들은 채권 및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 인프라 문제와 동일하다.
이는 한국이 OECD 가입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자본자
유화를 조급히 실시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여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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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유입은 원화를 고평가시키게 되었으며,
원화의 고평가는 수출감소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및 자원의 비
교역재 부문으로의 배분을 가져와 대외경제에서의 불균형을 심화
시켰다.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부분을 형성한 것은 태
국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종금사로 대표되는 제2금융권의 부실화
였다. 제2금융권은 당국의 제1금융권과의 비대칭적인 규제로 인하
여 규모는 제1금융권보다 더 커지고 업무영역은 외화조달까지 포
함하게 되어 제1금융권과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비
대화하였다. 그러나 그 업무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기능은
부재하여 비대칭적 규제의 전형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은
위험관리를 무시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위험이 현실화되자 급속도
로 부실화하였다.
위기가 발생한 ‘가장 약한 고리’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종
금사의 국내영업 부문에서는 이미 현금흐름에 이상이 있는 기업들
에게 무담보대출을 하였고, 기업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갑
작스런 회수를 감행함에 따라 종금사와 기업간에 부실을 서로 가
속화하였다. 또한 외화조달에 따르는 독점적 지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를 등한시한 채 단기외화를 조달하여 장기대출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전체의 외화부채 포지션을 외화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구조로 변질시켜 종금사들의 외화유동성 위기를 국
가유동성 위기로 확대시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금사의 자산관리나 외화영업 부문에 대해서 금융
감독이 없었던 점과 단기자본 도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반면
장기자본 도입에 대해서는 규제가 남아 있었던 점 등은 ‘가장 약
한 고리’를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모두 미숙한
금융 및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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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외부적 충격’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의 통화위기 발생에 따라 국제투자가
들의 아시아 지역 이탈과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국
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유동성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증시
폭락과 우리 나라 신용등급의 단기간내 과도한 하락은 한국의 외
화자금조달 경로를 결정적으로 단절시켰다. 또한 역외 선물환시장
을 통한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에 따라 원화절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즉 한국의 외환위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업
현금흐름의 악화로 기업이 부실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증대 등 대
외 불균형에 따라 거시경제 전체의 긴장도가 높아졌다. 또한 자본
및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종금사를 중심으로 가장 ‘취약한 고리’가
생성되었으며, 종금사 등이 부실화하는 상황에서 동남아 통화위기
로 외부의 충격이 닥쳐왔다. 그러자 ‘가장 약한 고리’인 종금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종금사의 해
외차입 고리를 통하여 외국자본 회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
라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와 한국 외환위기의 유사성은 모두 아
시아 국가간의 발전단계에 따른 국제분업질서의 혼선과 금융 및
자본자유화가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 및 자본자
유화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취약한 부문을 형성하였으며,
가장 취약한 부문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파열되어 국제자본의 회
수를 촉발시킴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외형상 상이한 점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취약점이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인하여 발생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실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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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외형상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원인은 많은 부분
이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화유입으로서 동일한 근원을 두고 있다.
즉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
본유입에 대하여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 흡수하여 본원통화
가 증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자산가격의 버블을 생성
시켰고 이러한 버블의 생성과 붕괴는 금융기관들을 부실화시켰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고정환율제도가 아니
었고, 유입외화를 외화 초과공급에 따른 원화의 절상으로 흡수하
였다. 원화의 고평가 등에 따라 고임금을 비롯한 고비용구조와 수
출부진 및 과도한 설비투자 등이 발생하게 되어 기업의 현금흐름
에 이상과 함께 부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의 버블의 생성과 붕괴 및 한국 기업들의
부실은 외형상 상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근본원인은 자본자유화
에 따른 자본유입에 많은 부분이 기인하는 것으로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과 한
국 종금사의 부실 등은 많은 부분이 자본자유화와 불충분한 금융
감독 등 미숙한 자본 및 금융자유화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에서 유사하다.
이처럼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은 자본자유화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금융 및 자본자유화를 조급하게 추진
함에 따라 경제의 불균형에 따른 긴장도가 높아졌고, 자본자유화
와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경제 내에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자 취약
한 고리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환위기 발생에 대한 대책을 제6장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공조체계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부분과 개별국
가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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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았다. 먼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체계에 의하
여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서는 아시아 지역내 통화블록의 구성, 아
시아에서의 단일통화 도입,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 등을 논의하였
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단일통화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
았으며,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장하였다. 가장 먼저 금융기관보다는 기업 중심의
외자유입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는 첫째,
기업 중심의 외자유입체계는 국민경제의 외화포지션을 채무에 의
한 조달로부터 지분에 의한 조달로 변모시켜 국민경제 전체를 외
환위기 발생에 보다 저항력이 큰 경제로 만들 수 있다. 둘째, 도산
시 외부효과가 큰 국내금융기관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외자유입을
하는 것이 투자가 부실화되어 도산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부실기업
으로 국한시키는 방화벽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낙후된 신용심사와 자금배분의 기능
이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한 국내의 Credit
Allocation System을 통해 외화자금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국제금
융시장의 투자가들에 의해 외화자금을 직접 배분하는 것이 부실투
자를 방지하여 외환위기 발생에 보다 저항력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임을 들었다.
다음으로 주장한 것은 자본자유화를 흡수해 낼 수 있도록 자본
자유화와 함께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을 발달시켜야 하며, 채권시장
의 발달을 위해서는 국채시장이 선행 발달되어야 한다.
실물 면에서는 기업의 유연한 진입과 퇴출제도를 정비하여 전세
계를 상대로 하는 Mega Competition에서 다반사로 생기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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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퇴출에 따른 자원배분을 낮은 거래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그 밖에 경직된 환율운용으로부터 정책담당자들이
탈피하여 유연한 환율제도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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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아시아 각국에 대한 외국은행(BIS Reporting
Banks)들의 여신비율(1996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총계에 대한 %)
유
일본

미국

럽

독 일

영국

Total
(Inc.others)

총 계

싱 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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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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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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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베

리

트

자료 : BIS, The Maturity, Sectoral and Nationality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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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일본 대장성의 조기시정조치 내용
자기자본비율

단
계

BIS 기준

국내 기준

1

8% 미만

4% 미만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

2% 미만

다음과 같은 개별조치 실시
증자계획의 수립, 총자산의 증가억제
및 감축, 신규업무 취급금지, 기존업무
의 축소, 점포신설 금지, 기존점포 감
축, 자회사․해외 현지법인의 영업규모
축소, 자회사 신규설립 금지, 배당억제
또는 금지, 임원 상여금 지급제한, 고
금리자금 조달의 제한 또는 금지

0% 미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단,
다음 경우에는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를 취하는 것도 가능
① 유가증권 평가익 등을 감안한 순자
산가치가 플러스인 경우
② 유가증권 평가익 등을 감안한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경영개선계획과 2단계 개
별조치의 실행 추이 및 향후 개선 가
능성, 수지상황, 부실자산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 순자산가치가
플러스가 될 것으로 확실히 전망되
는 경우)
또한,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
이라 하더라도 평가익을 감안한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확실히 전망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

2

3

4% 미만

0% 미만

조

치

내

용

자료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주요국의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 199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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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최근 일본 금융기관의 파산현황
(단위 : 십억 엔)
년 월
1992년 10월
1993년 10월
1993년 11월
1994년 10월
1995년 3월
〃
〃
1995년 7월
〃
1995년 8월
〃
1995년 12월
1996년 3월
〃
1996년 8월
1996년 9월
1996년 11월
〃
〃
〃
1997년 4월
〃
〃
〃
〃
1997년 5월
〃
〃
1997년 10월
〃
〃
1997년 11월
〃
〃
〃

금융기 관 명
東 洋신 용 금 고
釜 石신 용 금 고
大 阪 府 신용조합
松 浦신 용 조 합
岐 阜상 업 은 행
東京協和 신용조합
安 全신 용 조 합
코 스 모 신용조합
友 愛신 용 조 합
兵 庫 은 행
木 津신 용 조 합
大 阪신 용 조 합
太 平 洋 은행
行 橋신 용 금 고
福井縣제일신용조합
武 藏 野 신용금고
山 陽신 용 조 합
껜밍大和 신용조합
三 福신 용 조 합
阪 和 은 행
東 海신 용 조 합
土 岐신 용 조 합
北 九 州 신용조합
神祭川縣 신용조합
日 産생 명 보 험
田 辺신 용 조 합
朝銀大阪 신용조합
小 川 증 권
靜岡商銀 신용조합
越 後 증 권
京 都共 榮 은 행
三 洋 증 권
北海道拓殖 은 행
山 一 증 권
德 陽시 티 은 행

자 산
304
45
123
8
13
95
93
464
43
2,491
1,048
319
651
12
5
64
53
33
34
515
23
11
17
53
2,167
127
397
28
337
373
6,024
3,508
619

자료 : 週刊東洋經濟, 1997. 12. 13,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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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처 방 안
三和은행 등에 분할정리
해산
信組大阪弘容이 흡수합병
佐賀은행에 양도
關西개발은행이 흡수합병
旧東京共同은행에 양도
〃
〃
神奈川縣노동금고에 양도
미도리은행에 양도
整理回收은행에 양도
東海은행에 양도
와까시오은행에 양도
北九州八幡신용금고에 양도
福井은행에 양도
王子신용금고 등에 흡수합병
淡陽신용조합에 양도
〃
整理回收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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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꼬하마商銀신용조합에 양도
청산
幸福은행에 영업권 양도예정
회사갱생법 적용신청
北洋은행에 영업권 양도
자진폐업신청
仙台은행에 분할양도

<부표 4>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매트릭스
수출 Matrix
(단위 : %)
from
미 국 일 본 중 국 홍 콩 인도네시아 한 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 국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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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한 국
말레이시아
필 리핀
싱가포르
태 국

2.23
0.63
4.25
1.36
0.98
2.67
1.15

6.17
2.20
7.15
3.73
2.04
5.06
4.45

21.76
0.94
4.98
0.91
0.67
2.48
0.83

0.56
1.62
0.94
1.19
2.75
1.00

3.26
6.59
2.23
1.38
9.16
1.65

8.63
2.46
3.35
1.48
4.98
2.06

5.92
1.57
3.06
1.21
20.58
4.12

4.25
1.82
3.36
6.00
3.82

8.90
3.04
18.01
1.84
5.68

5.81
1.52
1.82
3.61
1.13
12.11
-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ec. 1997.
수입 Matrix
from 미 국 일 본 중 국 홍 콩 인도네시아 한 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to
미 국
22.88 11.64
7.89 11.79 22.15 15.48 18.30
일 본 14.35
21.01 13.56 19.81 20.88 24.53 20.27
중 국 6.62 11.57
37.15 3.72
5.68 2.39 1.91
홍 콩 1.25 0.74 5.64
0.61
0.76 2.32 3.94
인도네시아 1.06 4.36 1.65
0.82
2.67 0.64
한 국 2.83 4.58 8.98
4.77 5.62
5.19 4.82
말레이시아 2.23 3.37 1.62
2.21 1.92
2.00
2.32
필 리핀
싱가포르
태 국

1.03
2.51
1.44

1.29
2.10
2.94

0.27
2.60
1.36

0.48
5.31
1.55

0.21
6.70
2.55

0.39
1.68
0.81

1.02
13.35
3.30

4.95
1.69

(단위 : %)
싱가포르 태 국
16.42
18.17
3.38
3.20
3.44
15.03

12.57
27.83
2.66
1.16
1.28
3.65
4.91

1.06
5.46

0.78
5.45
-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ec.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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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태국 금융기관의 구조(1994년 12월 현재)
Regulatory Agency
Bank of Thail and(1942)
4 Branches
- Lampa ng
- Northern Region(Chiang Mai)
- Northeastern Region(Khon Kaen)
- Southern Region(Hat Yai)
2 Representat ive Offices
- New York
- London

Commerci al Banking System
- 29 Commercial Banks
- 15 Domestic(1906)(2,823 Branches)
- 14 Foreign Bank Branches(1888)
- 43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IBFs)(1993)
- 11 Domestic Banks
- 11 Foreign Bank Branches
- 21 New Foreign Banks
- 44 Foreign Bank Representative Off ices
14 Credit Foncier Companies(1958)
22 Finance Companies(1969)(3 Branches)
69 Finances and Securities Companies(1961)
(56 Branches)
15 Securities Companies(1955)

Securiti es and Exchange
Commissi on of Thailand(SEC)
(1992)

Ministry of Finance

8 Mutual Fund Management Compani es(1975)
- 77 Close-ended Funds
- 14 Open-ended Funds
Stock Exchange of Thailand(SET)(1975)
- 412 Listed Companies(Excluding Mutual Funds)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 Government Savings Bank(GSB)(1946)(538 Branches)
- Government Housing Bank(GHB)(1953)(32 Branches)
- Bank for Agricult ure and Agricultural Co operatives
(BAAC)(1966)(362 Branches and Sub-branches)
-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of Thailand(IFCT)
(1959)(8 Branches)
- Small Industry Finance Corporation(1992)
-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EXIM Bank)(1993)
- Small Industry Credit Guarantee Corporation(1985)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Cooperatives
- 1,046 Savings Cooperatives(1946)
- 2,474 Agricultural Coopera tives(1916)

Ministry of Commerce

Insurance Companies(1955)
- 8 Life Insurance Companies(827 Branches)
- 5 Composite Insurance Companies(339 Branches)

주 : ( ) 안의 숫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이 시작된 해임.
자료 : Bank of Thailand, Economic Performance in 1996 and Outlook for
1997, Jan. 1997,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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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3개국에 대한 IMF 구제금융
멕 시 코

태

국

인도네시아

공

여

시

점

1995. 2. 1

1997. 8. 20

1997. 11. 5

공

여

기

간

18개월

34개월

36개월

구 제 금 융 기 간

178억 달러

39억 달러

101억 달러

구제금융규모/SDR Quarter

6.9

5.1

4.9

자료 : IMF Press Release

<부표 7> 3개국에 대한 주변국 및 기타 국제기구의 구제금융
(단위 : 억 달러)
멕 시 코

태

국

인도네시아

미국(200)

일본(40)

일본(50)

BIS(100)

홍콩(10)

싱가포르(30)

일반은행(30)

말레이시아(10)

미국(30)

싱가포르(10)

말레이시아(10)

신용공여국

중국(10)

호주(10)

(공여금액)

호주(10)

World Bank(45)

인도네시아(5)

ADB(35)

한국(5)
World Bank(15)
ADB(12)
총신용공여액

330

127

210

자료 : IMF Press Release,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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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아시아 금융기관의 대출총액 대비 불량채권비율
국

별

비

한

국

태

국

율

7.32% (1998년 3월 말)
35% (1998년 7월 현재)

말 레 이 시 아

10.6% (1998년 4월 말)

인 도 네 시 아

25% (1998년 4월 말)

싱

3.2% (1997년 말)

가

포

홍

르
콩

필

리

2.77% (1998년 3월 말)

핀

4.7% (1997년 말)

주 : 태국은 현시점의 민간추계
자료 : 日本經濟新聞, 1998. 7. 10, p.3.

<부표 9> 주요 외환시장의 평균거래량(1영업일당)
(단위 : 억 달러)
시

장

1992. 4

1995. 4

1

런

던

2,905

4,645

2

뉴

욕

1,669

2,444

3

동

경

1,202

1,613

4

싱 가 포 르

736

1,054

5

홍

603

902

콩

자료 :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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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태국의 도시지역 건축허가면적 추이
1987

1988

7.23
(-)

12.13 15.48
(67.8) (27.6)

주거지역

1989

3.82 5.73 10.39
(-) (50.2) (81.2)
1.05 2.20 2.63
공업지역
(-) (108.7) (19.6)
상업지역

1993

(단위 : 백만㎡)
1994 1995 1996

20.34 19.88 18.8 21.45
(31.4) (-2.3) (-5.4) (14.1)

24.38 23.11 16.08
(13.7) (-5.2) (-30.4)

1990

1991

1992

14.04 18.24 14.30 14.05 8.06 10.71 8.12
(35.1) (29.9) (-21.6) (-1.8) (-42.7) (32.9) (-24.2)
3.85
3.21 3.13 2.52 3.70
2.95 1.96
(46.3) (-16.4) (-2.6) (-19.4) (46.7) (-20.2) (-33.5)

전 국

12.10
(-)

20.06 28.50
(65.8) (42.0)

38.23
(34.1)

41.33 36.23 38.02 36.14
(8.1) (-12.3) (5.0) (-5.0)

36.77 26.16
(1.7) (-28.8)

방 콕

6.84
(-)

13.59 19.37
(98.8) (42.5)

25.86 32.71 27.24 29.72 26.11 25.38 15.85
(33.5) (26.5) (-16.7) (9.1) (-12.2) (-2.8) (-37.5)

주 : ( ) 안은 전년대비 성장률임.
자료 : Vajragupta and Vichyanond, Thailand’s Financial Evolution and the 1997
Crisis, 1998, p.20으로부터 재인용.

<부표 11> 아시아 지역의 주가 및 환율 변화
(annual percentage change, end-1997)
Local Index
Exchange Rate
U.S.$ Index
China

-16.6

0.2

-16.4

Hong Kong

-20.3

-0.1

-20.4

Indonesia

-37.0

-57.0

-72.9

Malaysia

-52.0

-35.0

-68.8

Philippines

-41.0

-34.1

-61.1

South Korea

-42.2

-50.2

-71.2

18.1

-15.8

-0.6

-55.2

-46.8

-76.1

Taiwan, China
Thailand

자료 : BIS,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199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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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S&P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조정 추이
태 국
A (1994.12.29)

인도네시아
BBB (1995.4.18)

말레이시아
A+ (1994.12.29)

필리핀
한 국
BBB (1994.11.2) AA- (1995.5.30)
BB (1995.5.30)
BB+ (1997.2.21) A+ (1997.10.24)
A- (1997.11.25)
BBB- (1997.12.10)
B+ (1997.12.22)

A- (1997.9.3)
BBB (1997.10.24) BBB- (1997.10.10)
BB+ (1997.12.31) A (1997.12.22)
BBB- (1998.1.8) BB (1998.1.9)
B (1998.1.27)
BB+ (1998.2.17)
B- (1998.3.11)
A- (1998.4.17)
CCC+ (1998.5.15)
주 : BBB 이상은 투자등급(investment grade)으로, BB 이하는 투기등급(speculative grade로 표기)으로 분류하며, AA∼CCC등급은 + 또는 -로 해
당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구분.
자료 : 한국은행,『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조사연구
자료 98-12, 1998로부터 전재.

<부표 13> Moody’s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조정 추이
태 국
A2 (1989.8.1)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 국
A1 (1995.3.15) Ba3 (1993.7.1) A2 (1986.11.18)
Ba2 (1995.5.12)
A3 (1997.4.8)
Ba (1997.5.18)
Baa1 (1997.10.2)
A1 (1997.8.5)
Baa2 (1997.11.27)
A3 (1997.11.27)
Baa3 (1997.12.1)
Baa2 (1997.12.10)
Ba1 (1997.12.21) Ba1 (1997.12.21) A2 (1997.12.21)
Ba1 (1997.12.21)
B2 (1998.1.9)
B3 (1998.3.19)
주 : Baa 이상은 투자등급으로, Ba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분류하며, Aa∼Caa
등급은 1, 2 또는 3으로 해당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구분.
자료 : 한국은행,『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조사연구
자료 98-12, 1998로부터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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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Baa3 (19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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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아시아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일 별

아시아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각국환율

1997년
1월 15일

- ASEAN, 중국과 정례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1월 23일

- 한국, 한보철강 정태수씨 경영권 포기 거부로 부도처리

1월 27일

-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의 5개국 중앙은행
은 외환위기에 일시적으로 빠진 국가에 대해 상호
협조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계약 체결

1월 31일

- 일본 [일본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확정
∙일본 금융제도조사회의 일본은행법개정 소위원
회, 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121.3Yen/$

2월 5일

- 태국, Somprasong 토지개발공사 해외채무 310만
달러 첫 지급불능

25.9Baht/$

2월 8일

- G7, “달러화 현수준에서 안정” 합의

2월 13일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지배 가
능성이 있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등 지
주회사 설립관련 기준 발표

124.0Yen/$

2월 18일

- 일본 정부, 재정구조개혁 추진 기본방침 확정 발표
∙세수증대 없이 공공사업비 축소 등 세출감축을 통
해 재정건전화 이룩

123.9Yen/$

2월 21일

- 필리핀, S&P 국가신용등급 조정
∙ BB(1995. 5. 30)에서 BB+로

26.3Pesos/$

3월 1일

- ASEAN,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1회 ASEAN 경
제장관회의에서 역내 금융자유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ASEAN 금융협력] 합의서에 조인

3월 4일

- 亞․太지역 6개국,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6개국은 제1차 아․태지역 6시장회의를 개
최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에 합의

852.5Won/$

121.95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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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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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3월 10일

- The Thai government says it will buy $3.9bn in
bad property deb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but
reneges on this promise. IMF Managing Director
Michel Camdessus says : “I don’t see and reason
for this crisis to develop further”

25.93Baht/$

3월 11일

- 일본 정부, [일본은행법] 및 [독점금지법] 개정안,
[금융감독청 설치법안], [금융감독청 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

121.77Yen/$

3월 19일

- 한국, 삼미특수강 등 삼미 5개 계열사 부도

887Won/$

3월 20일

- 일본 정부 자민당, [재정개혁법]을 1998년부터 2000
년까지 3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하기로 결정

123.59Yen/$

3월 22일

- 러시아 Yeltsin 대통령, 러시아가 유럽국가임을 천
명하고 EU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

5.7Ruble/$

3월 24일

- 일본 대장성,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위한 담보부동
산의 증권화 촉진 등 토지유동화 대책 발표

3월 26일

- 홍콩 금융관리국, 유동성조절장치Liquidity Adjustment
Facility(LAF)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3월 28일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부동산부문에 대한 은행대 2.48Ringgit/$
출을 여신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
인을 발표

7.75HK$/$

- 일본 대장성․일본은행,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일
본 채권은행에 대한 구제지원방안 발표
4월 1일

- 일본 채권신용은행, 부실채권상각 및 경영합리화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건책 발표
- 일본 북해도척식은행과 북해도은행, 양은행의 합병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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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Yen/$

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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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4월 2일

- 태국 중앙은행, 금융회사와 증권회사 등 비은행 금
융기관 합병 촉진

25.95Baht/$

4월 8일

- 태국, Moody’s가 국가신용등급 조정
∙A2(1989. 8. 1)에서 A3로

26.08Baht/$

4월 15일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 2,380Ruphia/$
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적용

4월 21일

- 한국 상업은행, 진로그룹 부도유예협약

4월 25일

- ASEAN,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3개국과 관세
인하에 합의

895Won/$

- 필리핀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을 총
대출의 20% 이내로 억제

26.35Pesos/$

- 일본, 닛산생명보험 업무정지

125.88Yen/$

5월 8일

- 일본 대장성, 1998년부터 증권회사에 대해 투자신
탁, 투자자문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겸업규제를 철폐
할 방침

123.85Yen/$

5월 13일

- 싱가포르․홍콩․태국․말레이시아, 태국 Baht화의
추가적인 절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협조
개입 실시

5월
14-15일

- 태국 바트화 투매에 대항하여 태국, 싱가포르, 홍
콩, 말레이시아 통화당국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

5월 16일

- 일본, 외환거래의 자유화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안 확정

5월 18일

- 필리핀, Moody’s가 국가신용등급 조정
∙Ba2(1995. 5. 12)에서 Ba로

26.1Pesos/$

5월 19일

- 한국 서울은행, 대농그룹 부도방지협약 적용

894Won/$

5월 22일

- 중국 정부, 일반기업들의 주식투자 규제조치 발표

25.87B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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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 태국 다뉴은행, Finance One PCL의 구제합병계획

25.4Baht/$

5월 23일
5월 31일

철회 발표
- ASEAN 특별외상회담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
아 등이 7월 중 가맹할 것임을 결정

5월
6월 2일

- 일본, 오가와증권 자진폐업
- 중국 재정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자금 조달을 위

8.32Yuan/$

하여 마르크화 표시 유로채(약 3억∼5억 마르크 예
상)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6월 4일

- 일본 정부, 재정적자를 2003년까지 GDP 대비 3%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재정구조개혁회
의 세출삭감계획 최종안을 확정

6월 11일

- 일본 정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수립․운용에 있
어서의 독립성 제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일본은
행법] 개정안 확정

6월 13일

- 일본 금융개혁자문기구, 2001년까지의 금융개혁에

113.5Yen/$

관한 실행방안과 이의 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
시한 최종보고서를 대장성에 제출
6월 14일

- ASEAN, 자카르타 특별경제각료회의에서 2020년까
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한 ASEAN경제지
역ASEAN Economic Region(AER) 창설에 합의

6월 16일

- 일본, 대장성의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총리부 산하에 신설되는 금융감독
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감
독청설치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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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9Yen/$

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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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6월 19일

- Amnuay Viravan, staunchly against devaluing the
baht, resigns as Thailand’s finance minister. The
PM Chavalit Yongchaiyudh says : “We will never
devalue the baht.” The resignation has immediate
financial impact in the Philippines, where the
overnight rate rises to 15 percent

25Baht/$

- 말레이시아, 안와르 부총리 링기트화의 약세는 일 2.51Ringgit/$
시적 현상일 것으로 전망
6월 27일

- 태국은행, 16개 금융회사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합
병 또는 재건책 명령

24.15Baht/$

6월 30일

- Chavalit Yonchaiyudh 태국 총리, 바트화 절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

24.65Baht/$

- 일본 대장성, 변동금리부 정기예금의 예치기한 제
한 철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은행업무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

114.61Yen/$

7월 1일

- 홍콩, 중국에 반환

7.75HK$/$

7월 2일

- 태국은행,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발표
→ 이에 따라 태국 바트화 폭락, 필리핀 페소화 절
하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필리핀 중앙은행 외환
시장 개입

29Baht/$

7월 3일

- 필리핀 중앙은행, 일일물대출금리Overnight Lending Rate 26.35Pesos/$
인상(15% → 24%)

7월 8일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링기트화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적극 개입

2.5Ringgit/$

7월 11일

- 필리핀 중앙은행, 페소화 방어 포기
∙페소는 즉시 10% 이상 하락하여 1달러에 29.45 기록

27Pesos/$

- 인도네시아, 환율변동폭 확대(8%→12%)

2,448Ru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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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7월 14일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링기트화 방어 포기
∙링기트화 폭락(16개월간에 가장 절하된 환율 기록)

2.56Ringgit/$

- IMF, 필리핀에 11억 달러 자금지원(Extended Fund
Facility)

28Pesos/$

7월 15일

- 말레이시아, 안와르 부총리 링기트화 환율을 시장 2.56Ringgit/$
에 맡김에 따라 링기트화의 절하를 용인한다는 내
용의 발언
- 한국 기아그룹 18개사, 10대 그룹으로는 처음 부도
유예 신청, 금융권 부채 9조 4천억 원

894Won/$

7월 21일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통화위기의 배후에 정 2.63Ringgit/$
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발언

7월 23일

- ASEAN에 미얀마, 라오스 가맹

7월 24일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조지 소로스를 링기트 2.65Ringgit/$
화 폭락의 주모자라고 비난하고 그를 “moron(저능
아)”이라고 혹평

7월 28일

- 태국, IMF와 지원을 둘러싸고 협상 시작

7월 29일

- 태국, Rerngchai Marakanond 태국은행 총재 사임→
Chaiyawat Wibulswasdi 부총재가 신임총재로 취임

8월 4일

- 러시아, 1998년 1월 1일자로 현행 1,000루블을 1루
블로 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

5.8Ruble/$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통화스왑한도에 대한 규제 도입

2.63Ringgit/$

- 태국 정부, IMF 지원요청과 지원조건에 따른 경제
재건책 발표

31Baht/$

8월 5일

31.95Baht/$

- 태국, 42개 부실금융사 영업정지조치 발표
(6월 27일, 16개사 영업정지조치)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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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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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8월 11일

- 태국, IMF에서 172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
받기로 결정

31.15Baht/$

8월 12일

- 말레이시아 안와르 부총리,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연 2.78Ringgit/$
기할 수 있음을 시사

8월 13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폭락(달러당 2,682루피아 기 2,655Ruphia/$
록)→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외환시장 적극 개입

8월 14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변동환율제로 전환. 고금리
로 시중자금의 유동성 억제

8월 15일

- 인도네시아 개각, 경제관련 장관 교체

8월 16일

- 중국, 홍콩달러 방어를 위해 500억 달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8월 19일

- 인도네시아, 예산삭감계획 발표

8월 20일

- 태국, IMF에서 자금지원 발표(총167억 달러)

8월 27일

- 태국, 브루나이에서 자금지원계획 발표(총172억 달러)

8월 29일

-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KLSE), 주식시장 안정을 위 2.93Ringgit/$
해 우량주식에 대한 공매Short Selling 금지 발표

9월 1일

- 인도네시아, 정부의 첫번째 개혁안 발표

2,975Ruphia/$

9월 3일

- 태국,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A(1994. 12. 29)에서 A-로

35.45Baht/$

2,870Ruphia/$

2,835Ruphia/$

33.8Baht/$

- 인도네시아, 통화가치와 주가지수 본격 하락, 공공
프로젝트 재검토 및 은행개혁안 발표
9월 4일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수십억 규모의 대형건 2.98Ringgit/$
설계획 연기
- 말레이시아, 공매에 대한 규제 철폐

9월 8일

- 태국 정부, 58개 부실금융사의 위험자산비율을 8%
에서 15%로 상향조정

33.8B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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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9월 16일

- 인도네시아, 예산축소에 따라 39조 루피아 규모의 2,948Ruphia/$
프로젝트 연기

9월 17일

- 러시아, 파리클럽에 가입

9월 20일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홍콩에서 열린 IMF/세 3.04Ringgit/$
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환투기는 비도덕적이며 금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9월 21일

- 소로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
의 적’이라고 비난

10월 1일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외환거래에 대한 강력 3.37Ringgit/$
한 규제나 완전금지를 주장→링기트화 대폭 하락

10월 2일

- 태국, Moody’s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A3(1997. 4. 8)에서 Baa1으로

35.55Baht/$

- 러시아, 런던클럽과 구소련 채무상환 연기에 합의

5.87Ruble/$

10월 8일

5.86Ruble/$

- 인도네시아, IMF․세계은행․ADB 등에 자금지원 3,530Ruphia/$
요청(370억 달러)

10월 10일 - 인도네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BBB(1995. 4. 18)에서 BBB-로
10월 13일 - 태국 정부, 58개 부실금융사에 대한 FDIF 대출기
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35.9Baht/$

10월 14일 - 태국, 금융개혁안 발표
∙금융재건청Financial Restructuring Authority(FRA)과 자
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AMC)를 신설
10월 17일 - 대만 중앙은행, 환율방어 포기→대만달러 급락(10. 20,
30NT$/US$)

29.75NT$/$

- 말레이시아, 1998년 예산안 발표, 재정긴축대책 발표
10월 22일 - 한국,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후 공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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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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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 홍콩, 주가 10.4% 대폭락(1987년 천안문 사태시보
10월 23일
다 큰 폭 하락)

7.74HK$/$

10월 24일 - 태국,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A-(1997. 9. 3)에서 BBB로

38.7Baht/$

- 한국,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AA-(1995. 5. 30)에서 A+로

932Won/$

10월 28일 - Black Thursday, 세계주식시장 대폭 하락
10월 30일 - 인도네시아, IMF에 33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 지 3,635Ruphia/$
원받기로 결정
10월 31일 - 인도네시아, IMF와 합의 체결
10월

- 일본, 교토교에이은행 해산

11월 1일

- 인도네시아, 16개 부실은행 폐쇄 결정

11월 2일

- 태국, 對달러 환율 41.02바트 기록

11월 3일

- 일본, 산요증권 회사갱생법 신청

121.04Yen/$

11월 4일

- 태국, Chavalit Yongchaiyudh 총리 사임

38.7Baht/$

11월 5일

- 인도네시아, IMF 구제금융 합의(101억 달러)

11월 9일

3,200Ruphia/$

- 한국, 블룸버그 통신 “한국 금융위기는 태국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며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지도 모른다”고 보도, 이에 대해 재경원은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발표

974Won/$

- 태국, Chuan 신임총리 취임

37.3Baht/$

11월 17일 - 일본, 홋카이다쿠쇼쿠은행 해산결정(첫번째 시중은
행 파산)

125.85Yen/$

11월 19일 - 한국, 환율변동폭 확대(2.25%→10%)

1,040Won/$

11월 22일 - 일본, 야마이치증권 자진폐업(4대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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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7년 - 한국, IMF 실무협의단 공식활동 개시
11월 25일

1,122Won/$

11월 27일 - 태국, Moody’s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Baa1(1997. 10. 2)에서 Baa2로

39.5Baht/$

12월 1일

- 태국, Moody’s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Baa2(1997. 11. 27)에서 Baa3로

12월 3일

- 한국, IMF 협정 체결(550억 달러)

1,199Won/$

- 아시아 각국통화 최저치 기록(1992년 이후 최저치)
∙일본 129.32엔, 말레이시아 3,620링기트, 싱가포르
1,612달러, 인도네시아 3,825루피아, 태국 41.35바트
- 태국, 9개월 동안 4,712개 업체 폐업신고
- 태국,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요구
- 독일 베스트도이체은행, 태국 부실금융사 인수 추진
∙Finance One에 5천만 달러 투자
12월 4일

- 태국, 은행 외국인소유 허용
∙지분 100%까지 단계적 확대

41.45Baht/$

- 아시아 6개국 재무장관 대미 ‘금융독립 선언’
12월 6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건강문제로 해외순방계획 3,985Ruphia/$
취소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의 건강악화설 유포
- 한국, 한라그룹 최종 부도처리, 화의신청

12월 8일

- 태국, 영업정지 중인 58개 금융회사 중 56개 부실
파이낸스 컴퍼니 폐쇄 결정(2개사는 자기자본비율
충족시 영업재개 허용)하고, 이를 금융재건청(FRA)
에서 관리하도록 조치
- 태국․말레이시아, 공공부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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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Baht/$

일 별
1997년
12월
14-15일

아시아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각국환율

-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 특별성명
∙금융위기 관련 상호감시체제 구축
∙긴급협조융자기금 설치 등

12월 15일 - 중국, 인민폐 이중가격 심화

8.31Yuan/$

12월 16일 - 태국, 통화위기 책임규명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설
치
∙장관․여의원 월급 20% 삭감

46.6Baht/$

- 한국, 환율변동폭 철폐(기존 ±10%→무제한)

1,430Won/$

12월 18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2주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참 5,200Ruphia/$
석
12월 19일 - 한국, 대통령선거 김대중 당선

1,580Won/$

- 러시아, S&P가 러시아의 세수확보가 저조함에 따
라 장기외화표시 부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치Rating
Outlook를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조정

5.925Ruble/$

12월 21일 - 태국, 외교비용 절감 선언. 부처별 해외주재공관 통
합 운영

44.25Baht/$

- Moody’s, 아시아 국가 외환신용등급 하향조정
∙한국의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Baa2→Ba1으로,
은행예금에 대한 등급은 Ba2→B1으로
∙인도네시아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Baa3→Ba1
으로, 은행예금에 대한 등급은 Ba1→Ba3로
∙말레이시아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A1→A2
로, 은행예금에 대한 등급은 A1→Baa1으로, 부채
와 예금에 대한 단기신용등급은 프라임1에서 프
라임2로 하향조정
∙태국은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Baa3→Ba1으로,
은행예금에 대한 등급은 Ba1→B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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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각국환율
3.81Ringgit/$

∙A+(1994. 12. 29)에서 A로
- 싱가포르 DBS은행, 태국 다뉴은행 인수

12월 23일 - 태국, 금융구조개혁 본격화

45.35Baht/$

∙FRA 위원장에 타와차이 용키티쿨에서 아마렛 실
라 온을, 분락 닝사논드에서 비차라트 비치트바
타카른을 사무총장에 임명
- 동남아 해외국채발행 연기사태
∙태국 및 필리핀 기체계획 보류
12월 31일 - 인도네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5,400Ruphia/$

∙BBB-(1997. 10. 10)에서 BB+로

1998년
1월 6일

- 인도네시아, IMF 권고 무시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7,500Ruphia/$
유지하는 1998 회계연도(1998. 4. 1∼1999. 3. 31) 신
년예산안 발표

1월 7일

- 러시아 중앙은행, 1997년 중 316개 은행의 영업면

6.0Ruble/$

허를 취소하였다고 발표
∙1997년 말 현재 러시아의 은행수는 1,719개로 축소
1월 8일

- 인도네시아, 모라토리엄 위기설

10,000Ruphia/$

∙물가상승 항의폭동 시작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10,000루피아 돌파
- 말레이시아, 국가경제대책위원회 설치

4.68Ringgit/$

- 태국,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54.5Baht/$

∙BBB(1997. 10. 24)에서 BB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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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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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 인도네시아, 클린턴 대통령, 하시모토 총리, 수하르 9,000Ruphia/$
토 대통령과 회담
- 인도네시아, Moody’s와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Moody’s는 Ba1(1997. 12. 21)에서 B로
∙S&P는 BB+(1997. 12. 31)에서 BB로

1월 13일

- 홍콩, 페레그린 파산신청
∙인도네시아 2억 6,000만 달러 부실채권 물려

7.75HK$/$

1월 15일

- 인도네시아, IMF와 재협상하여 IMF 협약을 수정 8,500Ruphia/$
(제2차 협상)
∙경제개혁의 가속화가 주된 내용

1월 20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선출마 선언

1월 21일

- 인도네시아, 하비비 연구․기술장관의 부통령 기용설

1월 23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사상최저치 14,550루피아까지 14,550Ruphia/$
하락

9,900Ruphia/$

- 인도네시아 하비비, “IMF의 국책프로젝트 연기요
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발언
1월 27일

- 인도네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BB(1998. 1. 9)에서 B로

10,900Ruphia/$

- 인도네시아 정부,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발표
2월 4일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루피아화를 미달러에 9,550Ruphia/$
peg시키는 Currency Board System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2월 6일

- 태국 중앙은행, Siam City Bank, First Bangkok
City Bank, Bangkok Bank of Commerce 등 3개 부
실상업은행을 국유화한다고 발표. 이들 은행들을 경
매 등을 통하여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매각할 계획

2월 8일

- 인도네시아, 폭동 중 최초 사망자 발생

47.2B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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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1998년
2월 9일

아시아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이 Currency Board
System 추진을 지지한다고 발언

각국환율
9,500Ruphia/$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00여 명의 시민 물가상승에
항의하는 시위
∙생필품 품귀와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주민소요 확
산
2월 11일

-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Currency Board System 시 7,500Ruphia/$
행할 것이라고 발표
- 태국, Currency Board System 도입 가능성에 대해
IMF와 협상 시작

2월 13일

- 태국 정부, IMF 협약 중 일부 변경 합의

46Baht/$

-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일본․유럽의 민간금
융기관과 함께 태국에 10억 달러 규모의 협조융자
를 3월 중 제공하기로 결정
2월 14일

- 인도네시아, 보안군 첫 발포(3명 사망)

2월 18일

- 인도네시아, 켄다리시 버스운전사 파업 등 물가폭 9,050Ruphia/$
등에 항의하는 소요사태 계속 악화

2월 19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고정환율제 시행연기 시사

2월 20일

- 일본 자민당, 토지유동화 촉진, 금융시스템 안정,
증권시장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긴급경
제대책을 발표

127.73Yen/$

2월 24일

- 태국 정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개선과 금융시스
템 안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대책을 발표

43.6Baht/$

2월 26일

- 일본 정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민간기업 외채
의 30% 이상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안

127.72Yen/$

2월 27일

- 말레이시아 정부,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3.69Ringgit/$
출자한도를 종전 30%에서 49%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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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아시아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1998년
3월 5일

- 대만 정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지원책 발표

3월 6일

- IMF, 3월 15일로 예정된 인도네시아에 대한 2차 10,500Ruphia/$
자금지원분(30억 달러)을 4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

3월 7일

- 중국 인민은행, 내수촉진을 위한 금융완화계획을 발
표

3월 8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후보 지명 수락
∙후보지명연설에서 “IMF의 요구는 경제가 ‘가족주
의’와 협동체계에 근거를 둔 인도네시아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혀 IMF의 개혁조건을 따
를 의사가 없음을 시사

3월 10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7선연임 성공

3월 11일

- 인도네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장기외화차입의 신용등급을 B(1998. 1. 27)에서
B-로
∙루피아화차입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3월 16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학생․군경 충돌

10,200Ruphia/$

3월 19일

- 인도네시아, Moody’s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B2(1998. 1. 9)에서 B3로

10,100Ruphia/$

- 필리핀 은행연합회, 3월 23일부터 일일 환율변동폭
(상하 6%)을 폐지하기로 결정

각국환율

8.31Yuan/$

10,400Ruphia/$

37.9Pesos/$

3월 20일

- 인도네시아 정부, Currency Board System 도입 포
기 시사

3월 23일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통화공급 억제, 물가안정 및 8,900Ruphia/$
루피아화 환율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증권Bank Indonesia
Certificates의 발행금리를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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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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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 25일

- 러시아, 20만 명 이상의 공무원 감축 등을 포함한
재정긴축계획 발표

3월 26일

- 일본 여당(자민, 사민, 사끼가께), 경기부양을 위하
여 공공투자 확대, 세금감면, 부실채권처리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16조 엔 규모의 종합경
제대책의 기본방침을 결정

3월 27일

- 일본 총무청, 2월 중 실업률은 3.6%로 사상최고 기
록

각국환율

130.17Yen/$

- 싱가포르 정부, 인도네시아에 20억 미달러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결정
3월 31일

- 태국 중앙은행, 부실채권 분류기준 변경 및 부실채
권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관리 강화대책을 발표

39Baht/$

- 말레이시아, 모기업의 흡수․합병 또는 금융회사간 3.64Ringgit/$
합병을 통한 금융회사 구조개혁의 세부계획을 발
표
4월 4일

- 인도네시아 정부, IM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4개 8,700Ruphia/$
부실금융기관 중 7개 은행을 영업정지하는 한편
또 다른 7개 은행은 은행재건청(IBRA)에서 관리하
도록 결정

4월 6일

- 일본 정부,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
융 지원 결정

134.71Yen/$

- 인도네시아 정부, 파산은행의 자산처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2개 국영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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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4월 4일 영업정지된 7개 은행의 8,375Ruphia/$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3조 루피
아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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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아시아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각국환율

1998년
4월 8일

- 인도네시아 정부, IMF와 제3차 협상 타결
∙IMF는 합의사항 이행을 정밀하게 감시할 것임을
천명

4월 9일

- 일본 하시모토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4일 확
정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 4조 엔 규모의 추가 감
세, 세율인하 검토, 재정구조개혁법 개정 등을 포
함시킬 것이라고 발표

130.21Yen/$

4월 17일

- 말레이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A(1997. 12. 22)에서 A-로

3.8Ringgit/$

4월 21일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에 관한 7,825Ruphia/$
IMF와의 재합의(4. 8)에 따라 통화점검위원회Monetary
Monitoring Committee를 설치

4월 23일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환율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증
권Bank Indonesia Certificates 발행금리를 평균 4.1%포
인트 인상

5월 4일

- 인도네시아, IMF에서 2차지원금 10억 달러를 지원 8,000Ruphia/$
받기로 결정
- 인도네시아, IMF와 합의한 대로 연료비(휘발유 71%,
등유 25% 등), 전기료,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자
시위가 유혈사태로 확산
- 인도네시아, IMF에서 9억 8,940만 달러 지원승인 발표

5월 5일

- 인도네시아, 반정부시위 재개

5월 6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메단시에서 극렬 소요사태 9,450Ruphia/$
가 4일간 계속된 가운데 보안군 발포로 6명 사망,
80명 부상

5월 7일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환율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증
권 발행금리를 평균 7.5%포인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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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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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12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안군 발포
∙자카르타대학 시위대 6명 사망

5월 13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폭동(12명 사망)

5월 14일

- 인도네시아, 백화점 방화로 4백 명 이상 사망, 진

각국환율

11,000Ruphia/$

압군 3명 사망
5월 15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급거 귀국, 석유가격 인상 취
소 지시
- 인도네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B-(1998. 3. 11)에서 CCC+로

5월 16일

- 인도네시아, 2월 말 현재 총외채 1,316억 달러

5월 18일

- 태국 중앙은행, 7개 부실금융회사를 인수
∙이들 7개 금융회사의 자본금을 1,000 : 1로 감자
∙국영금융회사인 Krungthai Thanaki가 이들 7개

39.85Baht/$

금융회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회사는 7
개 금융회사를 합병한 후 상업은행으로 전환
5월 22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발표
(하비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양)

5월 23일

- 일본, APEC회담에서 엔화 ‘국제통화’로 공식선언
- 대만, 자국인의 역외선물환(NDF) 거래 전면금지

5월 25일

- 미국, 일본의 엔화 1달러당 150엔 용인설

5월 27일

- Moody’s, 일본 주요은행 5군데 등급 하향조정
∙도쿄미쓰비시은행 Aa2→A1
∙다이이치간교은행 A1→A3
∙일본고교(興業)은행 A2→A3
∙사쿠라은행 A3→Baa2
∙스미모토은행 A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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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Ruphia/$

33.62NT$/$

일 별

아시아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각국환율

1998년
5월 29일

- 러시아, Moody’s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예금의 신용등급을 현
행 Ba3에서 각각 B1 및 B2로 하향조정

6.18Ruble/$

6월 4일

-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국 채권은행단은 인도네시아의 11,600Ruphia/$
민간외채(약 800억 달러)에 대한 채무조정에 합의

6월 5일

- 일본 참의원, 금융시스템 개혁법안(은행법, 증권거
래법, 보험업법 등 22개 관련법안)을 승인

139.66Yen/$

-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50%에서 60%로 인하
6월 8일

- 말레이시아 안와르 부총리, “우리도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인도네시아 된다”며 마하티르를 간접 비판

4.0Ringgit/$

6월 9일

- 일본 참의원, 정부조직을 현행 1부 21성에서 1부 12
성으로 축소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中央省
廳改革基本法을 승인

140.25Yen/.$

- 러시아, S&P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장기외화차입 신용등급을 현행 BB-에서 B+로 하
향조정

6.20Ruble/$

6월 10일

- 태국, IMF에서 1억 3,300억 달러 추가지원(총28억
달러 집행)

43.45Baht/$

6월 19일

- 말레이시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3억 달러의 자 3.92Ringgit/$
금을 지원받기로 함

6월 22일

- 홍콩, 董建華 행정장관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41억 미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6월 24일

- 인도네시아 정부, IMF와 지난 4월 10일 체결하였 14,500Ruphia/$
던 경제․금융정책협정Memorandum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을 수정

7.75HK$/$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경제장관직 신설로 안 3.98Ringgit/$
와르 부총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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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환율

1998년
6월 26일

- 일본 長期信用銀行, 住友信託銀行과의 합병(1999년
4월 1일 목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141.95Yen/$

- 러시아 중앙은행, 6월 29일부터 기준금리를 현행
60%에서 80%로 2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6.23Ruble/$

7월 2일

- 일본 정부와 자민당, 架橋銀行Bridge Bank 설립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대책(金融再生 토탈 플랜)
을 수립하여 발표

139.18Yen/$

7월 9일

- 인도네시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3억 달러의 15,250Ruphia/$
긴급융자를 지원받기로 결정

7월 13일

- 일본, 하시모토 총리 사임

142.42Yen/$

- 러시아, IMF․세계은행․일본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기로 합의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까지 신규자금 171억
달러, 기 약정액 55억 달러 등 총226억 달러

6.23Ruble/$

7월 15일

- IMF 및 여타 국제금융기구, 미․일 등과의 협의를
거쳐 1999년 3월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해 60억 달러
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7월 17일

- 일본 금융감독청, 1998년 3월 말 현재 전 금융기관
의 문제채권 규모가 금융기관대출 총액의 11%인
87조 5,270억 엔이라고 발표

7월 24일

- 일본, 차기총리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확정

140.95Yen/$

- 말레이시아, Moody’s가 외화표시 장기국채 등급을 4.13Ringgit/$
A2→Baa2로 낮춤
7월 28일

- 일본, 住友銀行과 大和證券은 공동출자로 법인형 증
권회사 등 3개 금융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

7월 29일

- 홍콩금융관리국(HKMA),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
출비율한도를 폐지

302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7.75HK$/$

일 별

아시아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각국환율

1998년
7월 30일

- 인도네시아, World Bank 등과 1999년 3월까지 79 12,950Ruphia/$
억 달러의 추가자금을 지원받기로 합의

8월 1일

- 대만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8월 3일부
터 지급준비율을 0.2∼0.5%포인트 인하조정

8월 3일

- 태국 정부, 부실채권 정리와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
한 경제회복계획을 발표

8월 4일

- 인도네시아 정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인도네시 12,850Ruphia/$
아 외채조정기구Indonesian Debt Restructuring Agency
(INDRA)를 설립

8월 6일

- 말레이시아, 미국 톰슨 뱅크워치 신용평가기관이 국 4.16Ringgit/$
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조정

8월 17일

- 러시아, 90일간 모라토리엄 선언
∙외국인이 보유한 GKO의 원리금과 만기 180일 이
상의 외국인신용(외채․대부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6.5Ruble/$

8월 19일

- 러시아, 채무 3∼5년 지불유예

6.9Ruble/$

40.9Baht/$

- 러시아, S&P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B-에서 CCC로
8월 21일

-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내 최대 상업은행 BCA(Bank 11,650Ruphia/$
Central Asia)를 국유화하는 등 11개 부실은행에 대
한 국유화, 합병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발표

8월 25일

- 태국 정부, IMF 제5차 의향서를 체결․발표

41.5Baht/$

8월 27일

- 러시아, 은행간 외환거래 중단

13Ruble/$

8월 31일

- 미국, 주가폭락

9월 2일

- 말레이시아, 고정환율제로 복귀(1미달러=3.80링기트
화)

3.8Ring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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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 3일

- 미국․일본․독일, 금리인하 제의(1미달러=135.59엔)

9월 4일

- 미국, 금리인하 시사

9월 7일

- 러시아, 모스크바 은행간 환거래소(MICEX) 외환거
래가 개장한 뒤 곧바로 중단

9월 10일

- 러시아 옐친 대통령, 예브거니 프라마코프를 새 총
리서리로 임명

9월 11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탄핵위기, 세계 주가폭락

9월 14일

- 말레이시아, Moody’s가 장기외화표시 채권과 예금
등급 하향조정
∙채권은 Baa2에서 Baa3로
∙예금은 Baa3에서 Ba1으로

각국환율

13.2Ruble/$

3.8Ringgit/$

- 말레이시아, 불황타개를 위해 여신과 외환규제 추
가 완화
- 우크라이나, 단기채 8억 5천만 달러 채무불이행 선
언
- 에콰도르, 자국 통화가치 15% 평가절하
9월 15일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축재 조사

11,100Ruphia/$

- G7, 러시아 위기는 IMF 책임이라고 비난
9월 16일

- 일본, 한국․일본 자유무역지대 제의
∙양국 경제각료 간담회 설치

9월 22일

- 태국 중앙은행, 은행부문의 부실여신 규모 공개

9월 23일

- 인도네시아, Paris Club 19개 채권국과 42억 달러
규모의 정부 채무조정Rescheduling에 합의

9월 25일

- 인도네시아, IMF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
원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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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2Yen/$

<부표 15> 한국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일 별

한국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원달러 환율

1992년
1월 3일

- 증권시장 개방

765.3원

7월 1일

- 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

793.2원

- 환율변동폭 확대
- 제2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1993년
2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취임

798.4원

3월 22일

- 신경제 100일계획

796.0원

7월 2일

- 신경제 5개년계획

806.3원

8월 12일

- 금융실명제 실시

812.3원

11월 1일

- 제2단계 금리자유화

811.4원

1994년
4월 15일

- UR 협상 종결
∙1986년 9월, 우루과이의「푼타델에스테」에서 UR
협상 시작

812.4원

11월 17일 - 세계화 선언

799.4원

12월 19일 - 관세제도 개편

790.6원

1995년
1월 1일

- WTO 출범

1996년
5월 18일

- 재정경제원, 외국환관리규정 개정(6. 1 시행)

79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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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996년
5월 21일

- 재정경제원, 외국인의 원화채권발행 자유화방안 발
표(7. 1 시행)

780.1원

6월 1일

- 재정경제원,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거 예금보험공
사 설립

6월 24일

- 재정경제원,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 인
가
∙인가대상 : 전체 투자금융회사(15개)
‧ 동일상호(11개) : 대한, 동양, 중앙, 제일, 신한,
삼삼, 대구, 항도, 울산, 신세
계, 경일
‧ 상호변경(4개) : 동아→나라, 삼희→한화, 인천→
쌍용, 충북→청솔
∙영업개시일 : 1996년 7월 1일

811.6원

9월 4일

- 재정경제원,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10. 1 시행)
∙종목별 투자한도 : 일반법인 10%→20%, 공공법
인 12%→15%
∙1인당 투자한도 : 일반법인 4%→5%(공공법인은
현행 1% 유지)

818.8원

10월 11일 - OECD 가입

829.1원

10월 17일 - 재정경제원, 외국인의 주가지수선물 투자한도 확대
(11. 1 시행)
∙총투자한도 : 직전 3개월간 일평균 미결제 약정
수량의 15%→30%
∙1인당 투자한도 : 직전 3개월간 일평균 미결제 약
정수량의 3%→5%

826.7원

12월 16일 - 재정경제원, 채권시장 개방폭 확대(1997. 1. 3 시행)
∙전체한도 : 상장금액의 30%∼50%
∙1인 한도 : 상장금액의 5%∼10%

8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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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한국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원달러 환율

1996년 - 노동부, 노동관계법 개정
12월 25일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제 도입 등
12월 31일 - 재정경제원, OECD 가입 및 수출입제도 간소화 등
에 따른 후속조치(1997. 1. 1 시행)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 : 단순신고제로 전환

1997년
1월 4일

- 주가폭락으로 3년 9개월만에 최저기록(643.41) 경
신

1월 6일

- 세계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7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 한국만 불황” 예측

847.5원

845.5원

- 노동계 총파업 재돌입, 주가 630선 붕괴
1월 7일

- 대농그룹, 홍콩자본 중심의 외국자본으로 미도파 주
식 대량매입 발표

846.0원

-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위원회’
설치 표명
1월 9일

- 1달러 846.80원으로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 도
입 이래 최고치 기록

846.8원

1월 11일

- 제일은행 등, 한보철강에 1천3백억 원 추가융자

1월 13일

- 재정경제원, 한국의 1996년 경상수지 적자를 세계
2위인 230억 달러로 발표

859.0원

1월 21일

- 김영삼 대통령, 영수회담에서 “노동법 복수노조 허
용연기는 잘못”이라며 노동법 재개정 결정

853.0원

1월 23일

- 한보철강, 정태수씨 경영권 포기 거부로 부도처리

85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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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27일

- IMF, 노동법 및 한보사태 등으로 심각해지는 한국
의 경제상황 조사 위해 아담스 한국과장을 파견,

857.5원

조사하기로 결정
- 한보부도 여파, 주가 20.41포인트 하락, 664.70 기록
-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의 5개국 중앙은행
은 외환위기에 일시적으로 빠진 국가에 대해 상호
협조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계약을 체결
1월 30일

- 이석채 경제수석, “망할 은행은 망해도 좋다. 이제

867.0원

는 시장경제원리대로 간다”고 발언
1월 31일

- 미국 신용평가회사 S&P, 한보부도로 제일은행을
‘요주의 대상Watch List’으로 지정

2월 1일

- 국내은행 일본지점, 한보부도 여파로 현지금융기관
단기자금 중단. 자금위기

867.0원

-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은행 해외지점 청산능력 한
은이 책임지겠다” 발언
- 김영삼 대통령, “한보사건은 부정부패의 표본” 엄
정한 수사 지시
- 한보 위장계열사 의혹, 세양선박 부도, 유명문구업
체 마이크로 코리아 부도 등
2월 3일

- 한국은행, 국내은행의 국제신인도 안정 위해 “보유
외환으로 지원할 방침” 발표

869.0원

- 통상산업부, 최근의 환율급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수
지 개선을 위해 환율을 더 올리도록 외환당국에
요구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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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월 5일

- 홍콩소재 다우존스사, 아시아기업인 조사에서 올해
기피대상국으로 한국 1위 발표

원달러 환율

- 1달러당 870.10원까지 원화절하. 1990년 3월 이래 최
고수준
2월 11일

- 한보그룹 특혜대출비리 사건으로 홍인길, 정대철 의
원 구속

871.5원

2월 13일

- 재정경제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산업
신규진입제도 확정 발표

877.5원

2월 15일

- WTO 통신협상 타결, 2001년 국내시장 49%까지
개방

2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대국민 사과담화 발표 “국민께 진
심으로 사죄, 한보사태․경제회생에 전력, 현철 잘
못 있다면 문책”

864.0원

2월 28일

- 청와대 비서실 개편, 비서실장 김용태, 정무수석
강인섭, 경제수석 김인호, 총무수석 유재호 임명

866.0원

3월 5일

- 김영삼 대통령 개각, 경제부총리 강경식 등 장관급
10명 교체

870.0원

3월 10일

- 노동법 국회 통과

877.0원

3월 13일

- 경실련, 박경식 원장이 녹화한 김현철 관련 비디오
테이프 공개

880.5원

- 신한국당 신임대표에 이회창씨 지명
3월 19일

- 삼미특수강 등 삼미 5개 계열사 부도

887.0원

3월 21일

- 한보건설 법정관리 신청

887.0원

3월 25일

- 1달러당 9백 원 돌파

891.0원

3월 30일

- 1997년 2월 말 현재, 실업자 66만 2천 명, 실업률
3.2%로 3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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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 30대그룹 계열사 총189사로 지난 1년 동안 150개

898.0원

3월 31일

로 증가

4월 1일

- 여야 총재회담, ‘경제대책협의체’ 구성 합의

4월 2일

- 한국은행, 1996년 말 현재 총외채 1천45억 달러로

897.0원

1995년보다 261억 달러 늘어
4월 7일

- 한보청문회 개시

896.0원

4월 15일

- 6개 시중은행 등 10개 은행 ‘부실징후기업의 정상

897.0원

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협약’
(부도방지협약)을 체결
4월 17일

- 대법원,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7년형 확정

894.5원

4월 21일

- 상업은행, 진로그룹 부도유예협약

895.0원

4월 23일

- 정부, ‘부실채권 정리기구’ 설치 발표. 성업공사를
전면 재편해 전담

4월 28일

- 30개 종금사,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부담 없는

894.5원

조건으로 ‘부도방지협약’ 가입
5월 15일

- 삼립그룹 부도

894.0원

5월 17일

- 김현철씨,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5월 19일

- 서울은행, 대농그룹 부도방지협약 적용

894.0원

5월 30일

- 한신공영 법정관리 신청. 총부채 1조 989억 원

893.5원

6월 4일

- 전경련, “부도방지협약으로 재생한 기업에 대해 경

893.5원

영권 반환 보장”을 건의
6월 16일

- 부산 태화백화점 법정관리 신청
-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통합한 ‘금융감독원’ 신설,
한국은행 기능과 권한 대폭축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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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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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997년

- 재벌 은행지분 확대방침 백지화하고 4% 이내로 제

889.5원

6월 24일

한, 금융지주회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개선안
확정 발표
- 기아 김선홍 회장, 강경식 부총리 면담. 정부지원 요청

6월 25일

- 기아그룹 자구책 발표, 28개 계열사 20개로 축소,
기아 목동사옥 매각, 차장급 이상 간부 사표 제출

890.0원

6월 27일

- 기아 추가자구책 발표, 인원 3천250명 감축, 경직

890.0원

성 경비 5천780억 원 절감
7월 3일

- 아시아자동차 노사, 1천447명 감원 합의

7월 7일

- 제일은행, 10개 은행단에 기아에 대한 5천7백억 원
공동지원 요청

7월 15일

- 기아그룹 18개사, 10대 그룹으로는 처음 부도유예
신청, 금융권 부채 9조 4천억 원

7월 17일

- 기아특수강 가동 중단

7월 19일

- 기아 정부대책, 하청업체에 대해 1조 원의 특례보

889.0원

896.0원

증, 회생자금 2백억 원 지원
8월 5일

- Moody’s,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A2(1998. 11. 18)에서 A1으로

893.0원

8월 12일

- (주)세모 부도처리, 어음 16억 원 결제 못해 법정

896.5원

관리 신청
8월 25일

- (주)대농 법정관리 신청

907.0원

8월 28일

- 재정경제원, 부도방지협약 폐지검토 발표

905.0원

9월 2일

- 부도유예협약 재개정(경영권 포기각서 제출, 생보

905.6원

사 포함)
9월 8일

- 진로그룹 5개 계열사 화의 신청

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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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997년
9월 10일

- 은행 부실여신 6월 말 현재 4조 7천713억 원, 작년
보다 2배 늘어 총여신의 1.6%

911.0원

9월 11일

- 기아 부도유예협약 연장불허 최종결정(강경식 부총
리 청와대보고)

9월 22일

-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
레이드 등 화의신청, 기산 법정관리 신청

916.0원

9월 29일

- 기아, 부도유예협약 종료, 13개 계열사가 29일까지
재산보전처분 결정

917.0원

10월 1일

- 미국, 한국자동차 시장에 슈퍼301조 발동해 ‘우선
협상국관행’ 지정

915.0원

10월 9일

-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구조조정 촉진
∙의무공개 매수 완화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918.0원

10월 13일 - 쌍방울 화의신청, 태영정밀 부도유예협약
- 재정경제원, 증시안정대책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10월 17일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시설재용 상업차관 규제완화

918.0원

10월 18일 - 세계 증시 동반 대폭락, 한국 5백선 붕괴, 환율 950
원 돌파, 홍콩 최대치 14% 하락해 연중 최저, 일
본․영국에서 투매
10월 19일 - 재정경제원, 증시부양책
∙장기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기아그룹 김선홍 회장 사표 제출
10월 21일 - IMF 구제금융 신청

930.0원

10월 22일 - 기아사태 처리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후 공기업화

9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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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997년 - S&P,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10월 24일
∙AA-(1995. 5. 30)에서 A+로

932.0원

10월 27일 - 한국은행, 외환위기 대책마련 보고서 작성

945.0원

10월 29일 - 한국은행, 금융안정대책
∙채권시장 조기개방
∙현금차관 확대

970.0원

11월 1일

- 해태그룹, 해태음료 등 4개 계열사 화의신청, 해태
전자 등 3개사 법정관리 신청

11월 2일

- 외환위기 대책마련 위해 경제관련 장관회의

11월 4일

- 뉴코아그룹, 화의신청

965.0원

11월 5일

- 블룸버그 통신, “한국 금융위기는 태국보다 심각해
질 가능성 크며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할지도 모
른다”고 보도,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강력히 항
의할 방침”이라고 발표

974.0원

11월 6일

- 캉드쉬, “한국 금융시장은 동남아 국가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표

975.3원

11월 7일

- 주가 최대폭락(종합지수 515.63)

985.0원

-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탈당
- 한국은행, IMF 긴급자금지원 시급성 건의
∙강경식 부총리 등 논의
11월 10일 - 환율 한때 1달러당 1,120원, 재정경제원 “1천 원 환
율이 적정수준”이라고 발언

999.0원

11월 12일 - 캉드쉬, “한국의 3백억 달러 외환보유액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발표

9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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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997년 - 시중은행, 종금사의 해외차입이 봉쇄되면서 한국은
11월 17일
행 보유외환으로 부도를 막는 데 급급
- 프랑스 경제전문지 레제코, “IMF 4백만∼6백만 달
러 지원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주가 5백선 붕괴, 환율 1천 원 넘어 시장마비
11월 18일 - 한국은행, 정부에 IMF 구제금융 요청 촉구

1,020.0원

- 금융개혁법안 처리 무산
11월 19일 -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1,040.0원

- 환율변동폭 확대(2.25%→10%)
- 임창렬 경제부총리 취임
11월 20일 - 임창렬 부총리, “일본과의 협조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 IMF에 도움 요청할 것”

1,139.0원

- 환율, 제한폭까지 상승
11월 22일 - 김영삼 대통령, 국민 고통분담 호소 특별담화 발표
11월 23일 - 증시폭락(450.64)
11월 24일 -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 본격 가동

1,085.0원

11월 25일 - IMF 실무협의단 공식활동 개시

1,122.0원

- S&P,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A+(1997. 10. 24)에서 A-로
- 국무회의, 예금자보호법 등 4개 법안 시행령 개정
안 의결
11월 26일 - 임창렬 부총리, 증시부양 및 금리안정대책 발표
- 성업공사, 제일․서울은행 부실채권 50% 이상 매
입
- 수산그룹, 화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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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 IMF 내년 경제성장률 2.5% 요구

11월 27일 - IBRD․ADB, 금융지원 의사 표명
- Moody’s, 국가신용등급을 A1(1997. 8. 5)에서 A3로
하향조정
11월 28일 - 주가폭락(411.91), 임창렬 부총리 일본 방문

1,169.5원

- 일본 대장상,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
- 성업공사, 종금사 부실채권 50% 이상(2조 7천억 원)
매입
12월 1일

- 캉드쉬, “IMF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한

1,188.0원

국 이익에 부합”, 주가 4백선 붕괴
12월 2일

- 9개 종금사 영업정지(삼삼, 신세계, 한솔, 대한, 쌍

1,122.0원

용 등)
12월 3일

- IMF 협정 체결

1,199.0원

∙55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지원 합의
12월 5일

- 고려증권, 최종 부도처리, 영업정지

1,233.0원

- 재정경제원, ‘IMF 대기성차관 합의를 위한 의향서’
발표
12월 6일

- 한라그룹, 최종 부도처리, 화의신청
- 한국은행, IMF 1차 지원자금 중 52.16억 달러 입금

12월 7일

- 대우, 쌍용자동차 인수 결정

12월 8일

- 원화급락, 외환시장 마비

1,342.4원

∙1달러에 일시적으로 1,565원까지 상승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25.45%
∙CP 유통수익률 26.67%
부 록 315

일 별
1997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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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정부 출자
∙서울․제일은행에 각 1조 1천8백억 원 출자

12월 10일 - 외국인주식투자 50%로 확대

원달러 환율
1,465.7원
1,565.9원

- Moody’s와 S&P,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Moody’s는 A3(1997. 11. 27)에서 Baa2로
∙S&P는 A-(1997. 11. 25)에서 BBB-로
- 나라종금 등 5개 종금사 추가 업무정지
12월 12일 - 동서증권, 영업정지처분 및 법정관리 신청
- 채권시장,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 채권은행단간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의 착수
12월 14일 - 법정관리상한선을 40%로 상향조정
12월 16일 - 환율변동폭 철폐(기존 ±10%→무제한)
∙환율 1천5백 원대 등락

1,430.0원

12월 19일 - 대통령선거 김대중 후보 당선

1,580.0원

- IMF, 2차지원금 35억 달러 입금
- 한국은행, 일본 브리지 론 13억 달러 도입
12월 20일 - (주)동성․서광건설 부도
12월 21일 - Moody’s,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Baa2(1997. 12. 10)→Ba1
으로
∙은행예금에 대한 등급은 Ba2→B1으로
12월 22일

- S&P,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BBB-(1997. 12. 10)에서 B+로

12월 23일 - 신용평가기관 S&P, 국내발행 채권 및 관련상품의
장기외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회수불능채권) 수준
인 B+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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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997년 - 임창렬 부총리, IMF가 12월 30일 20억 달러, G7
12월 25일
등 선진 13개국이 1998년 1월 초 80억 달러 등 총
1백억 달러의 對韓 지원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합
의했다고 발표
- 채권시장 1997년 말까지 전면 개방, 외국인 주식투
자 전체한도 55%로 확대,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3개월 앞당긴 내년 3월 허용하는
등의 추가조건 합의
12월 26일 - 기준환율 대비 1달러당 450.10원 폭락, 1,400원에
거래 시작

1,506.0원

- 만도기계 조업재개
12월 27일 - 증시폐장, 종합주가지수 1996년 말 651.22에서 1997
년 말 376.31(42.2% 하락)
12월 29일 - 금융개혁법안 및 이자제한법 폐지안 국회 통과

1,450.0원

12월 30일 - 연말기준환율 달러당 1,415.20원, 1996년 말의 844.20
원 대비 2배 가까이 상승

1,640.0원

- 우리 나라 총외채 1천530억 달러로 최종 확인. 이
중 1년 미만 단기채무는 52.4%인 802억 달러
12월 31일 - 199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 생산자물가 상승
률 10.9%로 최종집계

1,695.0원

-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내시판 시작

1998년
1월 2일

- 재정경제원, 서울․제일은행 매각일정 발표

1,695.0원

1월 8일

- 정부․IMF「거시경제운용 목표 수정」합의
∙성장률 1.5%, 물가 9% 이내
∙환율 1,300원, 금리 20%

1,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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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월 10일

- 정부․IMF「한국경제 프로그램」의향서 합의

1월 13일

- 주가지수선물 가격제한폭 확대
∙2월부터 5%→10%로
∙현물은 3월부터 8%→12%로

원달러 환율

1,765.0원

- 재정경제원,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제출
- 대기업 개혁방안 기본합의문 발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4대 그룹 회장)
1월 14일

- 나산그룹 화의신청

1,670원

- 제2차 협상대책회의 개최 및 기본입장 정리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단기채 만기연장 추진
- 재정경제원, 회사정리 및 화의제도 개선방침
- 정부, 단기금융시장 조기개방(2. 2 개방)
∙CP, 표지어음, CD(30%)
1월 15일

- 한국은행,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
공사의 출자요청 및 자본금 감소 명령

1,608원

1월 20일

-「노․사․정 고통분담 선언문」합의

1,647.0원

- 영업정지된 14개 부실종금사 1․3월 두 차례 폐쇄
1월 26일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시 계열
회사의 과다한 중복 채무보증 요구행위 금지

1,682.0원

1월 29일

- 정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
합의 타결

1,690.0원

2월 2일

- 영국 피치IBCA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5단계 상향
조정(B-→BB+)

1,556.0원

2월 6일

- 노사정 위원회, [노사정공동협약] 체결

1,5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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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재정경제원, 금융시장 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

2월 8일

원달러 환율

계획 발표
∙CP 할인업무 모든 은행 허용
∙대기업의 3년 미만 회사채 발행 1998년 말까지 허
용
∙단기금융상품, CP, 상업어음, 무역어음 시장개방 등

2월 11일

- 증권거래소, 주가 일일변동폭 ±8%에서 ±12%로 확

1,603원

대 발표(3. 2 시행)
2월 12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2월 14일

- 국회, 기업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관련법률 국회 통과

2월 17일

- 정부, IMF에 20억 달러 지원 승인

1,629.0원

- 정부․IMF,「거시경제운용 목표 수정」합의
∙성장률 1%(경우에 따라 0%나 마이너스 성장 가능)
∙금리는 단계적 인하 가능
∙재정은 GDP의 0.8% 이내 적자
- 재정경제원, 10개 종금사 인가 취소
∙한화, 쌍용, 경남, 고려, 삼삼,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 신한
- S&P, 국가신용등급 3단계 상향조정(B+→BB+)
2월 25일

-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

1,644.0원

3월 2일

- 증권거래소, 주가 일일변동폭 확대

1,553.0원

3월 5일

- CATV 다솜방송 부도

1,605.0원

3월 16일

- 재정경제부,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결과 발표

1,466.0원

∙만기연장액 : 218.39억 달러(3. 11 현재 대상채무
대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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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도파 부도

3월 17일

- 정부, 부동산시장 전면 개방

3월 18일

- 한국은행, 2월 중 경상수지동향(잠정) 발표

원달러 환율
1,470.0원
1,487.0원

∙경상수지 : 38.7억 달러 흑자
3월 23일

- 재정경제부, 제일종금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영업정지기간 : 3. 23∼4. 30

1,371.0원

- 재정경제부, 업무정지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지급 결
정
3월 27일

- 세계은행(IBRD), 한국에 대한 1차 구조조정차관 승인
∙차관액 : 20억 달러

1,380.5

∙이자율 : 리보+0.75%
3월 30일

- Moody’s, 한국 장기신용등급(Ba1) 전망 상향조정 :
Review for Possible Downgrade(1. 9 지정)→Stable

1,385.0원

3월 31일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업종 개방 확대(4. 1 시행)

1,386.0원

- 재정경제부, 종합금융회사 영업정지 연장명령 등
발표
∙나라종금, 대한종금 : 4월 30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연장
∙대구종금 : 즉시 인가취소
∙삼양종금 : 4월 중 인가취소 계획
4월 1일

-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1,392.0원

4월 8일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 발표

1,416.0원

4월 9일

- 재정경제부, 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해외채권 발
행결과 발표

1,393.0원

∙총규모 4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글로벌본드
형식으로 발행 성공(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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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998년
4월 14일

- 재정경제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4월 8일부터 개시

1,400.0원

∙연장대상으로 확정된 금융기관 단기외채 218.36
억 달러에 대해 정부지급보증을 개시하였음
(지급보증대상 금융기관 : 33개 은행 및 9개 종금사)
- 재정경제부, 종금사 인가취소 등
∙4월 13일 삼양종금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4월
15일 인가를 취소
- 동해펄프 최종부도
4월 15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개시

1,395.0원

4월 24일

- 동서․고려증권 사실상 폐쇄

1,366.0원

4월 29일

- 한국은행, 3월 중 경상수지 37.7억 달러 흑자 발표

1,339.0원

4월 30일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개혁기획단 설치(5월 5일

1,338.0원

이전 발족)
5월 4일

- 주가 400선 붕괴

1,349.0원

5월 6일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업종 개방 확대

1,371.0원

∙전면개방(11개 업종)
∙부분개방(2개 업종)
∙개방범위 확대(7개 업종)
5월 7일

- 재정경제부, IMF 자금인출 및 2/4분기 의향서 내
용 발표

1,406.0원

- 5대 그룹 구조조정계획 발표
5월 11일

- Moody’s, 한국의 19개 은행 신용등급 낮춰(선순위채)
∙산업은행 Ba1→Ba2
∙제일은행 B1
∙신한은행 Ba1

1,3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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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 거평그룹 4개사만 정상화, 15개사 매각 및 청산

5월 12일
5월 14일

- 재정경제부, CD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에

1,425.0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전면 개방
5월 23일

- 증권감독원,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5. 25 시행)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유가증권을 모든 유
가증권으로 확대(외국환관리규정 개정시 시행)

5월 27일

- 재정경제부,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415.0원

6월 1일

- 재정경제부, 고려증권․동서증권 증권업 허가 취소

1,400.0원

6월 3일

- 제2기 노․사․정 위원회 출범

1,392.0원

6월 5일

- 재정경제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1,396.0원

6월 6일

- 김대중 대통령 방미(11일까지)

6월 9일

- 한․미 정상회담

1,399.0원

6월 12일

- 금융감독위원회, 한길종금 업무정지 명령

1,400.0원

6월 16일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북한 방문

1,430.0원

(소 500두)
6월 18일

- 금융감독위원회, 33개 금융기관 및 기업 부실판정
결과 발표
∙회생불가 판정기업 : 총55개 기업
5대 계열 : 20개, 6∼64대 계열 : 32개,
비계열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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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

원달러 환율
1,394.0원

∙제일․서울은행 : 조기민영화
∙BIS 비율 미달은행 : 경영평가위의 평가(1998. 6
말)에 따라 조치
∙BIS 비율 초과은행 : 새한종금 처리방침 확정(1998.
6 말) 및 경영진단 실시(1998. 7)
∙종금사 : 정상화이행계획 점검(1998. 7)

6월 22일

- 북한 잠수정 속초에서 포획

1,393.0원

6월 29일

- 금융감독위원회, 부실은행 인수․퇴출은행 발표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 등
∙조건부승인 :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1,383.0원

강원은행 등
6월 30일

- 재정경제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시행일 7. 1)

1,373.0원

∙기업의 중장기외화자금 조달 및 무역신용 자유화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 자유화
∙외국인의 국내투자 촉진 및 투자절차 간소화 등
7월 3일

- 기획예산위원회,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발표

7월 4일

- 금융감독위원회,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1,356.5원

∙업무정지기간 : 1998. 7. 4∼8. 3
7월 5일

- 정부․재계 빅딜 기업자율화 추진 합의

7월 21일

- 재정경제부, 외환매입제한 폐지(7. 22 시행)

7월 25일

-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산업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

1,291.0원

명령
7월 26일

- 정․재계 1차 간담회

7월 29일

- 재정경제부, IMF 자금인출 및 3/4분기 의향서 내
용 발표(1998년 거시경제지표 전망)

1,2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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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998년
7월 31일

- 상업․한일은행 합병 발표

1,230.0원

8월 4일

- 기획예산위원회, 2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발표

1,241.0원

8월 11일

- 금융감독위원회, 18개 생보사 및 2개 손보사에 대
한 경영개선조치 의결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사에 대해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8월 11일부터 영업정
지조치 후 조기에 계약이전을 추진
∙보증보험사의 구조조정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
중히 추진

1,339.0원

8월 14일

- 금융감독위원회, 한남투자증권(주)과 한남투자신탁
운용(주)에 2개월간 영업정지(1998. 8. 14∼10. 13)

1,325.0원

8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제2건국 선언

8월 17일

- 정부, 27개 출연기관 통폐합․매각 발표

1,333.0원

8월 19일

- 한국은행, 수출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1,305.0원

8월 22일

- 금융감독위원회, SK증권(주) 등 4사에 대해 경영개
선계획 제출 명령
∙대
상 : SK증권, 쌍용투자증권, 장은증권, 동방
페레그린증권
∙제출기한 : 1998년 9월 19일까지

8월 25일

- 국민투자신탁운용(주), 한남투신 인수(2조 5천억 원)

1,307.0원

8월 31일

- 5대 그룹, 3개 업종 빅딜 합의(1차)
∙유화는 현대+삼성
∙철도차량은 현대
∙항공은 삼성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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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

한국의 금융위기 전개상황

원달러 환율

1998년
9월 3일

- 5대 그룹 구조조정 합의안 발표(최종)
∙반도체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 합병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은 한국중공업이든 현대
중공업이든 일원화 합의
∙철도차량은 현대정공, 대우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단일법인화
∙유화는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합병
∙항공은 삼성항공, 대우중공업과 현대우주항공이 단
일법인 설립

1,331.0원

9월 8일

- 하나․보람은행 합병 공식선언

1,357.0원

9월 16일

- 한국은행, 장기금리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실시

1,376.0원

9월 25일

- 금융감독위원회, 4개 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에 대
한 조치
∙조건부승인 : 쌍용투자증권, SK증권
∙불승인 : 장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1,38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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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n the Causes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1997 Asian Currency Crisis
Doo-Yull Choi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causes of the Asian currency crisis. To this end, the ‘weak link
framework’ has been devised. This framework can be seen as
being similar to the snapping of a chain at the weakest link
due to a tightening and shock.
Applying this weak link framework to the Asian currency
crisis, ‘the macro economic tensions’ in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caused by a change of intraregional trade specialization patterns and the massive inflow of capital into this
region.
The ‘weakest sectors of the economy’ in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formed during the financial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Due to unbalanced regulations and poor financial
supervision in the Asian countries, the ‘weakest link’ that has
been formed can be seen as being the 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s. Examples include Jusens in Japan, Finance Companies in Thailand and the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in
Korea.
The ‘sudden shock’ as applied to the Asian countrie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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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ned to the speculative attacks of the hedge funds. Another
important factor for some of the Asian countries that caused
the sudden shocks was the contagion effect that the currency
crisis had.
Th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currency crisis and the
South East Asian currency crisis is that the deterioration of the
South East Asian financial system was caused by the bursting
of asset bubbles, while that of Korea was due to a number of
firms going bankrupt. However, despite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 leading reason for the asset bubble formation
in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bankruptcies in Korea was
because of an inflow of capital, which resulted in the over
liquidity and appreciation of domestic currencies. This lead to
the formation of asset bubbles in some East Asian countries in
one hand and the loss of external competitiveness for Korean
firms on the other hand.
In short, the Asian currency crisis owes a lot to the financial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f the Asian countries, combined with inflow of capital and poor preparations of the host
countries. These Asian countries had po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s and so could not deal properly with the
financial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Carrying out the
liberalization resulted in macro economic tensions, as well as
creating the ‘weak links’ in the ‘chain’ of the economy. With
these tensions and weak links, the Asian economies were drawn
into the currency crisis by outside shocks that can be represented by the hedge fund’s attacks and contag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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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ual form of the currency crisis has been the withdrawal
of foreign capital from the weak financial system, which has
been made worse by the insolvent non banking sector of the
Asian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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