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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 동북아금융 협력

서론
1997 년 초부터 외환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한국은 11 월에
들어서는 채무불이행의 벼랑 끝에 놓여 있었다. 결국, 정부는 IMF 에 대기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97 년 초반부터 일련의 대기업 도산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7 년 7 월에 시작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약화되는 것을 명확하게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10 월에 S&P 나 무디스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자본을 본국으로
송환했고,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고갈되었다.
경상수지 적자를 보정(finance)하기 위해 발생한 막대한 외채와 단기 해외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커다란 수급불일치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 주로 대규모의 경상수지적자 지속으로
인한, 큰 폭의 원화가치 절하에 대한 기대형성이 외환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정부는 1997 년 12 월 3 일 IMF 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진하고, 금융, 기업 및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무역 및 자본 자유화를
가속하라는 IMF 의 권고에 동의했다.
이러한 협정에 기초하여, 한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철저한
개혁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체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붕괴시키던 불건전한 금융기관을
폐쇄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했다. 직원 및 지점 감축, 합병,
자본 재구성 등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
기업부문에서는, 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자본구조의 현격한 개선,
상호지급보증 금지, 중점 업종의 선택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협력적인 관계
강화, 대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의 5 대 원칙에 기초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제거하고자, 정리해고와 아웃소싱을 위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한편,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기관과 직원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환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가속하고 외국투자에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폐기해왔다.

Restructur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nd
the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troductions
From early 1997, foreign currency liquidity conditions continued to
worsen and by November Korea was on the brink of defaulting on its
debts. Consequently, the government had to turn to the IMF to request
stand-by funds. If one thing had to be pointed out as the primary
cause of the currency crisis, it would be the country's loss of
creditability in the eyes of international investors.
From the beginning of 1997, non-performing loans of financial
institutions had rapidly accumulated due to a string of large corporate
insolvencies. The South-East Asian currency crisis that started in July
1997 further unsettled foreign investors who had been apprehensively
observing the weakening of both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Reflecting this, the leading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uch as S&P's and Moody's downgraded Korea's sovereign
rating very sharply in October. Accordingly, foreign investors
repatriated their capital from Korea and the country's usable foreign
exchange reserves became severely depleted.
The large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in the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 was also attributable to the heavy external
debt taken on to finance the current account deficit, and to the
excessive reliance on short-term external borrowings. Besides these
factors, the building of expectations of a massive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due mainly to the persistent large current account deficit,
played a substantial part in the worsening of the foreign exchange
situation.
In signing up for the financial aid package on December 3rd of 1997,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at it would pursue macroeconomic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in the financial sector, the corporate sector, and the labour
market, and accelerate trade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n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Korea has been pressing ahead with
thoroughgoing reform, while pursuing macroeconomic stabilization.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prompt and
effective action was taken to close down unsound financial institutions

whose severe shortages of liquidity were disrupt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s. Public funds were injected into financial institutions
considered viable, on the condition that they made intensive efforts
themselves to improve their condition by cutting staff and branches,
mergers, recapitalisation and so on. In a further move, prudential
supervision over financial institutions continued to be strengthened.
In the corporate sector, the government has pursued structural reform
based on five principles: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dramatic improvement in capital structure; the abolition
of cross payment guarantees; the selection of core sectors and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link-up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and heightening the
accountability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o remove
rigidities in the labour market, legislative provision was made for layoffs and leasing out of manpower. Meanwhile, there has been an
active driv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by
downsizing the organisations and staff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privatising public enterprises. Besides this, the government has
accelerated the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account
transactions and also abolished remaining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I.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이슈
1. 새롭게 통합된 규제시스템 시행
1997 년 초에 감독시스템의 미비함과 이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하게
인식되어, 정부는 대통령산하 금융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개혁을 조언했고, 이를 기초로 1998 년 12 월에
정부는 기존의 4 개의 금융감독기관들(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논의 주제:
1) 새로운 규제기구가 만족하게 작동하는가?
2) 만약 아니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2. 은행의 변화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은행예금이 5 개 대형은행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개선된 서비스와 좋은 상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소규모 은행들의 생존능력에 대한 우려와 대형 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합병 등의 결과이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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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 대 은행의 예금 총액 시장 비중
1997
1998
1999
2000
2001
47.5
58.2
58.3
60.5
69.7

2002
80.7*

*주: 2003 년 7 월 9 일 합병이 합의된 신한은행과 조흥은행과의 합병 가정

대부분의 상업은행은 2001 년에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었고 이자부 자산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증가된 동시에, 4.2 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무수익자산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였다. 은행들이 1998 년에는 대손충당금 보다
많은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상업은행들은 1999 년과 2000 년에는
대손충당금 보다 많은 경상이익을 나타냈지만 부실대출에 의한 손실로 인해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0 년 이후, 경영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이들 은행들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림 1> 국내 일반은행의 순이익 추이
(단위: 1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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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3. 새로운 시기- 신용위험평가 개선
2001 년 3 월 현재, 모든 은행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신용위험평가시스템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 지침에 의해 모든 금융기관은 매
6 개월마다 신용위험평가를 수행해야만 한다.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계획(CRAP: credit risk assessment plan)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조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적절한 강제조치를 기초로 고객의 신용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분류하여 범주를 나누었다.

<표 2> 금융감독위원회의 분류
분류
내용
A
정상
B
일시적 유동성
문제
C
구조적 유동성
문제
D

회생불능

대응
정상적 감독
경영개선 요구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정관재인의 처리하는 채권은행과
경영개선협약(MOU) 체결
파산절차와 함께 즉시 청산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2>

1997 년 12 월부터 2001 년 12 월까지 총 610 개의 금융기관이 폐쇄되거나
합병되어, 총 금융기관 수가 2,101 개로부터 1,548 개로 감소하였다. 이중 195
개가 2001 년 3 월에 도입된 신용위험평가시스템의 결과로 폐쇄되었다.
• 은행산업의 통합이 있었다. 1996 년에 25 개였던 상업은행이 2002 년에는
15 개(현재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과의 합병으로 14 개)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주로 획득한 정부의 은행주식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이 과정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05 년경에 완결될 예정이다.
•
우리금융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회사는 한빛(우리), 평화, 광주, 경남,
하나로(우리) 종금 등 5 개의 금융기관을 지배한다)와 조흥은행은 2003 년
말까지 정부지분을 50% 이하로 줄일 주요 후보일 것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미
거래소시장에서
그
주식의
12%를
최초주식공모(IPO)하였다.
•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정부지분은 시장여건이 개선되면 매각될 예정이다.
• 조흥은행은 신한은행과 합병하였다.
•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2002 년 말에 성공적으로 매입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은행 수가 궁극적으로 5∼6 개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논의 주제:
1) 은행들의 무수익여신이 또 다시 늘고 있나?
2) 향후 은행간 통합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가?
3) 은행들이 보다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어떤 계획이 있나?

4. 자본시장
자본시장의 주요 결점은, 거래소시장의 70%와 코스닥시장의 90%가 소액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 거래되고 있어, 장기 기관투자가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IMF 의 한국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4
“증권시장은 높은 소액 참여로 특징지울 수 있고 증권사 자신의 계정에 의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높을 수록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01 년 말 지배 주주가 아닌 개별 주주들이 전체 주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연기금과 기관들의 비중은 42%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기관들(외국기관 포함)이 주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들이
14.8%만을 갖고 있는 영국과 비교된다.
시장가치에 대한 거래량의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이다(<그림
3>은 2002 년 말 자본투자에 대한 12 개월 회전율을 나타냄).
<그림 3> 2002 년 영국과 미국과 비교한 아시아국가의 주식시장 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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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회전율의 경향은, 외환위기 당시에 일시적인 정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다.
<표 3> 한국의 주식시장 회전율
(단위: 1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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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수

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량

시가총액 회전율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699
721
760
776
748
725
704

151,217
141,151
117,370
70,989
137,980
349,504
188,041

776
487
487
556
660
3,852
2,602

172
101
102
139
218
350
233

2001

689

255,850

1,997

221

2002
683
출처: 증권거래소

258,681

3,04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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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거래소시장의 70%와 코스닥시장의
개인투자자의 지배력을 설명하고 있다.

90%를

거래하고

있는

주요 논의 주제:
1) 소액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2) 파생상품시장의 급속한 팽창에서 고유한 위험들은 무엇인가?
5. 국채시장
외환위기 이후 균형재정으로 회귀하고 있고 채권발행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국채시장의 미래에 대해 다소 논쟁이 있다. 회사채가 통상 3 년 만기인
상황에서 수익률 벤치마크가 장기적인 발행 증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시장유동성은 상당히 양호하지만,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서 보유하기 전략(a buy and hold strategy)을 구사하기 때문에
보다 개선될 수 있다.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금융기관의 채무기간에 근접한
장기채를 보다 선호하는 반면에, 은행이 단기채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이와 같이, 채무기간이 매우 긴 연기금과 보험회사는 기금가입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적합한 품질을 갖은
자산을 찾기 어렵다.
주요 논의 주제:
1) 정부가 다른 채권발행을 통합하고 만기가 보다 길고 규모가 큰 장기채발행을
시작할까?
6. 회사채시장
외환위기 이전부터 기업이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원천중의 하나는 은행대출
다음으로 채권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채권은 전형적으로 3 년
만기이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발행자의 신용가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장에
의존하게 하는 효과를 가졌다. 따라서 불량한 차용자의 이자율과 시장수익률이
우량한 발행자의 이자율과 시장수익률에 대한 신용위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측정된 차용자와 발행자의 신용가치에 명백하게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참조). 정크본드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불량한 차용자의
신용위험에 따른 이자율은 벤치마크인 국채 이자율에 0.5%∼1%을 가산하여
발행된 최상급 차용자의 이자율보다 통상 2%∼4% 높다.
회사채가 채권딜러간 시장에서 거래되므로써 가격노출이 의무적이기는 하나
특수 가격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의 유동성과 가격투명성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다음의 <그림 4>는 기업자금조달의 구조변화를 나타낸다. 기업자본은
거래소, 코스닥, 다른 조합을 통해 조달된다.

<그림 4> 기업의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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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증권거래소
주요 논의 주제:
1) 기업이 보다 많은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자금조달구조를 개선하는가?
2) 회사채시장의 미래는 어떠한가?
7. 기관투자자
한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은 특이한 방법으로 구축되었다. 산업재벌이
보험회사와 주식중개업의 주요 운영자들이다. 그 예로, 삼성생명이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개업자들 또한 투자신탁회사의
집단적인 투자계획의 주요 운영자이고 배급자이다. 금년 말 국회에 제출될
자산운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 하에서 투자신탁운용회사는 생명보험과 연금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재벌이 소유한 회사에 의해 장악될 것이다.
금융서비스산업에 재벌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선 하나의 견해는 소유자로부터 기업과 경영이 분명하게 분리되고 계열사
거래와 상호 보조가 명백하게 구별되고, 제한되며, 감시된다면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대통령이 표명한 보다 급진적인 견해는 금융행위는
재벌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완수될 것이라는 명백한 비전은 없다.
은행은 비은행 금융상품의 중요한 배급자가 점점 되고 있다. 은행은
투자신탁운용회사와의 일련의 협약을 통해 투자신탁의 약 20%를 배분하는
것으로 이미 추정되고 있고, 2003 년 8 월에 “방카슈랑스”의 개념이 도입되면
은행들이 보험상품에도 보다 중요한 배급채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기관투자자는 주식의 본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다. 다음의 <표 4>와 <표 5>는
시장의 두 가지 중요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회사에 의해 주식이
본질적으로 소유되는 점이다. 이것은 재벌이 계열사 분리를 추진한 결과이다.
둘째는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식을 소유한 점이다. 이것은
개인투자자가 주로 투기적이어서 주식회전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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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banassurance)는 은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중개자 자격을 겸하면서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로 정의된 불어이다.

<표 4> 거래소 시장의 투자자별 주식소유 추이
분류
정부 및 공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기관
은행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연기금
소계
일반법인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출처 : 『주식』, 한국증권거래소

1997
11.0
2.2
6.5
3.0
10.2
1.0
3.4
26.2
19.5
29.6
13.7

1998
19.7
1.3
3.6
2.4
3.1
0.7
2.5
13.6
19.8
28.9
18.0

1999
16.4
0.7
2.7
8.5
3.0
1.0
1.1
16.9
19.1
25.9
21.7

2000
14.4
1.4
0.8
7.5
2.6
2.4
1.1
15.8
19.6
20.0
30.2

(단위 : %)
2001 2002
8.1
5.7
0.7
0.7
2.8
2.3
4.6
6.0
6.6
5.5
0.6
0.7
0.5
0.7
15.8 15.9
17.2 20.2
22.3 22.3
36.6 36.0

<표 5>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별 주식소유 추이
(단위 : %)
분류
정부 및 공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기관
은행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연기금
소계
일반법인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 출처 : 『주식』, 한국증권거래소

1999

2000

2001

2002

17.2
0.5
0.4
2.4
0.8
0.6
0.5
5.2
18.6
51.6
7.5

6.0
0.9
0.4
13.9
2.2
2.3
0.5
20.2
22.0
44.9
6.9

12.9
0.7
0.5
3.1
8.2
0.6
0.3
13.4
16.9
46.5
10.3

12.8
0.7
0.4
2.7
6.7
0.6
0.3
11.4
17.5
47.8
10.5

기관투자자는 “보장형” 상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기관은 은행에 준하는 투자자로 간주되고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수명에 대한 보장된 금액을 제공하고 투자가
고정소득상품과 은행예금에 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보장성 상품이라기 보다는
주로 저축성이다. 평균 10 년의 계약기간과 3∼5 년 보다 긴 기간의 수단이
부족한 조건에서 이자율의 하락은 보험회사가 이자율이 높을 때 체결했던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투자의 만기연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약간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투자신탁회사 역시 준보장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수확률을 “표시한”, 완전히
보장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999 년 7 월 대우가 무너질 때
이러한 운영 및 판매 방식은 붕괴했고 투신사의 “보증”은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8. 연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기금은 가장 큰 기관투자가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연금시장에서 가장 큰
참여자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 층 보장체계(the
first pillar universal scheme)이다. 6 이는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연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은 1988 년 설립됐으며 그 이후로 점차 취업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시켜왔다. 아래 <표 6>는 그 가입자 구성을 보여준다.
<표 6> 2002 년 가입자 수
총 가입자수

취업자

16,499

6,288

(단위 : 천명)
자영업자
납부자
면제자
5,754

4,250

국민연금은 최근 3 년간 연금가입자의 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된 공식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연계된 연금으로 정의된 수혜체계이다. 직장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1998 년 6%에서 현재 9%(자영업자 : 7%)로 인상되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고용주 지원 구조(employer-sponsored scheme)가 없기
때문에, 3 가지 특수직 직역연금(공무원, 국립교원 1 백만 가입자, 15 만
군인연금 가입자, 207000 명의 사립교원연금 가입자)은 과중하게 적립되어 왔다.
부담율은 1996 년 13%에서 현재 17%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3 가지 직역연금
모두는 심각하게 부실화되었고 연금지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담율을
30~35%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몇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상공업 취업자들의 2 층 보장은 소위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1961 년부터 5 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조항이다. 이는 근무한 해마다 1 개월 급료의 최소 총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이를 조성할 것인지는 고용주의 책임이고, 대다수
고용주들은 여전히 장부기입방식(the book entry system)을 사용한다. 즉 이는
미래의 연금채무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나타나고 회사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주의 파산위험에
피고용자들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공•사 연금 개혁 위원회가 1999 년에 설립되어 다음의
일을 조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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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1994 년 보고서 “노년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시
된 3 층 연금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기업 및 개인 연금)에 의한 3 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이다.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의 공적연금체계에서 사적연금(기업•개인연
금)의 발전을 통해 공•사연금 다층체계화(multi-pillar system) 개념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3 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1 층 보장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이며, 2 층 보장은 퇴직금(또는 기업연금),
3 층 보장은 개인연금이다. 우리나라에 기업연금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
•
•
•
•

적정 분담액과 연관된 연금수혜 수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간 책임의 효율적 분리
자발적 연금 분담액과 의무적 연금 분담액의 역할
기존 퇴직금 체제를 보다 정통적인 분담 체계로 개혁
모든 정부체계의 통합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행된다면 이런 의도된 개혁의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장기투자의 흐름을 개선시킬 것이다. 한 예로, 연금과 특수목적 펀드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시장수익률보다 2∼3% 낮은 수익을 제공하는 공적 신탁계좌에
있다. 이는 연금과 다른 공적 펀드들의 저조한 운용실적이 직접적 원인이다.
2000 년까지 국민연금 자산의 70% 가량은 정부나 정부 대행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되었다. 이는 이러한 불균형을 급진적으로 감소시킬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발행을 회복시키고 보다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국민연금은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민간부문의 자산 관리자들과 계약하고 있다.
주요 논의 주제:
1) 연금에 대한 논쟁의 해결책은 있는가? 무엇이 해소될 것인가?

9. 투자기금
투자기금, 특히 투자신탁회사는 몇몇 전통적인 악습에 여전히 빠져있다.
• 놀랍게도 수탁자에 의해 용납되고 있는 관행인 구속성 대부(back to back loan)
합의에 의해 신탁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대출된 자금을 종종 그들 자신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회사 내부에 부당하게 자리잡고 있다.
• 완만한 수익률이 신탁펀드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 신탁자의 자산, 투자신탁회사의 자산 및 다른 신탁자들의 자산 간에
분리(Chinese Walls: 만리장성)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 계열회사에 펀드의 과도한 출자 또는 계열회사주식의 상호 매입이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최근의 추가적인 비상구제에서 예시되듯이,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문제 부문이다. 2003 년 3 월 재벌랭킹 3 위인 SK 그룹의 분식회계가
발견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투자신탁회사에 16 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록 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투자신탁회사가 회사자산의 높은 비중을
대우채권으로 보유해서 나타난 1999 년 7 월 대우사태를 상기시킨다. 양대
투자신탁회사인 한투와 대투은 정부지원을 여전히 받고 있다.
주요 논의 주제:
1) 투자신탁회사의 부실해소에 노력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10. 부실 해소
자산관리공사(KAMCO)는 은행뿐만 아니라 제 2 금융권(상호신용금고,
신용조합, 보험사, 증권사, 투자신탁회사)의 부실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은행에 준하는 제 2 금융은 저축을 모아 상공업 분야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종종 재벌에 국한된 한국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
자금 줄”을 형성했다.
예금보험공사(KDIC) 또한 부실 은행의 예금자들에게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표 7>은 금융권을 긴급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총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공적 자금 관리
(기간: 1997 년 11 월 ~ 2002 년 12 월, 단위: 조원)

지분참여 금융권 출연

은행
NBFIs
증권,투신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
해외금융기관
합계

33.9
26.3
7.7
15.9
2.7

60.2

보험금청구
지급

13.6
3.0

정부의
자산매입

14.0
0.9

28.2
0.01

2.8
0.1
0.1

압류자산매입

0.6

24.6
12.1
8.5
1.8
1.6
0.2

14.9

2.4
39.1

0.3
17.2
7.3
3.7

16.6

28.2

합계

86.1
70.5
16.2
20.8
21.6
8.2
3.7
2.4
159.0

출처: 공적자금위원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2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권, 특히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자산을 성공적으로
청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우그룹의 부채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표 8>는 이에 대해 진행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자산관리공사의 부실해소 결과
인수
현금화 (현재)

대우 이외
대우

액면가

취득원가

취득원가

현금화 처리

잔여율
(원가)

74.7
35.4

26.5
12.7

24.4
6

27.6
2.7

7.9
52.7

11. 외국계의 존재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외국계의 영향력이 크다.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시티뱅크와 HSBC 모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0 개 이상의 외국
은행들이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은행은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9> 주요 국내은행의 외국인 소유 현황
총자산 순위
외국인 소유 지분
1
71%
국민은행
4
52%
신한금융그룹
5
33%
외환은행
6
52%
하나은행
7
한미은행
40% 또는 이상
8
51%
제일은행
출처: Standard and Poors
외국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년
8 월부터는 은행과 연계하여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18 개의
외국증권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 Templeton 과 Prudential 은
투자기금관리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
외국회사들은 일정한 규제 하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특권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장애 없이 국내기업들과 동등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래의 <표 10>, <표 11>과 <표 12>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외국인 소유 상장주식 비율
11.8
1995
13
1996
14.6
1997
18.6
1998
21.9
1999
30.1
2000
36.6
2001
36.0
2002
출처: 금융감독원

2002
%

기금
6,190
43.8

<표 11> 형태별 외국인투자자 (수, %)
연금
증권사
개인
기타
874
388
5,024
1,652
6.2
2.7
35.6
11.7

합계
14,128
100.0

출처: 금융감독원

<표 12> 국가별 외국인 투자자 비율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기타

38.4

39.7

2002
출처: 금융감독원

8.7

8.1

5.1

주요 논의 주제:
1) 한국 금융시장이 보다 개방될 것인가?
2) 외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인가?

12. 회계 기준
한국은 IAS 대신 US GAAP 를 채택했다. 1998 년 이래 한국의 GAAP 는 US
GAAP 를 따라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주요 변화는 채권과 주식의 발행비용,
연구개발비용, 임대비용, 자산 재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2003 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는 US GAAP 와 유사하게 수익인식, 이자비용의
자본화, 지분계산방법 등이 포함될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현 회계는 한국 GAAP 를 준수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 또한 투명한
회계 기준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벌은 현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전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이 주주, 투자자, 기타 최종수요자들에게 충분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2 년에 보다 더 엄격하고 엄중한 회계와
기업지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것이 한국과 국제
기준간에 일관성, 양립성, 유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감사의 독립성은 감독자가 추구하는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인 감사, 감사 품질 검토,
회계사의 내부 규제 장치, 연례 보고서로 받은 보수, 고객에게 제공된 비감사
서비스의 발표 등을 위한 기준들과 같은 많은 새로운 필수조건이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논의 주제:
1) 회계 기준이 특히 대기업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인가?
2) 투명성이 언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13. 기업지배구조
외환위기 이후 다음 조치들이 실행되었다.
13. 1. 내부 감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자산 규모 2 조원 이상의 모든 기업은
전체 이사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기업지배의 경향을 감시하기 위한
비영리연구기관을 설립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3. 2. 외부 감시
• 소액 주주들의 단체 행동 요건 완화

•
•
•
•
•

투자신탁회사의 투표권 행사 장려
상호보조과 분식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결합재무제표
보유주식에 대한 시장 평가
공정거래법 강화
2002 년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을 36%까지 허용

14. 재벌
한국 기업에 대한 논의에서 재벌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금융/산업 그룹을 지배하는 강력한 가족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많은 재벌들은 성공했고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벌은 한국의 금융불안을 야기하는데 일조했다. 대우의 몰락과 최근의
SK 문제는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대응여부는 이런 문제에 제동을 걸려는
정부의지의 근본적인 시험대로 시장에 비칠 것이다.
금융권에 대한 통합된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개별
부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산업과 금융의 그룹내부 거래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특수 임무 집단이다. 계열사간 거래와 그룹간의 상호보조금 지원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재벌의 연결재부제표에 대한 요구사항이 투명성을 보다 증가시키고 감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재계 랭킹 3 위의 SK 그룹에 대한 최근 조사는 계열사간 거래와 불법
주식거래의 혐의를 받은 SK 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일과 새 행정부가 향후 재벌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암시로 인식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소수의 경제력 집중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재벌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재벌의
경영 투명성 부재와 재벌간 기업 책임 부실도 이슈이다.
최근 SK 의 회계부정사건은 다시 한번 재벌의 폐해를 부각시켰다. 계열사의
복잡한 거미줄 구조는 매우 취약했다. 약점을 보완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고
계열사간의 부채가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그룹 일부의 붕괴는 그룹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투명성 부족과 취약한 회계기준의 지속(PwC 의 최근 연구는 39 개국의 전체
조사 국가들 중에서 한국을 바닥권으로 등급매겼다)이 동반되면서 투자자들은
지분투자를 회피할 이유를 갖게 되었다.
자본시장에서 재벌이 중개거래와 기관투자에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는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재벌은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요 논의 주제:
1) SK 사태가 재벌지배구조의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킬 것인가?
2) 재벌이 보다 유익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재벌의 복잡한
구조를 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3) 재벌이 취약한 계열사를 정리하려 하는가?

4) 재벌이 한국의 성공신화에 주요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구조가 향후
발전단계에서도 적절한가?
5) 재벌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개연성 있는 장기적 결과는 무엇인가?
6) 재벌은 상공업적 활동과 금융 활동을 분리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할 것인가?

I. Issues in Financial Restructuring
1. New consolidated Regulation system implemented
Fully aware of its weaknesses and need for a change in the supervisory
system, in early 1997, the government launc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Financial Reform. The Committee, after a period of
detailed review, recommended that the President reform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Based on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plan to consolidate the existing four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the Office of Bank Supervision (OBS), the Securities
Supervisory Board (SSB), the Insurance Supervisory Board (ISB), and
the Non-bank Supervisory Authority (NSA).
Key discussion points
Is the new regulatory structure working satisfactorily?
If not, what needs to be done to improve it?
2. Banking system has changed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change in the aggregate deposits of the
five largest banks over time, which illustrates the recent trend towards
concentration. This is a result of concerns over the viability of smaller
banks, mergers and the greater efforts by larger banks to attract
customers through improved service and better products.
<Table 1> Market share of aggregate deposits of five largest banks
1996
52

1997
47.5

1998
58.2

1999
58.3

2000
60.5

2001
69.7

2002
80.7*

* On the assumption that the merger of Shinhan and Chohung is
completed. They agreed on a merger between Shinhan and Chohung
on July 9, 2003.
Commercial banks, as a whole, posted 3.8 trillion won and 4.1 trillion
won in net profit in 2001 and 2002 repectively, as non-performing
assets became less of a concern, while their net interest margin
improved and interest-bearing assets and credit card fees also
underwent increases. In contrast, the Banks posted an aggregate net
loss before loan loss reserves in 1998. They later posted an aggregate
profit before loan loss reserves in 1999 and 2000. However, due to

losses from bad loans, commercial banks posted net losses in those
years. After 2000, they posted net profits because of improvement in
business conditions.

< Figure 1> Commercial Bank Profit Trend
(Unit: tr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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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new era – improved credit risk assessment
As of March 2001 every bank had implemented a credit risk
assessment system according to the guidelines laid down by the FSC.
Under these guidelines every financial institution must undertake a
credit risk assessment each six months. Each institution's credit risk
assessment plan (CRAP) plan has been examined and agreed by the
FSC.
The FSC has an established a series of categori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follow when making credit risk assessments of their
customers, based on which appropriate action is mandated.

<Table 2> FSC Categories
Category
Description
A
Normal
B
Company with
temporary liquidity
problems
C
Company with
structural liquidity
problems
D
Non-viable company

Action
Monitor normally
Request management to make improvements

Sign a special MOU with creditor banks,
providing active financial support for
normalisation or proceeding to court receivership
Liquidate promptly with bankruptcy process

Source: FSC
This seems to be having its effect as the following chart shows
<Figure 2> Bank Capital Adequacy and Bank Loan Ratios

Between December 1997 and December 2001 a total of 610 financial
institutions were either closed or merged,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from 2,101 to 1,548. Of these, 195 firms were
closed as a result of the credit risk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in
March 2001.
•

There has been consolidation in the banking industry. The number
of commercial banks has reduced from 25 in 1996 to 15 in 2002 (14
now that the merger of Chohung and Shinan is agreed).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for reducing its holdings in
banks, mainly acquired in post-crisis restructuring. The process
will be phased over several years in order to minimise market
disturbance and will be completed by 2005

•

Woori Financial Holdings (Woori controls five subsidiary banks,
Hanvit, Peace, Kwangju, Kyongnam and Hanaro Merchant Bank)
will be the primary candidate for early reduction of the government
stake to below 50% by the end of 2003. Already an IPO of Woori
resulted in a listing of 12% of its shares on the KSE.

•

Stakes in Kookmin Bank (KB) and Korea Exchange Bank will be
sold on the markets when conditions are favourable.

•

Chohung Bank is set to merge with Shinan Bank

•

Hana Bank successfully bid for Seoul Bank in late 2002

Many commentators believe that ultimately consolidation of banks will
reduce the number of players down to five or six major banks.
Key discussion points
Are banks once again building up NPLs either corporate or retail?
What is the likely future for further banking consolidation?
What prospects are there for banks to offer wider financial services?
4. Capital markets
The main defect of the capital markets is the lack of long-term
institutional investors,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70% of all trades on
KSE and 90% on KOSDAQ are carried out by individual retail
investors. These are extremely active traders as illustrates (turnover as
% of market capitalisation. The IMF has noted this in its recent country
report1).
“Securities markets are characterised by high retail participation and
significant trading by securities firms on their own account. Higher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s securities markets would
greatly benefit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at market.”
As at end 2001, individuals, other than controlling shareholders held
58% of all securities as compared to pension funds and other
institutions at less than 42% (according to the KSE and BOK statistics).
This compares to the UK, where 14.8% of shares were held by
individuals and more than 80% by institutions (including foreign
institutions).
The volume of trading as a percentage of market value i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figures based on market capitalisation as at end
2002 and turnover for 12 months to end 2002):
1

IMF Country Report No 03/81 of March 2003

<Figure 3> Stock Market Turnover in Asia compared with UK and U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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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nd to high turnover has been steadily accelerating with only
temporary halts at the time of the crisis and immediately following it.
This is accounted for by the predominance of individual investors, who
account for approximately 70% of the turnover on the KSE and nearly
90% on KOSDAQ.
<Table 3> Korean Stock Market Turnover
(Unit: billion KRW)

No of listed
Daily trading Annual T/o
Market value
Cos.
volume
as % of MV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699
721
760
776
748
725
704

151,217
141,151
117,370
70,989
137,980
349,504
188,041

776
487
487
556
660
3,852
2,602

172
101
102
139
218
350
233

2001

689

255,850

1,997

221

2002

683

258,681

3,041

249

Source: KSE

Key discussion points
Are retail investors going to adopt a longer term view?
What are the risks inherent in rapid expansion of the derivatives
market?
5. Government bond market
There is some debate about the future of the government bond market,
following a return to balanced budgets after the crisis and decreasing
need for bond issuance. There is some concern that the benchmark
yield curve may be distorted by increased issuance at the long end,
particularly given that corporate bonds are usually of a three-year
duration.
Market liquidity in government bonds, which are traded on the KSE is
reasonably good, but could be improved since many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 buy and hold strategy. Banks own a substantial
portion of shorter bonds, while 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are more interested in longer maturities, which more closely
match the duration of their liabilities.
Even so, pension funds and insurance companies whose liabilities are
very long have difficulty in finding assets with sufficient longevity and
suitable quality to support their guarantees to participants and
policyholders.
Key discussion points
Will the government consolidate different bond issues and start to
issue larger and loner term issues?
6. Corporate bond market
One of the main sources of finance for corporations prior to the crisis
after bank borrowing was corporate bonds market. Typically of one to
three-year durations, they were guaranteed by banks or insurance
companies. This had the effect of causing investors to rely upon the
guarantee rather than on the creditworthiness of the issuer; thus the
interest rates and market yields of poor quality borrowers did not
reflect a sufficient risk premium over those of high quality issuers.
Now bonds are no longer guaranteed there is clearly a much greater
focus on the creditworthiness of borrowers and issuers, as measured

by ratings agencies (q.v.). While there is no market for junk bonds, the
risk premium of borrowers of lower quality is typically 2% to 4% over
the rate for top quality borrowers, which may usually issue at a
premium of 0.5% to 1% over the benchmark government issue.
Liquidity and price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bond market are
generally poor since bonds are traded in an inter-dealer market; price
disclosure is mandatory but often special prices prevail.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changing structure of corporate
financing. Capital raising by corporations through the market KSE,
KOSDAQ and Other combined:
<Figure 4> Corporate Financing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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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discussion points
Will companies improve the structure of their financing by releasing
more equity?
What is the future for the corporate bond market?
7. Institutional investors
Korea's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s structured in an unusual way.
The industrial chaebols are some of the main operators of insurance
companies (Samsung Life for example has a 40% market share in life
insurance) and securities brokers; brokers are also the main operators
and distributor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vestment trust
companies). Under a new law on asset management to b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later this year,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mpanies will become asset management companies which will

enable them to manage a wider range of portfolios, both life and
pension funds (management of the portfolios of insurance companies
is already outsourced by some). Thus the securities market is
dominated by chaebols owned companies.
The involvement of chaebols in financial services is being actively
debated. One view is that ownership does not matter provided that
there is clear corporate and business separation from owners and that
affiliated transactions and cross subsidisation are clearly identified,
limited and supervised. Another more radical view, which has been
expressed by the President elect, is that financial activity should be
completely detached from chaebols; there is no clear vision at this stage
about how this might be accomplished.
Banks are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distributors of nonbanking financial products. They already distribute an estimated 20%
of investment trusts by means of a series of agreements with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mpanies, and, in August 2003, the
concept of "bancassurance"2 will be introduced, whereby banks are
likely to become more significant distribution channels for insurance
products too. Institutions are not substantial owners of shares. The
following tables illustrate two important features of the market. The
first is the substantial ownership of shares by corporations. This is a
result of chaebols seeking a separate listing of subsidiaries. The second
is the relatively low ownership of shares by individuals. This is
because individuals are largely speculators and thus, despite their high
participation in turnover, tend not to hold shares for the longer term.
<Table 4> Shareholding by Investor Group : KSE
Classification
Government & Public Bodies
Securities Cos.
Insurance Cos.
Investment & Trust Cos.
Institu Banks
-tions Merchant & Mutual Saving
Banks
Pension Funds
Sub-Total
Other Corporations
Individuals
Foreigners
* Note : Based on Market Capitalization

(Unit : %)
2001 2002
8.1
5.7
0.7
0.7
2.8
2.3
4.6
6.0
6.6
5.5

1997
11.0
2.2
6.5
3.0
10.2

1998
19.7
1.3
3.6
2.4
3.1

1999
16.4
0.7
2.7
8.5
3.0

2000
14.4
1.4
0.8
7.5
2.6

1.0

0.7

1.0

2.4

0.6

0.7

3.4
26.2
19.5
29.6
13.7

2.5
13.6
19.8
28.9
18.0

1.1
16.9
19.1
25.9
21.7

1.1
15.8
19.6
20.0
30.2

0.5
15.8
17.2
22.3
36.6

0.7
15.9
20.2
22.3
36.0

* Source : 『Stock』, Korea Stock Exchange
2

Bancassurance: a French term that defines the ability of banks to become actively involved in both
selling and owning stakes in insurance companies.

<Table 5> Shareholding by Investor Group : KOSDAQ
(Unit : %)
Classification
Government & Public Bodies
Securities Cos.
Insurance Cos.
Investment & Trust Cos.
Institu Banks
-tions Merchant & Mutual Saving
Banks
Pension Funds
Sub-Total
Other Corporations
Individuals
Foreigners

1999

2000

2001

2002

17.2
0.5
0.4
2.4
0.8

6.0
0.9
0.4
13.9
2.2

12.9
0.7
0.5
3.1
8.2

12.8
0.7
0.4
2.7
6.7

0.6

2.3

0.6

0.6

0.5
5.2
18.6
51.6
7.5

0.5
20.2
22.0
44.9
6.9

0.3
13.4
16.9
46.5
10.3

0.3
11.4
17.5
47.8
10.5

* Note : Based on Market Capitalization
* Source : 『Stock』, Korea Stock Exchange

Institutions thus tend to offer products, which are of the "guaranteed"
type. The long-term investment institutions are therefore viewed by
investors as quasi-banks.
Insurance contracts are mainly savings rather than protection products,
since they offer a guaranteed return over the life of the contract and
their investments are largely confined to fixed income products and
bank deposits. The fall in interest rates, given the average duration of a
contract of ten years and the shortage of instruments of durations
longer than three to five years, has caused insurance companies some
problems, as they need to roll over investments supporting contracts
which were originally taken out when rates were higher.
Investment trust companies also offer semi-guaranteed products. They
are not permitted to offer fully guaranteed products but rather
"indicate" a rate of return. This way of operating and selling rather fell
apart when Daewoo collapsed in July 1999 and their "guarantees"
proved to be hollow.
8. Pensions
Pension funds in most countries form the largest group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is may in the future become very true in Korea.
The largest participant in the pensions market is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This provides the first pillar universal scheme. There are
similar schemes for government employees, teachers and the armed

forces. The NPF was set up in 1988 and since that time it has
progressively extended its coverage to virtually all workers both
employed and self employed. Participation is shown in the below
Table.
<Table 6> Number of participants (2002)
(Unit : 1,000 person )

Self employed
Total
16,499

Employed
6,288

Contributing

Exempt

5,754

4,250

This is nominally a defined benefit scheme with pensions linked to
consumer prices according to a formula based on average earnings of
the participant for the last three years prior to entitlement.
Contribution rate is currently 9% for the employed (7%for the self
employed), raised from 6% in 1998.
The thre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OP) schemes (Government
Employees and Public School Teachers - nearly 1 million participants;
Military - 150,000 participants; Private School Teachers - 207,000
participants) are more heavily funded since, unlike the National
Scheme there is no second pillar employer-sponsored scheme to fall
back on. Funding rates have been steadily increased from 13% in 1996
to 17% today. All three SOP schemes are seriously under-funded and
it is estimated that funding rates would have to increase to 30%-35% in
order to meet the pension promises. Some steps have been taken to
minimise this drain.
The second pillar for employees of industry and commerce is the socalled Retirement Allowance Scheme (RAS), which has been
mandatory for firms with more than 5 workers since 1961. This pays a
minimum lump sum of 1 month's salary for each year worked. How
this is funded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and many
employers still use the book entry system, that is to say the future
pension liability becomes a balance sheet liability and the firm has the
use of the money to finance itself. This clearly exposes employees to
the risk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For all the above reasons a Public-Private Pension Reform Task Force
was set up in 1999. Its mandate is to examine:
•

The level of pension benefit in relation to affordable contribution
rates

•

The efficient divis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private and public
pension systems

•
•
•

The role of mandatory versus voluntary pension contributions
The reform of the existing "retirement allowance" system with a
view to conversion into more classic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s
The integration of all the government schemes

One intended outcome of these reforms, if they are implemented, will
be to improve the flow of long-term investment into capital markets.
As an example nearly half of the pension and special purpose fund
assets are taken to a public trustee account which provides a return
2∼3% lower than market yields. This is the direct cause of poor
performance of pensions and other public funds. Up till 2000 nearly
70% of the assets of the NPF were invested in bonds issued by
government or agencies of government. There has been a policy to
reduce this imbalance progressively. As a result the NPF is becoming
more active in the corporate bond market, which may account for some
of the revival in issue of corporate bonds. A very limited experiment
has been undertaken by the NPF in contracting management of a small
part of its portfolio to private sector asset managers.
Key discussion points
Will there be a resolution of the pensions debate and what is the
likely outcome?

9. Investment funds
Investment funds, particularly the old style ITCs, are still bedevilled by
some of their traditional bad practices:
•

dealing on their own account, often with money indirectly
borrowed from the trust, by means of a “back to back” loan
arrangement, a practice surprisingly condoned by the “trustee”,
since it is inadequately located inside the same company.

•

“smoothing” returns between different trust funds, and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of trust funds is apparently widely practised

•

not maintaining “Chinese Walls” between the trust’s assets, the
assets of the ITC, and those of other trusts

•

investing excessive amount of fund in affiliate companies, or cross
purchase of affiliated companies securities between chaebol related

Investment fund management companies Investment trust companies
have been a problematic sector and the difficulties have by no means
been overcome, as the recent further bail out of the sector illustrates.

The Bank of Korea was forced to inject $1.6 billion into ITCs in March
2003. This follows the discovery of accounting fraud at SK Group the
country's third largest chaebol. This has echoes, although on a smaller
scale, of the Daewoo crisis in July 1999, where ITCs held a high
proportion of their assets in Daewoo bonds. The two largest ITCs,
Korea and Daehan, are essentially still supported by government.
Key discussion points
Will there be an effort to clean up the ITC market and how will this
be done?

10. Debt resolution
The Korean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was created as
a one of the means of resolving the bad debts not only of commercial
banks but also of merchant banks, mutual savings banks, credit unions,
insurance companies, securities companies and investment trust
companies. All of these were acting as quasi banks, gathering savings
and redeploying them in financing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companies, forming what has been called the "financing conveyor belt"
for supporting the spectacular growth of Korean industry, often
contained within chaebol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lso played its part in
compensating depositors of failed banks.
The table shows the total amount of finance required to bail out the
financial sector.
<Table 7> Public Fund Management
(Period: Nov.1997~Dec.2002, Unit: trillion KRW)

Insurance Purchase of Purchase of
Contributions
Equity
Claim
Assets by Distressed
Participation By financial sector Payments government
Assets
Total
Banks
NBFIs
Securities Companies –
Investment Trust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Mutual Savings Banks
Credit Unions
Overseas Financial Institutions
Total

33.9
26.3

13.6
3.0

7.7
15.9
2.7

60.2

28.2

14.0
0.9

0.01
2.8
0.1
0.1

16.6

0.3

24.6
12.1

86.1
70.5

8.5

16.2
20.8
21.6
8.2
3.7
2.4
159.0

17.2
7.3
3.7

0.6

1.8
1.6
0.2

28.2

14.9

2.4
39.1

Source: Public Fund Management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White Paper on Public Fund, 2002

KAMCO has been successful in liquidating the bad assets it purchased
from the financial sector, and in particular the bad debt acquired from
banks. By contrast, it has been less successful in the resolution of the
debt of the bankrupt chaebol Daewoo. The table shows the progress
made (in trillions of Won).
<Table 8> Resolution Results by KAMCO
Acquisition

Non-Daewoo
Daewoo

Nominal
74.7
35.4

Realisation to date
Acquisition
Realisation
Acquisition cost
cost
proceeds
26.5
24.4
27.6
12.7
6
2.7

Remaining %
at cost
7.9
52.7

11. Foreign presence
There is an increasingly strong foreign presence in Korean financial
markets. Both Citibank and HSBC have a significant presence, going
the route of building a branch network. More than 30 foreign banks
have branches. Foreign ownership of banks is shown in the table.
<Table 9> Foreign Ownership at Selected Major Korean Banks

Kookmin Bank
Shinhan Financial Group
Korea Exchange Bank
Hana Bank
Koram Bank
Korea First Bank
Source: Standard and Poors

Ranking in terms of
total assets
1
4
5
6
7
8

Foreign ownership
71%
52%
33%
52%
40% or more
51%

Foreign insurance companies operate in their own right and will
increasingly operate in alliances with banks after August 2003. There
are 18 foreign securities firms in Korea. Both Templeton and US
Prudential have stakes in collective investment fund management
companies.

Foreign firms enjoy a level playing field with domestic ones as far as
regulation is concerned and there are no residual privileges accorded
to domestic firms or barriers put in the way of foreign firms.
Foreign investors are very significant holders of Korean securities as
the tables below show.
<Table 10>

Total % of listed shares owned by foreigners
11.8
13
14.6
18.6
21.9
30.1
36.6
36.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Table 11> Type of foreign investors (number and %)
2002
%

Funds Pensions Secs.Cos Individuals Others
6,190
874
388
5,024
1,652
43.8
6.2
2.7
35.6
11.7

Total
14,128
100.0

<Table 12> Origin of investors (%)
2002

US
38.4

UK
8.7

Japan
8.1

Canada
5.1

Others
39.7

Source of all tables: FSS

Key discussion points
Will Korean financial markets become more open?
Will foreign participants play a greater part?
12. Accounting standards
Korea has not adopted IAS but rather US GAAP. Since 1998 Korean
GAAP has changed significantly to follow US GAAP. Major changes
relate to bond and stock issuance costs, R&D expenses, lease
accounting, equity method and asset revaluation. Implementation of
further accounting changes will start in 2003, relating to revenue
recognition, capitalisation of interest expenses and equity accounting
method similar to US GAAP. The presentation of accounts for all
companies listed on KSE must conform to Korean GAAP, as described

above. The FSS also acts as an enforcer of transparent accounting
standards. Conglomerates must now produce consolidated accounts.
Auditors are subject to the professional discipline of the Korean
Institute of Accountants. All major international firms are represented
in Korea.
To ensure that companies convey their financial conditions and
managerial performance fully, fairly, and accurately to the
shareholders, investors, and other end-users, the FSC/FSS continued to
push for more rigorous and stringent accoun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in 2002. One important step toward achieving this goal
was to require consistency, compatibility and comparability between
Korean and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uditor independence is a crucial element of the higher, more
stringent accounting standards the regulators seek, and the FSC/FSS
has come up with a number of new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like higher standards for professional conduct, audit
quality review, self-regulatory mechanisms within the accounting
profession, and disclosure of non-audit services performed for the
audit client as well as remuneration received in the annual reports.
Key discussion points
Will accounting standards, particularly within complex structures be
more rigidly applied?
When can we expect greater transparency?

13. Corporate governance
Since the crisis the following measures have been taken:
Internal monitoring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for all companies with assets in
excess of Won 2 trillion listed on KSE and KOSDAQ; more than 50% of
directors must be from outside. The KSE has established a non-profit
research organisation to monitor trends in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Audit committee consisting of outside directors must be established.
External monitoring
Easing of requirements for class actions by minority shareholders
ITC companies are encouraged to exercise voting righ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 penalties for cross subsidy and
window dressing
Market valuation of securities held
Fair Trade Law (Anti-Trust or Monopoly Law) strengthened
Foreign ownership of listed companies may increase to 36.0% (2002)
14. Chaebols
No discussion of Korea is complete without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chaebols. These mighty family dominated financial/industrial
groups have played a key role in Korean economic success. Many
chaebols are successful and well run. But some of them have also
played a part in Korea's financial problems. The collapse of Daewoo
and the more recent problems at SK are just two examples of this. The
action or inaction by government will be seen by observers to be a
crucial test of its willingness to tackle this problem
The FSS, now responsible for consolidate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ctor, has a specially designated group, which, drawing information
from each functional division,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intragroup transactions in both chaebol dominated and financial
conglomerates. While affiliated transactions and inter group crosssubsidisation has been considerably reduced, it cannot be said to have
been completely eliminated.
The requirement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conglomerates has introduced much greater transparency, making
such activities easier to detect.
The recent investigation into SK Group - Korea's third largest chaebol which resulted in the arrest of SK Corp. Chairman Chey Tae-won on
charges of inter-group transactions and allegedly illegal stock dealings,
if anything, could be seen as an inkling of things to come, and
especially of how the new administration may proce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its chaebol policy in the future.
President Roh has, from the beginning, vowed to pursue strong
reforms of chaebol, as well as expressed deep concerns over the
increase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mong a few large players.
Also at issue is the absence of managerial transparency and lack of
corporate accountability among the chaebols.
The recent accounting scandal at SK has once again thrown a spotlight
on the chaebols. The complex web of structures of affiliated companies
may be a severe weakness. Given that the strong tend to support the
weak, and given the high levels of inter-company debt, the collapse of
one part of a group may cause the whole house of cards to fall.

Coupled with continuing lack of transparency and poor accounting
standards (a recent study by PwC rated South Korea as bottom of the
league of 39 countries it surveyed) investors have every reason to shun
investment in equities.
Chaebols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the financial markets, not only
because they are deeply involved in both broking and institutional
investment but also because the securities that they issue rank among
the most significant tradable assets in the capital markets.
Key discussion points
Will the SK affair really prompt substantial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governance of chaebols?
Will chaebols take positive steps to clarify their complex structures
by breaking themselves into more comprehensible and rational
units?
Will they prepared to allow weaker affiliates to be closed
While chaebols played a key role in Korea’s success story, are such
structures appropriate for the next stage of development?
What is the likely long term outcome of the debate about the
chaebols future?
Are chaebols likely to split off their financial from their industrial
and commercial activities? If so how would this work?

<한국의 금융구조 조정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금융구조 조정에 대한 현황파악, 그동안의 노력 및 향후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금융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나름대로의 조정된 체계와 보완 항목
을 제시하고자 함.

Ⅰ. 본 연구의 항목에 대한 의견
1. 새롭게 통합된 규제 시스템 이행
○ 기능적 규제의 활성화가 필요함

2. 은행의 변화
○ 예금자 보호제도와 같은 은행에 유리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3. 신용위험평가 개선
○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은행은 더욱 광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
행과 비은행간의 계열 형태의 통합이 나타날 것임

4. 자본시장
○ 장기 투자자들의 수익성이 단기 투자자보다 높지 않다면 소액 투자
자들의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음
○ 파생상품 시장의 결제 위험이 우려됨

5. 국채시장
○ 장기채 발행은 시간상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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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채시장
○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 회사채 시장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발행될 것임

7.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에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8. 연금
○ 연금 가입자에 대한 부담과 수익을 매칭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9. 투자기금
○ 공적자금의 투입에 의한 부실해소가 이루어질 것임

10. 부실해소
○ 부실해소를 위한 시장의 형성이 필요함

11. 외국계의 존 재
○ 한국금융시장은 보다 개방되고 국내시장의 외국투자자들에게 이익
을 주는 한 외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질 것임

12. 회계기준
○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가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
가 있음

13. 기업지배 구조
○ 사외이사 역할의 개선 필요
○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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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벌
○ 재벌의 구조적 개선 필요

Ⅱ. 전반적 연구 체계 조정
1. 금융구조 조정 현황 파악
○ 금융기관의 변화
― 금융위기 이후의 영역별(은행, 증권, 보험, 기타 금융기관) 구조조
정 추이
∙ 금융기관의 통폐합 현황
∙ 보유 금융자산의 변화
∙ 수익성의 변화

○ 금융시장의 변화

― 간접 금융시장
∙ 은행
∙ 기타 금융기관
― 직접 금융시장
∙ 주식시장
∙ 파생 금융시장
∙ 채권 시장

2. 금융구조 조정을 위한 노력
○ 건전성 규제의 향상
― 적기시장 조치 도입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 은행의 신용 집중 위험 강화
― 은행 산업의 경영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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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 위원회의 도입
― 외국인에 대한 은행경영진의 개방

○ 금융기관의 투명성 향상
― 부실자산의 충당금 적립 강화
― 시가평가 제도의 도입
― 금융회사의 회계기준 강화
― 공시의 개선

○ 금융겸업화의 진전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 금융산업의 추가적 대외 개방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증권시장의 광범한 개방
― 외국기업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 기타사항
―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의 신규수단 개발
― 예금자 보호법의 도입
―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3. 향후 발전 방향
○ 금융산업에 있어 정부 역할의 변화

○ 금융인프라의 강화
―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공시제도의 개선
― 금융상품과 영업에 있어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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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이용자 위주의 시장구조 개선
― 예금자 보호법의 개선
― 금융관련 법안의 체계적 통합

○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 기능적 규제강화
― 개별 영역의 규제완화

○ 금융기관의 수익성 향상
― 노동 유연성 확보

○ 금융산업 관련 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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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the Restructur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By Hee Jin Noh, Research Fellow, KSRI
Focusing on the financial industry and
reorganization of the contents are recommended.

more

precise

Firstly, the comments on the given items are provided and
secondly, the overall adjustment of the research is suggested.
Ⅰ.Comments of the given items
1. New consolidated regulation system implemented
○ Functional regulation should be activated

2. Banking system has changed
○ Some favorable rules and regulation to banks such as Deposit
Insurance Act should be reviewed for revision.
3. A new era - Improved credit risk assessment
○ Banks will provide wider range of service with the introduction
of Banksurance and some consolidation between bank and
non-bank will be appeared.
4. Capital markets
○ Unless the performance of the long-term investor is better than
short term investor, there will not be any incentive for long-term
investment. Some settlement risk of derivative exists.
5. Government bond market
○ Long-term bond will be issu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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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rporate bond market
○ Capital structure of domestic corporations will be changed to
compete with foreign corporations.
○ Various kinds of corporate bond will be issued.

7. Institution investors
○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be strengthened.

8. Pensions
○ Cost and benefit should be matched to a participant in pension
system.

9. Investment funds
○ To solve the problem, injection of public money will be needed

10. Debt resolution
○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NPL should be traded.

11. Foreign presence
○ Foreign investors will invest more as far as they think Korea is a
profitable market.

12. Accounting standards
○ Strict enforcement is needed but the past wrong doings should
be forgiven.

13. Corporate governance
○ The role of the outside director should be enhanced.
○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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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haebols
○ The structural reform of chaebol system is needed.

Ⅱ. Suggestions of the overall adjustment

1.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hange of market
activity
○ Financial institutions
― Restructuring of each financial sector(banks,
insurance, others) after the financial crisis

securities,

∙ Merger and acquis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Change of holding financial assets
∙ Change of profitability

○ Change of

market activity

― Indirect financial market
∙ Banking
∙ Other deposit taking financial institutions
― Direct financial market
∙ Stock market
∙ Derivative market
∙ Bond market
2. Achievements and recent desirable changes
○ Heightening prudential regulations
― Implementation of a prompt corrective action
― Heightening the standards of asset quality classification
― Strengthening of the regulation on bank's credit concentration
― Enhancement of management evaluation in bank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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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ing govern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 Introduction of outside director system and audit committee
― Substantial opening of banking management to foreigners

○ Enhancing transparency of financial institution
― Building up of full provisions of bad assets
― The introduction of mark-to market system
― Heightening of account standards for financial corporations
― Enhancement of public disclosure

○ Implementation of universal banking system
― Introduc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 Further opening of financial industry
― A wide opening of securities market to foreign investors
― Relaxation of foreign companies's entry barrier to domestic
financial industry

○ Others
― Development
institutions

of

new

fund

raising

scheme

for

financial

― Introduction of partial deposit insurance system
― Strengthening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3.

Directions
Industry

of

further

development

in

domestic

○ Changing of the government roles in the financial sector

○ Strengthening of financial infrastructure
― Enhancing credit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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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 Improving public disclosure system
― Introducing negative
financial products

system

in

the

business

― Improvement of market macro structure
― Revision of Depositor protection Insurance act
―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laws

○ Improving financial supervision
― strengthening functional regulation
― Deregulation of each financial sector

○ Enhancing the profi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 Securing a flexible labor market

○ Revising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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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and

<토론자료>
작성자: 조선일보 최성환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수익성 등이 호전된 것은 크게 세가지 이
유 때문이다.
①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② 경기의 급격한 호전
③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

- 이중 가장 미흡한 부분이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해도 은행
들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됐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기존 은행들은 외환위기 전과 비교할
때 인원이 20 30%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은행, 특히 투신·상호저축은행·생명보험회
사의 경우 부실이 아직도 심각한 회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금융구조조정은 아직도 미완이다.

-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없이 금융회사들간의 이합집산이 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특히 이합집산시 외국투
자자와 국내투자자는 물론 국내 투자자끼리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또 하나 취약한 점으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이 매우 약하
다. 2000 년 하반기부터 개인에 대한 대출 및 카드 부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감독 차원에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일부 언론과 학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대통령 선
거 등을 앞두고 정부의 경기부양이라는 족쇄에 매여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카
드사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카드채로 인해 회사채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 결국 최근 들어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완연하고 일본도 돌아서고 중국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해외여건의 호전으
로 수출이 강세를 유지하는 것만도 해도 다행이다.

- 감독당국이 2 일부터 실시하는 방카슈랑스에 따른 새로운 감독 기능의 개발 및 위험 대비
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할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이 직원의 20 30%를 감원하는 등 노동의 유연성에서 가장 앞서 갔
었는데 지난번 조흥은행건으로 인해 앞으로 그같은 유연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외환은행이 외국계에 팔리기는 했지만 앞으로 인수합병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노동문제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실천이 필요하다.

Discussion Points
Prepared by Sung Whan CHOI, Senior Writer, Chosun Ilbo

There were three main

reasons for the financial

companies to improve

their

profitabilities; firstly, injection of huge amount of public funds to the financial
sector. Secondly, sharp picking up of business cycle right after the crisis. Thirdly,
their own restructuring efforts of financial companies.

Among these reasons, thrid one was generally considered to be the most unsatisfactory
area. Nevertheless, the banks made the better improvements than any other financial
companies such as Investment Trust companies(ITC), Mutual Saving Banks(MSB) and
Credit Unions(CU). For example, existing banks shed off 20 30% of their staffs and
improved a lot in thei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restructuring is still ongoing job for Korea in the sense that there are many improperly-run and in some cases
insolvent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I guess they may have some spill-over
effects toward the sound sector of financial markets including the capital markets.

If we see the near future, there will be a lot of M&A among financial companie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ave smooth M&A and transitions is the role of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Korean government and authorities should enhance their ability
to become the fair and able arbitrator. Fair competition among any agents, whether
foreign or domestic, would be the foremost theme to pursue the more efficient
functioning of Korean financial markets as a whole.

During and after the crisis, we have noticed the weakness of financial supervisoin of
FSA and BOK. Notably, though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personal loans and card
credits, FSA and BOK have almost nothing to curb or slow down the pace of those loans.
Of course, there were a few warning on the excessive credite toward the households.
Unfortunately, however, FSA and BOK consciously or voluntarily let the financial
cpompanies to extend credits on their own decision process.

Because of those excessive loans and ex post sharp withdrawal and sharp increase in
bad loans, some credit card companies are now experiencing the drainage of cash flow.
In addition, bond market itslef fell a victim after there was a big diffuculty in
refunding the corporate bonds issued by some credit card companies.

With this in mind, I am not sure whether the FSA is doing proper job to prepare the
bancasurance. Bancasurance just started by several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this
week for the first time. FSA, of course, will say that they are doing their best as
they did before the crisis and after.

One worrisome area for the future restructuring process is on the labor flexi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As I mentioned before, the financial sector was seen as
having the most flexible labor market among many sectors. However, after Cho Hung
Bank case, big suspicious eyes has been given to the future labor flexbilty in the
financial sectors. In the area of labor issues, Korean economy desperately need the
firm and credible stance and pratice of law and justice by the Korean government.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이기영,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대폭적인 부실채권 정리에 힘입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
◦ 그러나 외견상 자산건전성이 현격하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주의여신 등 잠재
부실채권이 상당규모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경기변동과
대내외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02년)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이자보상비율이 1미
만인 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27%에 달하며 잠재부실기업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우량기업과 장래부실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은행의 자본력 수준은 여전히 은행이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대기업의 퇴출과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취약한 수준.
→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음.
◦ 잠재부실을 조속히 정리하여 은행부문의 건전성, 나아가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11%대로 유지하고 있어 외견상 자본적정도가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잠재부실에 대한 추가대손충당금의 확립필요성, 기업구조조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기자본규제 기준
강화 추세 등을 강요하면 여전히 취약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음.
◦ 또한 자기자본 중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tier I)의 비중 역시 선
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을 Moody's의 79개국중 70위(D등급), WEF의 80개국중 75위
에 해당.

- 제 2금융권의 자산 및 자본건전성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명확한 구
조조정 일정이 제시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간 통합
- 추가적인 은행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금융구조가 시장중심형으로 변하면서 은행대출수요는 감소하고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한계은행의 도태와 추가적인
은행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미 대형은행 그룹과 중위권 은행간 예대마진 격차가 확대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
러한 시장의 압력은 추가적인 은행합병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집중도가 대폭 상승하여 정책적으로
주의와 준비를 요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즉 은행산업내의 적절한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위험의 증가에
대응하여 건전성감독을 강화하고, 대형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증대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독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업지배구조
- 지난 5년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법령상의 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조치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시장참여자들에 의한 시장규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
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문제, 그리고 금융기관 자체의 지배구조의 취약성 등을 감안
할 때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를 우선 구축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일반 기관투자가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됨.
- 과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조치 중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고 있는 법조항의 개선사항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함.
◦ 과거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위탁회사는 계열사 또는 계열사로 신
규 편입하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즉 shadow voting

을 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01년말 공정거래법, 2002년 증권투자신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재벌 소속 금
융보험회사와 위탁회사로 내부지분율 30%까지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였
음.
◦ 내부 지분율이 30%미만으로서 지배주주(재벌 총수)의 지배력이 미약한 경우에 그것
도 외부주주와 지배주주(재벌 총수) 사이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관련 사한에 대해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와 위탁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기업지배시장의 형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외부주주에
의한 기업경영 감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증권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재
벌소속 금융보험회사와 위탁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
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 투신사
-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이 거의 전 금융산업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또한 부실상태가
은행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이 투신
사의 구조조정임.
◦ 그리고 이렇게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마지막으로 미룬 것은 바로 주식 및 채권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였음.
- 그러나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오늘날까지 미뤄지면서 부실 투신사의 존재는 오히려 금
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 부실투신사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자본 부족으로 연
명을 위한 단기수익 확보에만 치중하게 되고 이자지급을 위해서 단기차입을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인 부실 투신사가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로 자금시장에서
는 단기차입자로 참여함에 따라 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임.
◦ 지난 3월 카드채와 SK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대량 환매사태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색의 이면에는 부실투신사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
◦ 따라서 부실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부실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확한 자산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
는 회생불가능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요체.
◦ 그리고 더 이상 정부 의존적인 경영체제를 척결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로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
요가 있음.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 동북아금융협력>
- 토론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신인석
1. 구조조정 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평가
□ 정부의 역할
- 금융시스템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자원배분‘과 '위험분산(risk sharing)' 등
두 가지. 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
것은 금융시스템의 두 가지 유형을 낳음. 즉 은행중심 대 자본시장 중심
등.
- 금융시스템 유형의 차이는 물론, 시스템의 기능적 효율성상의 차이를 설명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적 의견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라고 생각함.
- 과거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이끌며 금융시스템에 관한
한 ‘개입형’의 전형이었음.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은 정부가 자원배분과 위
험분산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지니고 발전.
- 경제위기 이후 개입패러다임이 시장자율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관련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혁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통합감독기구와
공적예금보험의 출범. 전자는 정부와 시장의 접점(interface)이 정부가 의도
하는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재량적 금융정책’이 아니라 ‘건전성 감
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철학의 전환을 의미. 후자는 위험분산에 있
어 정부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철학의 전환을 의미.
□ 은행 대 자본시장: 금융시스템의 성격
- 정부의 역할 변모는 자연스레 은행과 자본시장의 역할 변화를 초래. 개입
형 정부에서는 은행이 기업금융, 특히 시스템 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는 대
기업금융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시장자율형에서는 위험
분산 상 자본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이를 반영하여 경제위기 이후 은행의 대기업금융은 절대금액에서 하락. 은

행은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자로 변모.
- 이에 비해 자본시장은 질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었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실질적인 국채시장의 등장, 실질적인 회사채시장의 등장, 코스닥 시
장의 성장, 파생상품시장의 성장

2. 향후 전망과 극복과제
□ 개입자에서 감독자로의 정부 역할 변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아
직 과거의 잔재가 간혹 발견됨. 이를 신속히 불식하는 것이 과제.
- 자원배분상의 역할 변모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임. 위험분산 상의 역할
변모는 아직 미완. 예금보험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의 결과 대형화된 은행산
업에서 ‘too big to fail'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과
제.

더불어 ’산업보호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신속히 ’투자자 보호 패러다

임‘으로 전환하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
□ 은행의 역할 변모, 자본시장의 역할 변모 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그러
나 국민경제적 후생증진을 낳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다수 있음.
- 개인, 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자로서의 은행역할이 위험관리가 수반된 가
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그러나 최
근의 신용카드 버블과 신용불량자 양산에서 드러나듯이 대단히 미흡.
- 자본시장의 역할 증진이 효율성 증진을 동반하며 계속되기 위해서는 법환
경, 감독환경, 기타 시장인프라(회계 인프라, 기관투자가 관련 인프라 특히
연금제도) 등 환경개선이 있어야 함. 최근 신용카드 발행 CP․회사채로 야
기된 MMF환매사태 문제 등은 모두 감독환경과 시장인프라의 미흡에 따른
결과. 이들 사안의 정비 없이 새로운 도약은 불가능할 것임.
- 최근 금융법체계 개선 등 이상 과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은 있는 것으
로 보이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연금제도 개혁 등은 최
근 기업연금제도 도입논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사항임. 공개적인 논의와 관련연구의 지속으

로 정론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유의해야 함.
□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서 산업
과 시장을 이끌어갈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등장하여야 할 것임.
-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은행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됨. 특히 후
자가 전자를 가능케하는 측면이 있음.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
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요소가 건실한 투자은행의 부재. 증권사는
규모를 막론하고 단순 중개업자(broker)에 머무르고 있음. 이 문제의 해소
를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자유로운 영업환경 마련을 위한 규제완화가 진행
될 필요.

<Restructur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d the Asian Financial
Cooperation>
- Discussion Points Inseok Shi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 Evalu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after the post-crisis
□ The Role of Government
-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consist of 'resource
allocation' function and 'risk sharing' function.

Historically, two types

of financial system has been known, namely bank-based vs. (capital)
market-based one.
- In explaining which type of financial system develops in which country
and further, construing differences in efficiency of financial systems
across countries, the role of government seems to be pivotal.
- Until the crisis of 1997,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financial system could be characterized as 'intervening', which was a by
product of the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In
other words, resource allocation and risk sharing mechanism of the
Korean economy had been structured around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1970s, which sustained until late 1990s.
- The crisis of 1997 and afterwards restructuring brought about shift in
the role of Korea's government in financial system. In

view

of

institutional reforms, notable ones include establishment of consolidated
supervisory agency and public deposit insurance system. The former
represents the new policy philosophy that the interfa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markets should be based on prudential

supervision rather than discretionary intervention in resource allocation.
The latter is to confine insurance provision of the government to the

necessary minimum. Altogether they are to abolish the old paradigm of
'intervention' and induce the new paradigm of 'market autonomy'.
□ Bank vs. Market
- In general, change in the role of government entails transformation of
banks and market in their relative roles in financial system. Under a
interventionist government, banks tend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s to
firms. In contrast, under a laissez faire government, firms, in particular
large firms obtain financial resources through capital markets.
- After the crisis of 1997, reflecting the change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Korea's

banks

has

been

providing

loans

more

to

households and small firms. Loan provision to large firms has been
decreasing in absolute amount.
- At the same time, function of capital market has improved significantly.
Frist of all, existing markets such as government bond and corporate
bond markets were fundamentally transformed and routine government
interventions greatly removed. Secondly, new markets were established
including Kosdaq market and derivatives market.

2. Prospect and Remaining Obstacles
□ The transformation of the government is yet to be complete, but it
will continue.
- Direct intervention in resource allocation is rare now.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plays a substantial role in risk sharing. In particular,
how to limit expectation for implicit full guarantee on deposits remains
a task. As a result of banking sector restructuring, the Korean banking
industry has become highly concentrated. Hence, the belief of 'too big
to fail' seems prevailing among depositors of large banks, challenging
the government's attempt of reducing its risk burden.

□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government, development
of banks and capital market in the new direction will continue as
well. But, to induce the development to be welfare enhancing and
sustainable, a number of issues need to be resolved.
- As evidenced by recent boom and bust in credit card companies, risk
assessment ability of Korean financial companies toward households is
poor. To mitigate the problem, credit information infra needs to be
developed including CRA(credit reporting agency) or CB(creidt bureau).
- For capital market, legal environment, supervisory environment and
other

market

infra

(accounting

standard

and practice,

institutional

investors related infra: pension system etc.) should be renovated.
□ Most of all, to create an economic system where capital market plays
a central role in corporate financing, as a prerequisite investment
banking fun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inancial system.

II. 동북아 금융 협력
1. 아시아 금융시장통합 이슈
국내외 금융기관의 비공식 모임인 서울 파이낸셜 포럼(Seoul Financial
Forum)는 아래에서 보듯이 훨씬 더 국제적인 시장 출범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역 금융 중개
한국 금융시장은 국내중개로 제한된 현재의 역할로부터 지역간 거래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역할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 자본의 축적 및 분배
한국에 근거를 둔 금융기관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출입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자산의 축적과 분배에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다.
• 자산거래 및 시장 형성
한국의 금융기관은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거래하고
성공적인 자본시장의 본질인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시장을 만들
것이다.
•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편입
한국의 금융시장과 중개기관은 세계의 여타 금융센터와 중개기관과의
연계를 개발함으로써 진보된 글로벌 네트워크에 빠르게 통합될 것이다.
• 가치 창조에 초점
한국의 금융시장이 견지해야될 목표는 건전한 기초여건을 가진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투자자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 “아시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되도록 사업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 “런던”을 참조하자
한국이 이 같은 특성을 가진 국제적인 금융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거래의 효율적인 촉매제인 런던의 경우를 모방해야 할
것이다. 런던은 세계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또한 런던모형은 한국이 거대한 배후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례가 될 것이다.
주요 논의 주제:
1) 한국이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지역 통합과정에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2. 은행부문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민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통해 정화시킨 결과, 은행들이 지금은 건전해졌다. 최근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최상의 국제적 수준에 근접해졌다.
은행의 정부소유지분 매각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또한 많은 은행들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이 보험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조만간 허용될
것이고 이것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만 의존하지 않는 수익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 논의 주제:
1) 현재 은행의 문제점들이 완전하게 인식되고 해소되었는가?
2) 은행이 금융서비스의 통합 제공자가 조만간 될 것인가?
3) 은행의 지역협력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자본시장
거래, 등록, 결제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기술적 운영은 고도로 자동화되었고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수많은 상장 주식들이 있고 주식회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단기적 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양질의 장기 투자자가 부족한 것이 한국 시장의 취약함을 보여준다.
주요 논의 주제:
1) 기관투자가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2)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3)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양질의 주식들이 많이 있다고 어떻게
보증하는가?
4. 채권시장7
최근의 채권시장의 발달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수출 및 개인저축 증가를
반영하여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건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 지역의 국가들은 채권시장의 발전과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채권시장은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저축과 대량의 투자수요를 중개해주는 매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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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많은 유용한 연구들과 제안들 중에, 한국도
2002 년 11 월 열린 ASEAN+3 연구 그룹의 세 번째 모임에서 자본시장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한국, 일본, 그리고 태국이 자국내 및 지역의
채권시장 발전에 관해 중요한 제안을 하였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채권시장 확립과 아시아 저축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자본이 풍부한 국가들의 저축을 동원하여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촉진
• 무수익 여신의 해결
자본유동화를 통해 자본이 풍부한 나라의 저축을 동원하여 지역내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여신 유동화
• 정부의 재원조달
자본이 풍부한 나라의 투자가들이 자본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고취시켜 개발도상국 정부의 재원조달 촉진
• 지역 신용보증 기구 설립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아시아 채권시장에서 자본유동화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국적인 대행기구 설립
주요 논의 주제:
1) 아시아 지역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채권시장을 만들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제안이 적당한가?
2) 위의 네 가지 제안 이외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아시아 채권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건전하고 효율적인 아시아 채권시장의 확립을 위해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II. Regional integration
1.Issues in Asian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The Seoul Financial Forum (SFF) is an informal group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both domestic and foreign. Its vision is of a much more
international markets place, as shown below:
•

Regional Financial Intermediation
Korea’s financial markets will expand from their current roles
limited to domestic intermediation into an active participant across
the region.

•

Asset Gathering and Asset Allocation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in Korea will be active in gathering and
allocating financial assets within the region as well as providing a
conduit to and from global financial markets outside the region.

•

Asset Trading and Market Making
Financial intermediaries in Korea will actively trade in a wide range
of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assets and will create markets in a
broad range of listed instruments, providing the abundant liquidity
that is essential for successful capital markets.

•

Integrated into the Global Network
Korea’s financial markets and intermediaries will be deeply
integrated into the evolving global network by developing
connections with other financial centres and intermediaries around
the world.

•

Focused On Value Creation
The guiding principle for Korea’s financial markets will be to create
value for investors by actively seeking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sound fundamentals.

•

“Best Place to do Business in Asia”
Korea will have created a business and social environment that
makes it one of the best places to conduct business in Asia.

•

Think “London”
In developing into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with these
characteristics, Korea should be seeking to emulate the model
provided by London as an efficient facilitator of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London ranks high in nearly all dimensions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 London model is also

appropriate for Korea because Korea will have a huge “hinterland”
market to serve.
Key discussion points
How will Korea play its part in a wider `Asian regional integration
process and what steps are being taken?
2. Banking sector
The banking sector has been the focus of much the attention after the
1997 crisis. It has been thoroughly cleansed at considerable cost to the
Korean taxpayer; but as a result banks are now solvent.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mpetence in credit risk assessment are
now close to best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is a programme to sell
off the banks that remain in state hands. Further consolidation in the
number of banks is expected. Banks will shortly be allowed to enter
the important insurance market and this will help to generate earnings,
which do not rely solely upon their balance sheets.
Key discussion points
Are the problems of the banks now fully recognised and resolved?
Will banks increasingly become integrated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What role will banks play in regional integration?
3. Capital markets
The technical operation of capital markets, in terms of trading,
registration, clearing and settlement is highly automated and works
very efficiently [See earlier]. There is a large number of listed securities
and turnover i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However, the
predominance of short-term speculative activity and a lack of good
quality long-term investors are an indication of the weakness of the
market.
Key discussion points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How to encourage retail investors to take a long term view?

How to ensure that there is a larger number of high quality securities
in which investors may take a long-term view?
4. Bond market3
Recently, the development of bond market has been drawing increased
attention amongst the Asian countries since Asian countries have
accumulated substant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reflecting a surge
in exports and high personal savings, after the financial crisis.
Recognizing the need to develop sound and liquid bond markets for
preventing another capital account crisis,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exerted increased efforts to develop and strengthen bond markets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reality, the regional bond
markets have not developed at all, thereby could not function as a
channel to intermediate between high savings and huge investment
demands of the Asian countries.
Among many useful works and initiatives proposing to develop bond
markets in the region, in November 2002, Korea proposed the initiative
on Capital Market Development at the third Meeting of the ASEAN+3
Study Group. Recently, Korea, Japan and Thailand prepared
meaningful proposal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nd
regional bond markets.
There may be raised four proposals for establishing a sound, efficient
bond market and promoting recycling of Asian savings back in the
region, as shown below:
• SME Financing
Promoting the developing countries’ SME financing in local
currencies by mobilizing savings from capital-abundant countries
• Disposing Non-performing Loans (NPLs)
Liquidating the NPL held by the financial sector in the region by
mobilizing savings from capital-abundant countries through
securitization
• Governmen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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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government financing in the developing countries by
encouraging investors in capital-abundant countries to invest in
government bonds issued by capital importing countries
• Establishing of Regional Credit Guarantee Facility
Establishing a multilateral agency that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securitization in the Asian bond market by providing credit
guarantee
Key discussion points
Are the above four proposals for establishing a sound, efficient bond
market in the Asian region appropriate?
Beside the above four proposals, what a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sound, efficient bond market in the Asian region?
What is Korean role for establishing a sound, efficient bond market
in the Asian region?

Fostering Asian Bond Markets
4 September, 2003
at Conference organized by 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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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a Park

Korea Fixed Income Korea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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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1

Recent Calls to develop Asian Bond Markets
 ASEAN+3:
- FMM adopted Asian Bond Market Initiatives (02.11)
- Informal session of ASEAN+3 Finance Ministries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on Fostering Bond Markets
in Asia held on 28 Feb in Tokyo (established six working
groups of volunteers)
- the first meeting of both groups of volunteers were held on
April 4, 2003 in Seoul, Korea
- the second meeting was held on June 16 in Tokyo, Japan
- the third meeting was held on July 10 in Hua Hin, Thailand
2

Recent Calls to develop Asian Bond Markets

Informal Working Group

Chaired by

I

New Scheme of Securitized Debt Instruments Thailand

II

Regional Credit Guarantee Facility

Korea

III

Exchange Control and Settlement

Malaysia

IV

Issuing Local Currency Bonds by Foreign
Entities

China

V

Credit Rating Agency

Singapore and
Japan

VI

Technical Assistance

ADB, Asian
Secretariat, etc
3

Recent Calls to develop Asian Bond Markets
 APEC:
- FMM adopted Securitization Issues in September, 2002 (Cochaired by Hong Kong, Korea, and Thailand)
- High-Level Policy Dialogue was held on April 4, 2003 in
Seoul, Korea
- TWG meeting was held on July 10 in Hua Hin, Thailand
 EMEAP:
- Established Asian Bond Funds (June, 2003)
4

Short-Term Objective:
Proposals for Recycling

5

Objectives of Korean Proposal
 Establish a process that facilitates Asian savings to be
smoothly invested back in the region
- Mobilize savings from capital-abundant countries to
promote financing of both SME and gover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ssue bonds denominated in local currency to mitigate the
currency risks assumed by issu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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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of Recycling Asian Savings into the region: An Example

Country I
SMEs

Country II
SMEs

Capital Market
or
Financial
Intermediation
in Asia

Portfolio
Investment

CapitalAbundant
Countries in
Asia

Country III
SMEs

• Diversification
• More Choices
• Better Return/Risk

• Economic Development
• Crisis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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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for Developing Asian Bond Markets


Prevention of Crisis
Asian Crisis
BANK-Dependent
Financial Structure
Foreign borrowing
without hedge



Double Mismatch Problem
(Maturity + Currency)

Risks of
Financial Crisis

Recent Pattern of Capital Flows in Asia
•

Huge current account surplus => From capital importer to exporter

•

Rapid increase in foreign reserves($1.2 trillion)

•

Import safe assets and export risky assets

=> Asia’s savings are NOT being recycled into Asia`
8

Impediment to recycling: Double Mismatch
CREDIT

 Maturity and Credit Quality
Gap

RATINGS I

Asian
Asian
KOREA

CHINA

JAPAN

SINGAPORE

Issuers
CREDIT

MALAYSIA

INDONESIA

RATINGS II

PHILIPPINE

THAILAND

9

Bond
Markets

Asian
Savings

Long-Term

Short-Term

Low Credit
Quality

High Credit
Quality

Currency Mismatch Problem
 Foreign currency swap markets are not well developed in Asia

Savings
Asian
Issuers

Asian Bond
Markets

in
Capital
Abundant
Countries

Issue bonds
denominated in
local currency

Currency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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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oposal: How to Increase the Supply
 Asian Bond Fund by EMEAP boosts demand side
 How to solve supply side problems?
- Credit quality gap between the low credit ratings of issuers and
minimum credit requirement of investors

⇒

Credit guarantee coupled with securitization could play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sound and deep bond
markets

- Risk should be assumed by key players who have keen interest in
recycling issues (or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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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1 : SME Financing

 Goal:
Promote SME financing of developing countries in
local currencies by mobilizing savings from capitalabundant countries
 Means:
Adopt securitization with proper risk sharing and
minimal moral hazard problems
 Countries participate on a voluntary basis
12

Example 1-1: Scheme for Proposal 1
Issued in Local Currency

Issued in A currency

Country I
Senior
SME
Loans/
Bonds

Senior

SPC

Junior

in
Junior

Country A

Country II
Senior
SME
Loan/
Bonds

Credit guarantee
Junior

Government
Agency (GA)

Country III
Senior
SME
Loan/
Bonds

Risk to Investors
Credit

Currency

Liquidity

Interest

GA

basket

Yes

Yes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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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oints of Example 1-1

 Two-Tier Securitization: on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ther in capital-abundant countries
 Capital importing countries
• Government FI/agency securitize SME loans/bonds
• Junior tranches: assumed by local institutions which
are in charge of selecting the firms included in the pool
=> minimize moral hazard problems
• Senior tranches: guaranteed by local credit guarantee
agencies; some are sold in the local bond markets, the
remainder transferred to capital abundant countries
14

Major Points for Example 1-1 : continued

 Establish SPC in capital abundant countries
• Underlying assets are senior tranches (denominated
in local currency) transferred from developing
countries
• Well-known government agencies (eg. KCGF, JBIC)
will guarantee the senior tranches issued in those
countries
 SPC will issue currency-basket-linked bonds
(denominated in capital abundant country’s currency)
and sell to the investors
⇒ Currency risks are assumed by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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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oints for Example 1-1 : continued

 Cooperation among institutions which assume junior
tranches is critical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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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2: Another Scheme for Proposal 1-1
Issued in Local Currency
Country I
SME
Loans/
Bonds

Issued in A currency

SWAP

Senior

SPC

Junior

In

Senior

Junior
Country II

SWAP

Country A

Senior
SME
Loans/
Bonds
Country III

Credit guarantee/swap
Junior
SWAP

Government
Agency (GA)

Senior
SME
Loans/
Bonds

Risk to Investors
Credit

Currency

Liquidity

Interest

GA

NO

Yes

Yes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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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oints for Example 1-2

 Investors do not assume currency risk
 Currency risk is assumed by swap providers
 GA in country A provides the SPC with currency swaps
 Then GA hedges currency risk using back-to-back swaps
with
• swap dealers when developing countries have
currency swap markets
• central banks of developing countries in case swap
markets are not available
 Other points are the same as those of example 1-1
18

Example 2: NPL Disposal and Infrastructure Financing
Issued in Local Currency

Issued in A currency

SWAP

Country I
NPLs or
Infra Loan

Senior

SPC

Junior

In

Senior

Junior
SWAP

Country II
NPLs or
Infra Loan

Senior

Credit guarantee/swap
Junior
SWAP

Country III
NPLs or
Infra Loan

Country A

Government
Agency (GA)

Senior

Risk to Investors
Credit

Currency

Liquidity

Interest

GA

NO

Yes

Yes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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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oints of Example 2



The two-tier securitization scheme is similar to that of
SME financing
• Underlying assets are NPLs or infrastructure loans

 Each country has different financial and legal systems
• Korea, Japan: Well established ABS law and ABS
market volume
• China: Trust law is set up
• Thailand, Malaysia,Philippines:
ABS law and market volume developing

20

Major Points of Example 2

 Therefore, establishment and harmonization of legal,
accounting, loan collection systems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is necessary for the first tier securitization

21

Need for Credit Guarantee Mechanism

 Credit guarantee markets in Asia is largely underdeveloped.
 Regional credit guarantee mechanism does no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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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Credit Supplementation Institution Confederation (ACSIC)

 Founded in 1986 at the 14th Internationl Small Business
Conference
 13 institutions in 10 Asian-Pacific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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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redit Guarantee Facilities (13 in 10 countries)
Country

Korea

# of
Outstanding
employees Guarantee

Name

Founded

Typ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76.6.1

Public
Fund

2,270

USD 27
billion

’89.4.1

Public
Fund

1,171

USD 12
billion

’91.12.30

GSE
(MoF
93.18%)

115

USD 94
million

’72.7.5

GSE
(Bank
Negara
79%)

223

USD 1.3
billion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Thailand

Small Industry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Malaysia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Malaysia Ber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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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redit Guarantee Facilities (13 in 10 countries)
Country

Japan

Philippines

# of
Outstanding
employees Guarantee

Name

Founded

Type

National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51.1.24

Federati
on

5,200

USD 281
billion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Tokyo

’37.8.31

Special
Govern
ment
Entity

704

USD 54
billion

Jap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rporation

’99.7.1

Public
Fund

931

USD 422
billion

74

USD 14
million

Small Business
Guarantee and
Finance
Corporation

’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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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

Local Credit Guarantee Facilities (13 in 10 countries)
Country

Name

# of
Outstanding
employers Guarantee

Founded

Type

’71.4.6

Public
Corpora
tion

518

USD 132
million

Perum Sarana

’81.12.23

Public
corporat
ion

205

USD 433
million

Chinese
Taipei

Small & Medium
Business Credit
Guarantee Fund

’74.7.9

GSE

246

USD 4.8
billion

Nepal

Deposit Insurance &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Pvt.Ltd

’74.9.24

GSE

50

USD 54
million

P.T. ASKRINDO
Indonesia

26

Local Credit Guarantee Facilities (13 in 10 countries)
Country

Name

Founding
in

Type

Sri
Lanka

Central Bank of Sri
Lanka

’50.8.28

Central
Bank

23

USD 36
million

Papua
New
Guinea

Small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92.

Govern
ment
body

23

USD 0.8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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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Outstanding
employees Guarantee

Current Situations
Current Situations


Ownership:



Business Scope: Loan Guarantees



Size:

Mostly public entities

Small except for Japan and Korea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Business Scope should be broadened to cover credit enhancement to
securitization



Proper personnel and skill for credit analysis, pooling, and
structuring should be developed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28

How to Provide Credit Guarantee in Asia
 Use of Credit Guarantee Mechanisms
• 1st Stage: Utilization of Existing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of Each Country
• 2nd Stage: Establishment of “Regional Credit Guarantee
Facility”

29

ASIA Ltd Experience


Asian Securitization & Infrastructure Assuarance Ltd (ASIA
Ltd)
•
•
•
•
•





Asia’s first and only financial guarantee company
Organized by ADB and CapMAC in 1996
Incorporated and regulated in Singapore
US$250 million in total claims paying resources
shareholders include: MBIA (formerly CapMAC), ADB,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AIG,
Employees Provident Fund of Malaysia, DEG, FMO, Korea
Long Term Credit Bank

Arranged, guaranteed, reinsured $2.5 billion in Asian
financing over a two-year period
Asian debt crisis led to downgrade of its claims-paying
ability rating in 1998
Company in a “run-off” mode
30

Lessons Learned from the ASIA Ltd Experience
 ASIA Limited could not follow local market situations;
Limited amount of business deal flows caused too risky
underwriting
→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and local credit guarantee
facilities is essential;
Cooperation will produce continuous deal flows
 Risk exposure relating to country coverage and first-cut loss
position was big
→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and reinsurance model is
adopted; first cut loss is assumed by local facilities,
second cut loss is assumed by regional facility

31

Lessons Learned from the ASIA Ltd Experience
 Initial capital size was small and additional callable capital
was not injected from participating shareholders during
stress periods
→ Proper ownership structure and sufficient capital size is
important (multilateral agency rather than private
company is desirable)
 Underwriting was conducted in US dollar
→ Need to encourage local-currency based businesses;
Part of capital can be contributed in local currencies
 Credit rating (A) was too low
→ AAA or AA rating is necessary
32

Thank you very m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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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Financial Cooperation
차백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현재 다수의 아시아국가들이 경기침체, 무역거래 부진, 금융시장
의 부침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동 지역 내의 경제성장 기반이

불안하고 금융시스템 및 경제구조가 취약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조속한 경기회복 및 집단적 금융위기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
시아경제,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모든 경제, 금융 관행에 있어 기준
으로 자리잡은 International Best Practice의 기본 컨셉트는 ‘시장원리’이
다. 따라서 우선 경제성장에 있어서 각 국 정책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해야 할 점은 민간부문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도 서비스수단의

개선 및 효율성의 제고, 기업금융 수단의 최적화, 지속적인 기업개혁, 재
무구조의 개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활동이 최대한 자발적
으로 이루어질 때 각 국 경제의 이익에 부합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근 틀 안에서 정책당국과 감독기관은 적정 수준의 감독
을 통해 민간부문의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독려해야 하며
타국 감독주체들과 감독정보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중복감독을 방지하
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기관은 타국 감독기관과의 대화를 활성화하여

감독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역 내 효율적인 공동 조기경보시스템을 확
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1. Improvement in Corporate Governance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현재 채택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와 국제
적 모범(global best practices)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음에 따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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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각 국 정부가 이러한 개혁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시아 각 국간에 정
보와 경험 교환 및 훈련재원 공유를 위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에는 비즈니스부문의

이해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긴요할 것이다.
2. New Basel Accord and Risk Management
新바젤협약(New Basel Accord 혹은 Basel 2)은 은행을 포함
한 수신취급기관의 위험관리, 위험산정 및 자본관리에 최대 변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수신취급기관과 감독당국이 신바젤협
약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결정
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복잡한 위험을 분석하

는 많은 도구와 모형들이 있기는 하지만 개도국의 대부분 수신취
급기관들이 이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신
뢰성있는 위험예측모형 구축을 위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시아 각 국들은 신바젤협약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동 기준의 적정한 적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Development of Asian Bond Market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최대 문제는 많은 아시
아국가들이 외환보유액을 대폭 늘여왔으나 축적된 자금이 아시아 밖
으로 투자되고 이 것이 다시 위험자산의 형태로 아시아 내로 유입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시아 내에서 자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recycling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시아 채
권시장 육성을 위해 APEC이나 ASEAN+3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위하여 동 문제에 대한 의견이 보
다 깊이 교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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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지역협력, 특히 금융협력을 위한 제
안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것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이
외에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위기확산의 정도를 고려할 때 위기는

이제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님에 따라 공동 예방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지역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을 망
라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의 가능성과 단계별 추진방안, 민간부문의 참
여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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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Financial Cooperation
Dr. Baekin Cha
Director of Research
Korea Institute of Finance
Currently not a few Asian economies are experiencing economic
slowdown, weak trade growth and the fluctuation of financial markets.
These phenomena reflect the unstable foundation of the regions' economic
growth and the weaknesses of the economic and financial structure. In
order to deal with the economic slowdown in progress, the prospect of
slow recovery at best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of collective financial
crises, it is imperative for Asian economies to undertake a concerted
effort.
The governments of Asian countries should devise an
incentive-compatible system under which the private sector, as a critical
par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s encumbered to continuously support
the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ies.
The private sector too should
continue with the efforts to improve services measures and efficiency,
optimize the channels of corporate financing, furth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structure, promote
e-commerce initiatives and the liberalization of th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be an active provider of policy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In regard to promoting the adjustment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economic growth, governments of the economies should adopt indirect
and guiding macro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as the major guidance
for the investment, lending or other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he
direct interference in the business 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avoided to a level as low as possible, especially when spurring on
economic growth is the No. 1 task of the governments. In order to
create a relatively loose but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the
governments are expected to maintain an equilibrated and mild regulation
strength and measures and to avoid drastic policy changes when
stipulating or adjusting economic policies.
In regard to promoting financial stabilit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improve their surveillance and enhance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vitality of the financial system.
The supervisors should, through proper supervision, encourage the
financial innovations of the private sector and facilit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ector in the adjustment of economic structure. The
supervisory system should be improved further to achieve the sharing of
the supervisory information among the supervisory authorities of other
countries and to reduce redundant supervis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upervision. Also, the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further the
dialog among themselves to boost the level of supervision in the region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regional early warning
system against financial risks.
On the need to address the problem of the continued vulner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n Asia, immediately after the crisis of 1997, there
was much talk about the need to improv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but to this day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on this front. What is
more, no discussions whatsoever have taken place on how we should
deal with instability on the supply side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Such a poor state of affairs compels us to revisit many ideas and
proposals that have been put forward to deepen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Revisiting them will, however, not be very productive, unless a
comprehensive and in-depth study is undertaken on what sorts of
financi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re desirable and feasible on issues
ranging from monitoring and surveillance, a multilateral sharing scheme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the creation of a regional currency unit, and
eventually an Asian common currency.
Those issues that should be given particular emphasis for
discussion are as follows.

1.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In Asia, the relative distance between actual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nd global best practices presents several challenges.
Due and
proper recognition, therefore, must be given to the enormous and
systemic task of undertaking corporate governance and its related reforms

in many Asian economies.
Since the task is systemic,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regulatory authorities play a significant and decisive role in promoting
these reforms. Government can make a broad policy commitment to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But encouragement and support can be
given to regional networking arrangements designed for 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 in Asia to promote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Through these arrangements, there can be an exchange of experiences in
addressing the systemic challenge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There
can also be sharing of training resources, including the use of distance
learning, to broaden and extend the reach of expertise. There can be
joint initiatives in areas of common interest, such as in developing
corporate governance scorecards, following a common framework, and
recognizing that financial markets are already treating Asia as an
increasingly integrated region.

2. New Basel Accord and Risk Management
New Basel accord(or Basel 2) proposes changes in the approach to
risk management, risk weighting and capital management by deposit
taking institutions and involves incentives to banks that develop advanced
internal risk management models to support capital requirements against
risk on loans(as compared with standard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now in place under the original Basel Accord of 1988).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new Basel accord by banks and
regulators is crucial for efficient and stable financial systems.
Appropriately structured and implemented, it stands to ensure an
adequate capital buffer to absorb risks, appropriate price of risk and it
will promote a more co-operative bank-regulator framework as well as
greater reliance on disclosure and market discipline.
While there are a number of sophisticated risk analytical tools
available to banks, many banks do not have the capacity or the human
resources to use them and in a number of emerging economies, the
information flows and the experiences that are needed to build reliable
predictive risk models is simply not available.
These factors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both domestic banks and to regulators in

emerging markets.
Asian economies should recognize that there is a crucial need for
better risk management and pricing and capital allocation measures as
reflected in Basel 2, to provide greater discipline in banking activities, to
improve efficiencies and to minimize banking risks through enhanced
regulatory standards and to enhance the disciplines of the market thereby
contributing to banking system stability and profitability.
To facilitate the adoption of Basel 2 across the regions and noting
the complexities of the issues involved and the time it will take to fully
implement improved risk management procedures, co-operative measures
involving governments,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banks, regulatory agencies, academics and financial research specialists, are
required to prepare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and the
human resource skills that will be necessary. Careful preparation for this
journey through a transition phase will be highly important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Basel 2.

3. Development of Asian Bond Market
The development of a deep and liquid bond market in Asia has
been one of the top policy objectives since the onse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Recently this goal has taken on greater urgency as Asian
economies have accumulated large foreign exchange reserves, reflecting a
surge in exports and high personal savings.
One of the major problems is that most of the accumulated
reserves have been invested in the developed market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later recycled back to the region in a form
of risky assets, such as equities. Among the structural impediments that
hinder the recycling of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the credit quality
gap between the low credit rating of issuers and the minimum credit
requirement of investors, and the currency risks inherent in cross-border
flow of capital are the two most significant.
Thus far,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develop bond markets
in Asia under the APEC or ASEAN+3 frameworks, and more conserted
effort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bond market by regional
economies are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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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Asia‘s Financial Cri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should be
understood from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On the
national level, a number of important steps have been taken to restructure
the financial sector.
In many countries,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setting, especially to upgrade prudential
regulation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With the help
of these efforts, some countries rebounded strongly and more quickly
from the crisis earlier than expected.
Despite the remarkable overall performance, Asia‘s economy still
remains fragile.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financial reform
has not been fully completed and further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system. In particular, the private sector has yet
to show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reform. In many countries,
the market needs to lead the reform, motivating the private sector with
profitable incentives.
Looking at the Asian Crisis from a regional and global perspective,
there are many aspects that call for further review, including the
unprecedented contagion of the Crisis, the severity and magnitude of the
problems, as well as the need for strengthened prudential regulations and
supervision for a crisis-prone global financial system. Contagion in the
region was, in fact, much worse than the 1994-95 Mexican Peso Crisis.
And, the degree of downturn in the wake of Asian financial crisis was
much more serious than initially thought.
It is important to admit that whatever reforms are implemented,
liquidity crises can still arise in the region. There is no assurance that a
similar crisis will not hit the crisis-affected economies again. This calls
for the strong need to improve the mechanisms for crisis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at the regional level consistent to
improvements in the global framework. Developing an effective regional
framework will help strengthen domestic reforms because the economies
in a region are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one another by trade and
financial flows.
The regional framework should be consistent with a
glob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an efficient response t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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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resolution of, future crises because contagion also tends
to be global.
Some efforts are currently under way in various ways in
establishing a regional economic surveillance system, including policy
dialogues, resource pooling facilities, and experience sharing. In order to
better implement these interregional programs, countries should design a
surveillance system that fits regional needs: that is, a joint early warning
system. One of the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was a massive inflow of short-term capital and a sudden reversal of such
capital inflows. So, learning from the past, it is necessary for us to
identify these factors in advance before they spill over national borders
than to find a solution to prevent an adverse contag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e joint early warning system would supplement and
enhance IMF's surveillance role and would foster other ongoing, regional
surveillanc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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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nd
the Asian Financial Cooperation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 동북아 금융협력)

토론 내용

토론자: 전승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 과장)

1. 아시아 금융시장 통합 이슈

1) 한국이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지역 통합과정에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
떠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통합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 통합에 관한 논의가 어떠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는
가를 집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는 1997년 아
시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미 달러화와 서
구 선진국의 투자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한 아시아지역의 무역 및 금융 구조
를 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재발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
었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우선 통화 및 환율 정책에서의 협력관
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화바스켓 또는 공동통화 등을 도입함으로써
교역과 금융면에서 자립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시아지역의
금융시장 통합은 이러한 통화 및 환율 정책상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시장인프라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괄목할만하게 추진된 것은 ASEAN 10개국 및
한 중 일 3국이 상호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유사시 달러화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EMEAP 가맹 11개국 중앙은행이 약 10억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아시아채권펀드(Asian Bond Fund: ABF)를 설립함으로써
아시아지역 잉여자금의 역내 투자와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
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ASEAN+3국
간 통화스왑계약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ABF의 설립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에서의 아시아지역 경제통합에 일정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아시아지역 금융시장 통합에 관한 또 하나의 논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는 아직 동남아지역에서
홍콩 및 싱가포르에 해당하는 지역금융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
발하였다. 이는 다분히 우리나라 중심적인 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부터 출
발한 논의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지역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 금
융부문을 발전시키고 국제화하여 동북아지역의 산업 및 금융통합에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
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아직 별무한 실정이다.

2. 은행부문
1) 현재 은행의 문제점들이 완전하게 인식되고 해소되었는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올바른 진단이 내려져 왔다고
생각된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 은행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우선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의 존재, 낮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문제와 협소한 영업기반, 고비용 저수익 영업구조 등으로 인한 경쟁
력 약화 등 경영행태상의 문제, 그리고 소유 및 지배구조상의 문제 등이었
다.
그간의 금융 구조조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 중 일부는 상당히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은
행의 건전성 문제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인수 합병 및 공적자금 투입 등으
로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지배구조도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으로 크게 개선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의 경영행태 측면에서도 그간 직원 감축 등
을 통한 경영효율성 개선으로 1인당 생산성이 세계 주요은행 수준에 도달하
는 등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선진국 은행과 같이
다양화,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고 담보위주의 여신관행도 지속되고 있는 등
경영행태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와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건전성 문제를 해소하는 과
정에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되는 등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은행부문 구조
조정이 완성되었다는 판단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결될 때까지 유보
되어야 할 것이다.

2) 은행이 금융서비스의 통합제공자가 조만간 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 이미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 형태로 증권, 팩토링,
기업인수 및 합병의 중개, 신탁 및 신용카드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조만간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될 것
이다. 특히 지난 7월 3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 은행이 포괄적으로 여타 금융상품의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은행이 금융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자로 변화하는

추세는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은행은 금융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업
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는 취약한 상태이므로 우리나라 은행이 명실상부
한 금융서비스의 통합제공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융업무에 대한 역
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은행의 지역협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은행은 우선 자금중개의 지리적 영역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을 넘어선 금
융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은 아
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점포를 확대하여 저축잉여국으로부터 수신된 자
금을 저축부족국에 대한 여신 또는 저축부족국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
자 등으로 운용함으로써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이와 같이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수신 및
증권투자 등과 관련된 국제금융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역내에서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
하여 각국 은행이 역내에서 자유로이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자본시장
1) 기관투자가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2) 개인투자가의 장기투자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3)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양질의 주식들이 많이 있다고 어떻
게 보증하는가?

4. 채권시장
1) 아시아지역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채권시장을 만들기 위해 위에서 제
시된 네 가지 제안이 적당한가?
발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아시아지역의 풍부한 잉여자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잉여자금이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되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 금융시
장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아지역에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채권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
측면에서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을 창출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을 기반으로 한 채권을
발행하고 지역신용보증기구를 통해 동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시아지역에 발행되는 채권의 낮은 신용도와 유동성 문제를 크게 해
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와 신용보증을 통한 방식은 전문적인 투자펀
드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민간 투자자본을 유인할 수는 있을지라도 각국
중앙은행이나 연기금, 보험 등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는 대규모 투자자본
을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경우
고도의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투자펀드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잉
여자금이 안정성과 유동성을 기준으로 선진국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에
서 볼 때 이러한 방식에 의한 아시아 잉여저축의 역내환류 효과는 더욱 제
한적일 수 있다.
2) 위의 네 가지 제안 이외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아시아 채권시장을 만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채권시장의 발달은 우선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대상의 공급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아시아 채권시장 발
전 방안은 아시아 지역의 우량채권을 대상으로 이 채권들의 신용도와 유동
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차적인 대상
은 각국의 국채와 우량 회사채가 될 것이다. 우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은 지역신용보증기구의 설립이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
다.
그리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채권시장 제도, 그리고 채
권발행 및 투자관련 규제 및 세법 등이 단순화되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 투자자들의 탐색 및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시킴으로써 역내 채권
수요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에는 채권의 표시통화도 포함된
다. 만일 각국의 채권이 각각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다면 이는 불안정한 아시
아 각국의 환율 동향으로 인해 환리스크를 크게 높임으로써 채권거래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 채권의 표시통화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선 미 달러화 표시로 일원화하는 것을 생
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 심화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의 중요한 의의중 하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일본의 Takatoshi Ito 교수가 주장한 대로 역내 국가의 통화를 가중
평균한 아시아바스켓통화로 표시된 채권(Asian Basket Currency bonds)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국 정
부가 자국 투자자들의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거래
를 위한 정보의 교환, 주문, 인도, 예수 등은 물론 채권거래에 따른 지급결제
시스템 등 채권시장의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이다.

3) 건전하고 효율적인 아시아 채권시장의 확립을 위해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
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고 발달된 금융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 아울러 아시아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루 갖춘 우량
국공채 및 회사채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중의 하나인 동시에 1,300
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과 각종 연기금, 신탁, 보험, 뮤투얼펀드 등 채
권시장에 투자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풍부한 국가로서 공급측면에
서나 수요측면에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잠재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적 정합성에 바탕을 둔 역내
채권시장 관련 제도의 표준화, 국외 금융자산투자에 대한 상호 제한 완화,
역내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신용도 및 유동성 제고 등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의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습득한 부실금융자산의 증권화 및 신용보강
을 통한 유동성 제고 기법은 부실 금융자산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
은 여타 아시아 국가에 전수되어 각국의 채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증권유동화 회사나 신용보증기관을 설립
하여 역내 채권의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아시아지역의 통합된 채권시장을 육
성시키는 데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Issues in Asian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1) How will Korea play its part in a wider
integration process and what steps are being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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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nking sector
1) Are the problems of the banks fully recognised and resolved?
2) Will banks
providers?

increas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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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t role will banks play in regional integration?

3. Capital markets
1)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2) How to encourage retail investors to take a long term view?
3) How to ensure that there is a larger number of high quality
securities in which investors may take a long-term view?

4. Bond market
1) Are the above four proposals for establishing a sound, efficient
bond market in the Asian region appropriate?
2) Beside the above four proposals, what are necessary
establishing a sound, efficient bond market in the Asian region?
3) What is Korean role for establishing a
market in the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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