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14:00-16:00
· 장소 : FKI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2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초대의 글 §

한국경제에 퍼펙트스톰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첫째, 수출 소비 투자가 트리플 추락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70%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
활력이 전방위적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6%로 4분기 연속 0%
대를 이어가고 있고 건설투자 정부지출을 제외하면 이미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조선, 해
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들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고 한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자동차 전자마저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둘째, 한미FTA 전면 재검토와 환율 절상 압력 등 新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의 트럼
프 쇼크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재협상으로 한국은 연간 수출 54억 달러, 일자
리 5만 개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1980년대 후반 美·日싸움에 한국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美·中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큰 실정입니다.
셋째,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증가하는 등 경착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의 26%를 내보내고 있는 한국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넷째, 미국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3.2%, 11월 실업률이 완전고용수준인 5.0%보다 낮
은 4.6%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6%(10월)에 이르는 등 완연한 경기회복으로
추가금리 인상이 임박했습니다. 1조 달러 인프라투자 공약으로 이미 국채금리가 상승하
는 트럼프 발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금리인상은 달러강세를 가속화시켜 신흥시장국
으로부터 자금유출을 촉발시킬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은 커녕 선거철 마다
다가오는 정치위기와 국정공백이 심각합니다. 이러다간 1997년, 2008년처럼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7
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왕림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모
쪼록 좋은 의견들이 모여 국가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 PROGRAM ]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사회] 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14:05-14:40
[발제]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특임교수)
[토론]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고문)
이장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14:40-16:00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가나다 順)

16:00

폐회

발 제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오 정 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건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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ϗ ϗ ̖ࡱࡢ̛ࢂ ˁଵ˕
ϗ ࡢ̛ࠖ؏ࡶ ࡢଞ ࢽॺ؏ଯ


ࠝࢽ̒
ʢ˲о ̖ࡱ,7ଝ˕ ઞࢎˬܹ
ଞ˲ˁࢿࠉ˱ࡕ টࡕࡢ˱ࠉڀ

̘̓ ϔ ̘࣬۳
• ϗ Χ࠹ࡢ̛ ϗ Ѱ߅̖߅ݤ
ࡱࡢ̛ ϗ ˲؈ ̔Ի̛ࡢࡱ̖ أɼ
ࠆ ϗ ݤ८ձ ѿˈ ؈ۢ
• Ь ݤϗ  ˲ɼ̖չࢉۘࡶ ˃̛
Ի ݦச̛ࡢ ࢂ˲ࢠݤɼМ ۽о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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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ϔ ̘࣬۳ ؎ʾ
• ̔Ի أˁ̛ ଢ଼ ٙଢ଼˕ ʠ૽ ERRP ʠ૽ٟˤ EXVW
ࠪ ˗
– ٙଢ଼߾۰ ˁ̛ٕߦࡶ ࡢଥ քࢇ ˓̗ѹ ̔Իࡪ أѰ۽
ࢇ ܹ࢈ ࢇ۽ϩࡵ ݦசࡳ˲ࢠݤԻ கԜҚ߭ ଢ଼˕ ʠ
૽ࡶ փҚ߭ ΰˈ
– ࢇձ ࡉԮଞ ̖ࡱк˲ࢂ ̝˕ ˕Ѧଞ આԻ ܹ
࢈ ۽ଜԃࢇ ݤѸִ Ь̔ ݤԻࡪ أѰܹ ࢇ۽Ѹִ
۰ ٙଢ଼˕ ʠ૽ٟˤɼ টԎѸ߭ ̖ࢇ  ࣇڃΟɼЕ ݦ
ச࠹ ࡵ˲ࢠݤࡪѰ ߾̛ࡢ ۽ऐִ

• ࢊ؆ࢶࡳԻ  ࡪقȥ˕આ ȥɼࢸۘ
ȥܹষҁȥ̛߶ٕ ݨȥ̖ࡱٕ ݨȥ࠹ࡪষ ȥ
ࡢ̛؈ۢ

ଞ˲ࢂ ̖ࡱࡢ̛ ϗ ̛࣯۶
• ଞ˲ࢂ ˁࡉ߾Ѧ ϗ ࠹ࡢ̛ϗ ࠹
ࡪѰ ߭ࢇ ߾̛ࡢ۽Ьࡳִ˲̛ࡢ ݤԻ ऑ
• ଞ˲ࢂ ˁࡉ߾Е  ࡪقȥ˕આ ȥ
ɼࢸۘ ȥܹষҁȥ̛߶ٕ ݨȥ̖ࡱٕ
 ݨȥࢽࢪʸ ࣯Ի ࢽ̀ˬ̛ ȥࢽࡢ̛
ȥ˲ࢽ˓ؒ ȥ˱࣏ʎୂݨિ ȥ˱࣏࣏ࢽ ए
ࠉ ȥ̛߶ٕ ݨऎɼ ȥ̖ࡱٕ ݨऎɼ ȥ࠹
ࡪষ ȥࡢ̛؈ۢ
• ࢽ̀ˬ̛ࠪ ֍יջ ࢽࢶ ࡁࢉࢇ ɼࢶࡳ
Ի ࡢ̛ձ ऎ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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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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쌇됋띓떣
뎛믫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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ϗ ࡖ ࢊ߾ ,0)߾ ̝̗˱ࢿ̖ࡱ एࡕࡶ ˓ࡳࢶݥԻ ࡁঐ

涋穯渂儆滆朞͑͝瑢匎庲͑愕͑筞氮͑犚決

(%)

(Pt, W/$)
1,750.0

30.0

堆惾埲峲͑筞氮

1,550.0

涋穯渂儆滆朞

25.0

1,350.0

1,150.0

20.0

950.0

15.0

750.0

550.0
10.0
350.0

瑢匎庲

150.0

5.0
90.1

91.1

92.1

93.1

94.1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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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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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던깰깃
뜰馓뒻
끷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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ϗ ̖ࡱࡢ̛ࢂ ࡕࢉ
• ㊄䇴㒷 2(&'ɼ˕ ̗ʸଞ 侶䡹䲜㮻
• ٙ̎ ̖ࡱࡪ
• ѧվߟ ۽ଞ ̖ࡱʃѧࢿѦࠪ ীߟଞ ̖ࡱࣸʎ̛М
• ̛߶ࢂ ˈࡢଵ આࠪ ীߟଞ ̛߶̖ࡱ˱࣏
• ଜԃ˕ ܹষҁ  ˁܹۘए ߆
• ̛߶ ࡵ ଭ ٕѦ ̗ऎ
• ࢽࡢ̛ࠪ ̖ࡱ ϠѰʎୂ ݨિ
• ٕݨ ࢽ࣏˱߶̛ݨિࠪ ̖ࡱٕ ݨऎɼ
• ࡪࡪ ࢂقষԻࢂ ̗؆ࢷ 6XGGHQ5HYHUVDO ˕ ࠹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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ϗ ࢠݤقʎ؏
ϗ˃ۿࢽॺ ऑ
ϗ2(&'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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鮛듈鯃骓듫 ꬓ끷덿끳 뜰馓 묧딇
ڄڀٻڇ⁞Ếڃ
ڎٻډړڔڔڌ



ڔٻډڒڔڔڌ

ڑڔڔڌ

ڋډړڍ

ڑډڍڍ

ڔډڌڍ

ڍډڍڌ

ڄڒډڒڃ

ڄڋډڑڃ

ڄڏډڑڃ

ڄڔډڎڃ

ڍډڍ

ډډ

ڔډڎ

ڎډڌ

ἣⵗ

ڄړډڏڃ

ڄٻډډٻڃ

ڄڔډڍڃ

ڄٻډډٻڃ

ᢚ

ڍډڋڎ

ډډ

ړډڐڍ

ڐډڎڌ

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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Ὢᐆ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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ϔ ̘̓
• ˈ̖չ ࢵ˕ ܹষҁ
• ˝ࡉی ػࠪ ˲ࢽ˓ؒ
• ˲؈ ࡢ̛ࠪ ࡪقষ
• ؆ـѸЕ ࢽࡢ̛˲ࢽ˓ؒ
• ϠѰʎୂ  ࢽ࣏࣏˱  ࣗݨएࠉ

ˈ̖չ ࢵ˕ ܹষ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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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ࢽ˲ ࠪی ػࡉ˝
ࡪষق ̛ࠪ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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Ь ݤЬɼࠝЕ ̘̓
• ˕ ˕ࡪقઆ
• ࠆࢷ Π୯ѹ ̖ࡱݛݤ੬
• ࡕࠀ  ଜԃ˕ ܹষʃܕ
• ̛߶ٕ ݨɼ˃ٕ ݨऎɼ
• ̖ ˲չࢉۘ ˃̛ ࡪقষ
• ؆ـѸЕ ࢽࡢ̛˲ࢽ˓ؒ˕ ϠѰʎୂ ˱  ࣗݨ
࣏࣏ࢽ ए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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ɼ˃ٕ ݨٕ߶̛ ݨऎɼࠪ
ࡵଭࡢ̛ ɼМ۽
• ϗ ֆ ࣱ̛ ࡕչ̖ ٕۘжࢇ ܕҗ߾۰ ८एଜЕ ' ࣸٸHEW
6HUYLFH5DWLR'65 ࢇ ࢇۘࢇˈ ܻ̖ࡱ ࢇۏցࢇο ࢉݛଞ
˃ɼ˱ փ ɼ˱ ɼ˃ٕॹ ࣏ ࡕ
– ̖չɼ ࠝծˈ ٕѰۏɼʸࢇ ଜԃଜִ ˈࡢଵɼ˱ɼ ऎɼ
– ॹהҚࢇ ߭Ԯࡓऑ ۘଢ଼ࡶ ʺҡए ׃ଜˈ ٕѰ̗ ࡶۏଜʯ ΰϪЕ ળࢇ߭ࢊۿ
ୃۘࢇ ΟΟִ ٕࡢݨଵɼ˱ɼ ̗ҟ

• ̛߶߾۰Ѧ ̖չɼ ૦ࢉઝ ۘݣଜִ ٕ ݨऎ̖ࡱ̀ࢂ оܘж
̖ ࢶվଗࡁߖࢇ ࣏ ߮ ࡕ Ж߭Τ ʨࡳԻ ٗ۱Ѹˈ ࡸ ̖ࡱ
ࠉ˱ࡕ  
• ̖չɼ ࠝծˈ ٕѰۏɼʸࡵ ଜԃଜˈ ˁ̛Ѧ ଜִ ɼ˃ٕ˕ݨ
̛߶ٕ ࢇݨऎɼଥ ࡵଭࡢ̛ EDQNLQJFULVLV ɼМ۽Ѧ оѿ ی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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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߆ࢢ ޱΟ
• ̖˲չ ࢉۘࢇ ࠖˈѸˈ ߭ ࠹˲ࡪ قষ ࢷ
• ઝԠ ۚ ˲ଭࢽٕࢂ ۘࢷࢪ˕ ࢷࢪ ࠖˈ
– ࣸ˲ࢿ૽߾ оଞ ˈ˗˕ٕ ۿ
– ࣸ˲ ࣏˲ एࢽ

• ࢿ࣏߶ ɼѰթࢇ ̧ए ԃଥ Е ࣸ˲ˁࢿࢂ ˁ
९է ɼМ ࢇ۽Ь ݤоѿѸִ۰ ࣸ˲ࢂ࣑Ѧɼ ϩࡵ ଞ
˲ˁࢿ߾ ࣸоଞ ࡢࡁࢉࢇ Ѻ ࢷ
• ଞ˲ˁࢿ  ࡉۚ ߾ࡏݯ* ࣸҟਫ਼एЕ ˲ ɼМ۽

࣯ࡁ˲ ˲ܹࣸؿ ݪ ؆˃ۿ
ࢂ࣯ࠇהؿ
ۘࢷࢪ

˃ۿˁࢿ  ࢠ۽ҁ
ЍϠ֡
ࢠ̛ࢽԽ

ࢷࢪ

࣯ࡁ˲˲ܹࣸؿ ݪ ؆˃ۿ
 ˲ࣸ قࢊ ˲ࠒ ˲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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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ࢽॺ ˁ ʎࡁ
ࢂ࣯ࠇהؿ
˲ˁࢿୣـ

̖չۘݣ
бԜʈۿ

ળʸࢶ ʃ ۿ
ࢢࢽएষо

ܹষҁ

ઝԠ ઝԠ
˲ॹ̖չ ۘݣ

о ˲
ɼ ࢸۘ ߏԯ

ܹষୣـ

࣯ࡁ ˬࠇоۘ˲ ࢸۘ ߏԯ ʈ
ݣୗࡪࢴࢧݡл
• ̖˲չ ࢺऑࢶ ࢉۘбԜ ʈۿ

– ۚ ࠇהঠऑ ئ7UDGH)DFLOLWDWLRQDQG7UDGH(QIRUFHPHQW$FW
RI ؈୪
– ܹষҁ ࡉԮԻ ΰϗ ଜ؆̛ ˁ ̖չ ɼࢉۘ ࣏ࢸбԜʈۿ
ࢽѦ ߟ ɼМ۽

• ࣸ˲ࡢ߇ ࢸଜ ࢽॺ
• ࢊقցࢇο̖ ݛչߦࢶ ࠬ ࡪए
• ࡪԻ࣑ցࢇο̖ ݛչ૧˕ ߦࢶ ࠬ ࡪ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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ࠄב ۗ ࢂ˲ঝऎ( أ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BHC  )߇ئળࢠ
ۚԻࡋ ࢷࢪ ݤ
• ϗ ۘ ˲ଜ ߦࡕ ˕ϗ ٕਫ਼ ؈୪ѹ
ۚ ࠇהঠऑ ئ7UDGH)DFLOLWDWLRQDQG7UDGH
(QIRUFHPHQW$FWRI 
ࢊָ %HQQHW+DWFKB&DSHU%+& ߇ئ
– ٕהࢢ ˲Е ࠉ ୣ ࣯ࡁˬࠇ˲Қࢂ ʠݤˁࢿࢽॺ
˕ ࢽॺࡶ ࣏ࢂ یୣ߾ ˈؿ
– ʎ ࢂ˲ݪɼ ۘ આ ࢿࢢ
– ϗ ؈୪ѹ ݕ ࣏ࢂ ˗ ࡳ߇ئԻ ٙ
ଢ଼ ߾Ѧ ٙ˱ଜˈ к ࠪݤʋࡵ ࡉ ـؿԮ

ࠇˬ ࡁ࣯ ٕהࢢ ˲оۘ˲
ࢽॺ ˈؿ۰
•  ࣱ̛
– о  ߮ бԜ ࢇۘ
– ˁܹۘए*'3ۘࢇ ٸ
– ʎࡖ Ѱ߇ ࢊ؏ࢶࢉ ܻ࠹ ࢠݤʎ ֻ̍*'3
ۘࢇ ٸ

• ʎ ࣱ̛ ࢵঠ˗ॲʃݤоۘ˲ PRQLWRULQJ
OLVW
• ʎ ࣱ̛ ࢵঠࢿࢢ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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ϗ ࡖ ࠇˬ ࡁ࣯ ٕהࢢ ˲оۘ˲
८ ࢽॺ ˈؿ۰ ʎ˲ ʃݤоۘ˲ एࢽ
%WTTGPV#EEQWPV
$KNCVGTCN IQQFU VTCFG
DCNCPEG  $KN 


3HUFHQWRI*'3 



+PVGTXGPVKQP

0HPR   \HDUFKDQJHS
HUFHQW RI *'3 D

%JKPC







)GTOCP[









1HW);SXUFKDVHVSHU
FHQWRI*'3 

2GTUKUVGPVPGVRWTEJ
CUGUQHHQTGKIPEWTTG
PE[ C




0
0

,CRCP



/GZKEQ



-QTGC







+VCN[







+PFKC







(TCPEG







%CPCFC









6CKYCP









;

7-









0







0





0

$TC\KN





/GOQ'WTQ#TGC









0





0



0



0




0
0
0

Վࠇˬ ࡁ࣯ ٕהࢢ ˲оۘ˲ ࢽॺ ˈؿ۰

ϗ ࡖ ८ ࢽॺ ˈؿ۰

&KLQD-DSDQ.RUHD7DLZDQ*HUPDQ\6ZLW]HUODQGʎ˲ ʃݤоۘ˲ एࢽ
$KNCVGTCN)Q %WTTGPV #EEQWP $CNCPEG
(:+PVGTXGPVKQP
QFU&GHKEKV
 QH  ;GCT %JCPI $CNCPEG 75 1HW);3 1HW);3X 2GTUKUVGP
&$KNNKQP6T XUFKDVHV UFKDVHV  V0GV(:
75&$KN6TC G KP)&2 6TCKNKPI
CKNKPI3

KNKPI3
RI*
%LO
2WTEJCUG
$CNCPEG  QH
E
E

'3  D
U! E
3
)&2
C
D

%JKPC
)GTOCP[
,CRCP
/GZKEQ
-QTGC
+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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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1)
오정근2)

1.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예사롭지 않다. 1984년 남미외환위기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여년 시차를 두고 일어
났고 다시 2017년 미국 추가금리인상을 계기로 신흥시장국의 위기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신흥국의 작년말 현재 단기외채 규모는 1조9천888억 달러로,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8.2%에 달해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918
억 달러, GDP 대비 7.2%나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3천439억 달러,
GDP 대비 7.5%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
흥시장국으로부터 자금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경고가 이어지고 있
다.
10여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글로벌 경기 호황 불황과 거품(boom) 거품붕
괴(bust)와 관련이 크다. 불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많이 공급된 글로벌 유동
성이 수익성이 높은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 각종 거시건전성 규제와 경기안
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호황과 거품을 만들어 내고 이를 우려한 통화금융당국
의 긴축과 과도한 투자로 수익성 하락이 시작되면 다시 글로벌 유동성이 수축
되면서 불황과 거품붕괴가 초래되어 자금이 빠져 나가는 신흥시장국은 외화유
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화가치절
상 → 수출둔화→ 기업부실 →금융부실 →외자유출 → 위기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데도 사전에 위기를 예방하지 못하고
10여년 주기로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화유동성위기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화
가치절상 → 수출둔화→ 기업부실 →금융부실 → 정쟁격화(주로 정권교체기)
→ 정치위기 → 국정공백 → 구조개혁실패 → 구조조정 지연 →기업부실 증가
→ 금융부실 증가 →외자유출 → 위기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요인
이 추가적으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1) 위기관리연구원 세미나 (12월 1일 18:00~19:00, 위기관리연구원 세미나실) 발표 논문 “1997년 2008
년 금융위기와 2016~7년을 위한 교훈” 요약편을 수정보완한 것임
2)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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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 금융위기
가. 금융위기 발생
1997년 11월 들어 외환보유고는 고갈되는 반면 신용위험의 증대로 단기
채무의 회수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가도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자
외국인 투자자금마저 급속히 이탈함으로써 외환지급결제불능 사태가 우려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마침내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긴급구
제금융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는 1997년 11월 21일에 곧바로 협의단을 파견하여 협상을 시작하여
1997년 12월 3일에 한국정부는 IMF와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최종 합의
함으로써 이른바 IMF시대라고도 불리우는 치욕스러운 금융위기시대에 접어들
었다.
<외환보유고 변동추이1)>
(10억 달러)
1996
외환보유고

33.2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액

3.8

가용외환보유액

29.4

97.1

2

3

4

5

6

7

8.

9

10

31.0 30.0 29.2 29.8 31.9 33.3 33.7 31.1 30.4 30.5 24.4
3.8

8.0

8.0

8.0

8.0

8.0

8.0

8.0

8.0

8.0 16.9

27.2 21.8 21.1 21.8 23.9 25.3 25.7 23.1 22.4 22.3

주 : 1) 기말기준. 자료: 한국은행

종합주가지수, 콜금리 및 환율 추이

(%)

(Pt, W/$)
1,750.0

30.0

대미달러 환율

1,550.0

종합주가지수

25.0

1,350.0

1,150.0

20.0

950.0

15.0

750.0

550.0
10.0
350.0

콜금리
5.0

150.0
90.1

91.1

92.1

93.1

11

94.1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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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96.1

97.1

98.1

7.3

나. 금융위기의 영향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現金通貨比率(현금/요구불예금) 및 超過支準率(초과
지준/요구불예금)이 상승해 통화(M1)승수가 1998년초 까지 크게 하락하여 本
源通貨와 通貨(M1)가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다. 通貨(M1)는 1998년
중반 경에 다소 반등하였다.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우선 신용경색이 심화되었
다.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및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間接 및 直接金融 양 측
면에서 信用梗塞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신용경색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금융위기 이후

投資 및 消費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 들어 所得 激減, 失業 急增 등 景氣沈滯 현상
이 본격화하였다. 실질GDP는 부의 성장을 지속하고 산업생산(S.A.,전월비)은
1997년 11월 이래 감소세를 지속하다 1998년 7월 이후 소폭 회복을 보였다.
따라서 失業率(S.A.)도 1997년 11월 이후 계속 상승하여 1998년 7월부터는
8%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보였다. 경
기침체에도 불구하고 物價는 외환위기 직후에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인 후 완만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물가수준이 높아짐으로써 근로
자들의 실질소득은 더욱 감소하여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다.

GDP성장률 추이

(%)

96.1/4

2/4

3/4

4/4

97.1/4

2/4

3/4

4/4

98.1/4

2/4

7.6

6.7

6.6

7.4

5.7

6.6

6.1

3.9

-3.9

-6.6

원계열(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산업생산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97.8

9

10

11

12

산업생산 증가율

0.9

1.4

0.3 -2.8 -0.3

실 업 률

2.3

2.5

2.5

2.9

3.1

98.1
-10.3
4.1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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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S.A., 전월비, %)
5

6

7

8

9

2.1 -3.8

1.0 -0.3 -2.0

0.6 2.2

10.9

4.7

6.1

8.6 8.1

8.4

5.3

7.0

7.7

다. 금융위기의 원인
(1) 世界化 OECD가입과 급격한 金融開放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우선 금융산업개방, 자본자유화, 외환거래자유화 등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유입을 들 수 있다. 1994년 11월 17일 김
영삼 대통령이 호주 순방 중에 밝힌 세계화정책이 1995년부터 세계화추진위원
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등 본격화되고 이어 1996년 OECD에도 가입
하면서 한국의 추가적인 금융산업 자본시장 개방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자본자유화는 저리의 외자유입에 따른 국내금리하락 및 투자증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조달 및 투자기회확대, 경쟁촉진을 통한 국내금융산업
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반면, 자본자유화로 과도한 자본유입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해외부문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과 주
가, 지가 등 자산가격상승,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금융 및 산업의 잠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반대로 급격한 자본유출은 주가폭락,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금리상승 등 국내 금융․외환․자본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1980년대말 이후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으로의 자본유입은
종래의 부족자본 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excessive
inflow)되는 가운데 직접투자와 같이 생산활동과의 연계성이 큰 자본보다는 증
권투자 및 단기성 자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하였
다.
외국인 Portfolio 투자자금 유출입 추이

기간
순유입
유입
유출

1992
2.0
2.7
0.7

93
5.7
7.6
1.9

94
2.0
8.6
6.6

95
2.2
10.0
7.8

96
4.4
12.4
8.0

97 1-6월
0.8 2.2
12.6 7.0
11.8 4.8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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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
1.2
0.9

8월
-0.0
0.8
0.8

(10억달러)

9월
-0.3
0.8
1.1

10월 11월 12월
-0.8 -0.8 0.3
0.8 1.1 1.0
1.5 -.8 0.7

(2) 불균형 금융자유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금융시장의 개방 등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반면, 대내적으로는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확보, 소유 지배구조의 개
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자유화가 미흡한
불균형금융자유화(unbalaced financial liberalization)가 지속되어 금융위기
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외적인 금융자유화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개발연대에 지속
되어 왔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의 관성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이 불균형 금융자유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불균형 금융자유화는 대내적으로 금융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감시
로 요약되는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이 발전되지 못해 금융시장
개방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유동성의 고위험투자를 제어하지 못하게 해 기업부
실과 금융부실을 양산하게 해 마침내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한다. 한국의 종합
금융회사가 대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무분별한 해외차입으로 국내 고위험 투자
를 일삼다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을 초래한 것이 좋은 예 중의 하나다.

(3) 독립성 약한 금융감독제도와 취약한 금융중개기능
국제통화기금은 이 원인으로 정부가 금융에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부실여
신과 기업부실이 누적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배경으로 당시 금융정책을 총괄하
던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과 산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연결되는 금융감독체계를 적시하고 운영상 재정상 독립적인 금융감독원 설립
을 권고했다3). 한 마디로 관치금융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수십년간 발생
한 금융위기의 대부분이 금융감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Quintyn and Taylor, 2007).

3) 1997년 금융위기로 한국정부와 IMF가 체결한 대기성차관협약에 의거 합의한 “의향서(Letter of Intent)”(1997.
12. 3)에서는 “운영 및 재정상의 자율성(operational and financial autonomy)을 보유한” 통합감독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특히 IMF가 발간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랜덤”(1997. 12. 3 )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
적인 금융부문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부문을 초래(the leg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has left an
inefficient financial sector and highly leveraged cooperate sector)”했으므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a strong and independent supervisory agency)”를 설립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 통합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보도자료(1997. 12, 5)에는 단순히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의 연말까지 국회통과를 주장하며 본래 의향서에 규
정한 “운영상 재정상의 자율성”과 메모랜덤에서 주장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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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적 금융감독제도와 관치금융, 취약한 금융중개기능>

이 밖에도 한국금융산업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주요
원인으로 △ 주인 없는 은행 경영진의 심각한 대리인 문제 △ 낙하산 인사와
취약한 지배구조 △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리스크관리 미비에
따른 사고빈발과 부실증가 등이 지적되었다.

(4) 기업의 고위험 투자와 취약한 기업금융구조
고위험투자는 언제나 부실을 초래한다. 특히 기업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
구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유혹을 걸러주는 곳이 금융
기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전심사와 사후감시라는 기
능을 통해 기업의 무리한 투자수요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금융중개
기능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과잉투자로 인한 기업부실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특히 독립성이 약한 금융감독당국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
거나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가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중개기능 자체가 무력화되기 일쑤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나 사후감시 또는 리스크관리 기능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과잉투자의 중요한 원인이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 자
금의 유입이다. 금리가 싼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내외금리차 만으로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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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매력적이다. 금융기관들도 해외에서 싸게 빌려다 국내에서 고금리로 대
출하는 데 치중하게 된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전 금융자유화로 우후죽순
33개나 설립되었지만 별다른 사업모델이 없던 종합금융회사들은 주로 이런 사
업에 치중해 단기외채 급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금융기관으로서 사전심사나
사후감시 리스크관리 등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과 책임은
안중에 없이 손쉬운 돈벌이에 흥청망청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때마침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
진하는 등 이미 1987년 체제로 임금이 1988년부터 6년 연속 연평균 20% 씩
상승하고 미국의 슈퍼 301조 동원 등 원화가치 절상압력이 계속되면서 원화가
치도 절상되어 견디다 못한 기업들의 해외탈출 러시로 낮아지고 있던 국내경
기를 반등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 결과 1994년 1995년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이 각각 14.0% 13.0%에 이르는 등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설비투자는
1994년 1995년에 27.5% 16.2%나 각각 증가해 투자활성화를 주도했다. 그 결
과 1994년 1995년 성장률은 각각 9.2% 9.6%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
잉투자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원·엔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등 수출환
경은 악화되어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기업부실이 증가하기 시작해 은
행위기와 외환위기라는 금융위기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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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율하락과 수출둔화 및 경상수지 악화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고가 되자 한국의 수출은 87년 36.2% 88년
28.4% 증가하는 소위 삼저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89년 미국의 슈퍼 301조
가 발동되고 자본도 순유입되면서 원화가 절상되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금

융위기 전 1996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연평균으로
1994년에 달러당

803.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995년에는 771.0원 까지

하락하였다.
영란은행에서 균형환율 추정에 사용한 중기균형환율모형을 이용하여 원/
달러 환율의 균형환율을 추정결과 1993년 4분기부터 1997년 3분기까지 원화
는 균형수준에서 분기평균 13.1% 고평가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4). 특히 엔
화약세를 위한 역플라자회담에 의한 미국 독일 일본의 공조개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95년 1분기 이후 1997년 3분기 까지는 원화가 분기평균 16.3%나
절상되어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원/달러 환율의 균형수준 추정결과>

자료: 한국은행, 오정근(2014)

4) 오정근, “한국의 균형환율 추정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국제금융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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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의 균형수준 이탈 추이

자료: 오정근(2014)

이에 따라 경상수지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1996에
는 238억 달러, 1997년에는 10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 적
자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단기투자자금의 유입으로 환율은 하락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제품과 대부분 경합관계를 이
루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수출은 환율 가운데서도 원·엔 환율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989년 미국의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서 한국원화도 절상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엔화보다 가파르게 절상됐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증가율도 1989년 2.8%, 1990년 4.2%로 급락했다.
199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후 1986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쾌거를 기록했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수출둔화로 경상수지 흑자는 4년 밖에
지속되지 못하고 1990년에 다시 적자로 추락했다.
그 후 1980년대 초의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성장이 지지부진하
던 중국이 1994년 위안화를 달러당 5.8210위안에서 8.7219위안으로 대폭 절
하하고 이어 1995년에 일본경제의 침체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주요선진국들은
역플라자합의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일본은 엔화 절하를 단행했다. 1988
년에 570원이었던 100엔당 원화 환율이 1989년 486원, 1990년 489원으로 급
락했다.
그 여파로 100엔당 원화 환율은 1995년 820원에서 1996년 786원으로 하
락했다. 그 결과 1995년 30.3%였던 한국수출증가율은 1996년 3.7% 1997년
5.0%로 급락해 마침내 1997년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 후에도 원·엔
환율이 하락은 언제나 한국수출의 둔화를 초래했고 심할 경우에는 2008년 외
화유동성 위기처럼 위기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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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금융이벤트와 원·엔 환율 및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제무역연구원

(6) 기업 및 은행 부도 급증
국내에서는 1997년 들어 기업부도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
부실여신이 크게 증가 한 점이 금융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1996년말에 12조원이었던 일반은행의 부실여신이 1997년말에는 22조 6천
억원으로 증가하며서 부실여신 비율도 1996년말의 3.9%에서 1997년말에는
6.0%로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유동
성위기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이들 두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비등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가 추이1)>

일반은행
종합금융회사
계

1996
12.2
(3.9)
1.3
( .. )
13.5

1997. 92)
21.9
(6.4)
3.9
(2.9)
25.8

주 : 1) 기밀기준, 괄호안은 총여신에 대한 비율
2) 종합금융회사는 1997년 10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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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
22.6
(6.0)
..
( .. )
..

(조원, %)
1998. 3
28.0
(7.7)
2.2
(4.8)
30.2

(7) 정치위기와 금융 노동개혁 실패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997년 연말 대선을 앞둔 그 해 1월부터 제기된
김영삼대통령 차남 김현철의 한보그룹 대출 관련 의혹제기에서 비릇된 정쟁이
국정공백을 초래해 당시 추진 중이던 노동개혁 금융개혁이 실패해 기업부실
금융부실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침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그 해 말에 외
환위기가 발생했다.

<정치위기와 금융위기>

자료: 한국은행

(8) 부실기업구조정 실패와 금융부실 증가
수출이 급락하면서 기업부실이 증가했으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노동개
혁은 불발되어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하지 못해 1997년 들어 한보 삼미 진로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는 기업부도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했다. 기업부실
은 가속화되고 금융부실로 전이되어 금융기관 부실도 증가해 금융위기의 직접
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1996년 말에 12조원이었던 일반은행의 부실여신이
1997년 말에는 22조 6천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여신 비율도 1996년 말의
3.9%에서 1997년 말에는 6.0%로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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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입자본의 유출로의 급반전(Sudden Reversal)과 외환위기
1997년 8월 들어서 기업부도가 증가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이 높아지고 동남아 금융위기가 급속히 전염되면서 한국으로 유입
되던 외국자본이 급속히 유출되기 시작했다. 8월 들어 순유출입이 제로를 보
인 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 19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지속적으로 순유입을 기록해 오던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러한 급반전은 주가급
락과 원화가치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금융위기를 가속화시켰음은 물론이다.
특히 위기 직전에 주로 외국은행들의 대출금이 집중적으로 회수되면서 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점이 주목된다.

자료: 한국은행

3. 2008년 금융위기
가. 고금리 저환율과 수출둔화
세계경제는 2007년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테러와 닷컴버블 붕괴로 추락한 미국경제
회복을 위해 2002년부터 주요국의 협조개입으로 추진되었던 달러약세정책으로
원화가 절상되기 시작하였다. 균형환율 추정결과는 엔화가 본격적으로 절하되
기 시작한 2005년 1분기부터 원화는 다시 고평가로 진입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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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화가 대폭적인 약세로 돌아선 2008년 3분기까지 분기평균 10.2% 고평가
를 지속했음을 보여주었다. 2004년 부터는 원화가 엔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
상되면서 2004년 1058원이었던 100엔당 원화 환율은 2007년 789원 까지 하
락했다.
그 결과 2004년 31.0%였던 한국수출증가율은 2005년 12.0% 2006년
14.4% 2007년 13.6%로 주저 앉았다. 2007년 2~4분기 중 5~6% 수준을 유지
하던 성장률은 이미 2008년 1~2분기에는 4~5%로 둔화되었다. 경상수지 흑자
도 크게 축소되어 마침내 2008년 1~3분기 중에는 적자로 추락한 가운데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자 한국은 외화유동성 위기
를 겪었다. 그러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분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원화는 다시 저평가로 돌아섰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균형환율 수준 이탈과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 이전의 균형
환율 수준 이탈 경험은 균형환율 수준을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해 글로벌경제 둔화우려가 대두되면
서 한국에서도 선제적으로 완화적인 통화환율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균형환율 추정결과를 보면 2005년 중반 경부터 2008년 까지 한국
의 원·달러 환율이 균형수준보다 낮아서 원화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글로벌금융위기 중 균형환율과 실제환율>

자료: 오정근(2014)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 적정 기준금리 추정결과도 적정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오정근, 2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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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글로벌금융위기 기간 중
적정금리수준과 실제금리>

주: int: 실제 기준금리 수준,

int_T: 테일러룰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치,

int_NK: 뉴케인지언 모형에 의한 적정금리 추정치
자료: 오정근, 2007, 2010

결국 미국 서버프라임 모기지사태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불확
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적정수준에 비해 높은 금리와 낮은 원·달
러 환율, 즉 고금리 저환율의 통화 환율 정책조합이 운용되고 있었다. 심지어
미국에서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한 달 전 2008년 8월
8일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인상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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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우병 사태와 국정공백
2008년 외화유동성위기 이전에도 이미 2007년부터 터진 미국의 서버프라
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2008년 4월 18일 한
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발표와 4월 29일 MBC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을 계기로 연인
원 100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3개월여 지속되면서 당시 이명박 새정부
의 국정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하자 외국인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어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나 다행히
300억 달러 한미통화스왑으로 외환위기는 모면했다.

<2008년 위기 전후 외국인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4. 다가오는 금융위기
다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1998~2007년 좌파정권
10년, 2008~2017년 우파정권 10년을 지내고 다시 권토중래하려는 좌파와 수
성하려는 우파 간에 치열한 일전이 예고 되고 있는 시기다. 불행히도 근년의
경제동향을 보면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화가치절상 → 수출둔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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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부실 → 정권교체기 정쟁격화 → 정치위기 → 국정공백 → 구조개
혁실패 → 구조조정 지연 →기업부실 증가 → 금융부실 증가 →외자유출 →
위기발생의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 시에 적용되었
던 시나리오가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다.

가. 자본유입과 과잉투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추진된 미국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
결과 풀린 3조 달러에 가까운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한 부분이 금리가 높은 신
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 갔다. 초저금리로 조달된 자금으로 중국 등 신흥시장국
에서는 활발한 투자가 일어났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2009년 침체했던 글로벌경제가 2010년에 일부 회복되는 징후를 보이자 많은
신흥시장국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
에도 1998년 침체후 1999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었던 경험도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흥시장국발 위기가 아니고 미국발 위기다. 많은 전문
가들이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고 위기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뉴노
멀(new normal) 또는 세계경제 장기정체론(secular stagnation)을 주장했지
만 기업가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초저금리의 글로벌 유동성을 즐기며 과잉투
자를 감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11년 유로존 위기가 다시 발생하면서 그
나마 회복되던 세계경제를 강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째 아직도 세
계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장기저성장기를 인식하게 된 많은 국가들은 자
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 정책들을 속속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브랙싯 국민투표 통과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극명한 예다.
문제는 2010년에 과잉투자한 기업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 한국 등 신흥시장국은 과잉투자 기업부실 금융부실 증가로 구조조정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고용문제로 여의치 않은 채 부실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
다. 한국도 2010년 민간투자증가율이 10%를 기록했다. 지금 한국경제를 괴롭
히고 있는 부실기업들 대부분이 이때 과잉투자한 기업들이다.

나. 여전히 낙후된 금융시스템
기업의 무분별 고위험 과잉투자를 걸러주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해야 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관치금융체제하에서 규제의 지대와 낙하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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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며 1997년 위기가 발생해 168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지도 20년이 지났
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제 기능을 못하고 방조했다. 관치금융의 시발
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부의 금융감독원 지배는 오히려 강화돼 금융감독의
중립성 독립성은 사라지고 완벽하게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국책은행 관리기업에 조차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등 도덕해이가 만연하고 국책
은행은 국책은행대로 계속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속에서도 방
만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

금융 본연의 기능인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금융산
업의 발전이 낙후됨은 물론 금융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부실여신 누적으로
경제전반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의 조선 해양에 대한
과도한 부실여신 공여를 두고 책임규명 문제가 제기되자 산업은행으로서도 정
부 고위층이 결정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산업은행을 제대로 감독하
지 않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들이 해당 기관 고위층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천문
학적인 대가를 치른 금융위기가 발생한지도 20년이 지났건만 그 동안 아무것
도 달라진 것이 없이 다시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현실
에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여신 비율이 급등하고 있

다. 주로 가계대출이 중심인 일반은행은 아직은 부실여신비율이 안정적인 편이
다.

문제는 가계신용규모나 가계신용/가처분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 등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일
반은행의 부실여신 비율도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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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기준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Debt
Service Ratio: DSR))이 40% 이상이고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418조 원에 이르고 가구수로는 158만 가구인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고위험가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채무자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부동산을 급하게
내놓는 파이어세일 현상이 나타나면 부실위험가구가 급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에서도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부실이 증가해 금융권의 대손충
담금 적립필요액이 4조 68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지언 2015). 이는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하면
가계부실과 기업부실이 증가해 은행위기(banking crisis) 가능성도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실여신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다. 원화가치 절상과 수출 둔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2012년 1121원이었
던 100엔당 원화 환율은 2015년 935원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한국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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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낮추었다고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과는 차원이 다르
다. 본원통화/GDP 비율이 일본은 50% 미국 영국은 22% 수준인데 비해 한국
은 7% 수준에 불과하다.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절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금년 들어서는 원화가 다소 절하돼 1110원 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
이다. 그 결과 수출은 2년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해 수조원대 적자 기업들
도 속출해 신규투자는커녕 기업구조조정이 화급한 이슈다.
<원/엔 환율과 수출증가율>

다.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자본유출
2012년부터 2%대의 저성장기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작년부터는 수출이 아
예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소비 투자 수출 등 경기가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제조업 가동율이 70%까지 하락하면서 기업부실이 증가해 신규
투자는커녕 구조조정이 초미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GDP의 50%를 차지하는 소비는 막대한 가계부채로 평균소비성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08년 143%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까지 급증해 소비는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이 비율이 100~110%내로 하
락해야 소비가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동 비율이 2008년
135%였으나 최근 105%까지 하락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완연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에서 연준이 하우스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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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제 해소 등 가계자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등 초
강수를 두었는데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소비회복이 가능한 수준
까지 낮추는데 8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주택경기가 조금만 회복되어도 과
잉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는 동 비율을 소비회복 가능수준까지 낮추는
데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외국자본 유출에 대비해 외
화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실정이고 철저히 자국이익 중심의 트럼프
가 미국 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글로벌 통상전쟁과 환율전쟁도 예고되고 있
다. 미국 신행정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제품에 대한 45% 고율관세
부과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될 경우 제조업 가동률이 50%까지 추락해 있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이미 2014년 하반기부터 주식 채권 은행대출이 모두
유출되고 있어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이 본격화되면 외화유동성 경색
현상이 오고 심할 경우에는 외화유동성 위기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외국인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만약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경우 외환위기를 당하기 않기 위해 필요
한 외환보유액을 추정해 보면 국제통화기금이 경상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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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권장하고 있는 소요외환보유액,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분을 합한 유동외채,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
출 예상액을 합하면 위기시 소요외환보유액은 4473억 달러에 달한다. 11월말
외환보유액이 3720억 달러이므로 753억 달러가 부족하다. 여기에 위기 시에는
내국인의 자본유출(capital flight)도 늘어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으로
늘어난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금융도 평상시에는 비거주자이므로 외채에 포함
되지 않고 있지만 위기 시에는 이 부분도 한국본사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1천억~1500억 달러는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중통화스왑이 있지만 이는 원화와 위안화 간의 스왑이라서 아직은
위안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약한 교환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외환소요액 타
개에는 대중수입액 결제 등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2400억 달 규모
의 챵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기금의 한국 사용가능액이 384억 달러가
있지만 이는 한국이 분담한 금액 100%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20%
이상 사용시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하는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설상가상
2016년 2월 종료된 한일통화스왑은 미묘한 한일관계 등으로 재협상이 불투명
한 상황이다.
<위기시 소요 외환보유액>
금액
(백만달러)

항목
수입(2017년)(KDI전망)
유동외채
(2016.3분기말, 추정)
외국인주식투자
(2016.12.9)(금감원
일일금융시장동향)

소요비율
(%)

415,500
186,290
413,265

30
100
33

위기시 소요외환보유액

186,290
136,377

75,327
한중통화스왑
CMIM
계

56,000

원〮위안 스왑

38,400

한국분담액만큼
사용가능

94,400

2선 외화유동성 고려시 부족분
19,073
위기시 자본유출,

IMF 경상거래
필요외환소요액기준
Guidotti 준칙. 위기시
차환비율 제로 가정
2007.7~2009.3 중
외국인주식보유물량감
소폭

371,990

부족분

확보 규모

124,650

기준

447,317

외환보유액
(2016.11월말)

2선 외화유동성

소요액
(백만달러)

해외한국법인 현지금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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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위기에 직면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
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1000억 달러 규모
의 긴급외환보유조정기금(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CRA)을 제안
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분히 전후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에 대항해
적어도 아시아지역을 지배하는 신국제통화금융질서를 노리는 중국의 포석이다.
이미 1997년 IMF 구제금융시 가혹했던 이행조건을 잘 알고 있는 한국으로서
는 IMF보다 CRA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가입
하지 않고 있는 AIIB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어서 위기시 중국 주도의 CRA 구
제금융을 사용할 경우 한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세행정부의 신고립주의와 맞물려 한미동맹마저 재검토될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라. 반복되는 정치위기, 국정공백과 노동개혁 실종 및 구조조정
지연
이처럼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0월
부터 불거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는 시계제로의 극도의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서 국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은 거들떠 볼 겨를도 없어지고 미국 새 행정부 등장에 대한 대비
책을 마련할 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어 한국경제는 사면초가다. 다시 1997년과
2008년 같은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국정공백의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장관들은 일손이 잡힐 리가 없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경제정책계획 수
립은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정쟁의 중심인 국회는 더하다. 12월 2일 까
지 심의를 마쳐야 할 사상최대의 400조원 슈퍼예산은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
다. 조선 해양 철강 등 기업구조조정은 발등의 불이지만 구조조정의 전제가 되
고 있는 노동개혁법이 실종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
실질적인 청년실업자가 150여 만명에 이르고 있어도 서비스발전기본법 규
제개혁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내년 초부터 영
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의 표류로 불투명해 지고 3차
면세점 선정과 관련법 개정도 오리무중이다. 비상사태이기는 기업들도 마찬가
지다. 유례없이 7대 대기업 총수들이 소환된데 이어 최장 수사기간 120일의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대기업들은 완전 공황상태다.
내년도 신규사업과 투자계획보다는 수사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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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위기와 국정공백사태가 계속되면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위기가 절대로 다시 오면 안된다. 한 번 위기가 오면 성장률이 반토막 나
고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 하바드대의 로고프교수의 세계금융위기 800년사
연구결과다(Carmen M. Reinhart & Kenneth S. Rogoff, This Time Is

Different: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Folly, 2009). 한국이 바로 단적인
예다. 1997년 위기 전 8~9% 였던 한국의 성장률이 위기 이후 5%대로 하락하
고 다시 2008년 위기를 겪어면서 2~3%대로 추락했다. 이제 만약 다시 한번
위기를 겪어면 이제 1%대 성장이다.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더욱이 1997년
위기는 고성장하던 끝에 위기였고 중국도 한구을 추격해 오지 못했던 때라서
비롯 성장률은 만토막 났지만 1년여 만에 반등이 가능했었다. 지금은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체력이 소진된 상태고 중국이 바짝 추격
해 와 있는 상태다. 여기 다시 위기가 오면 한국경제는 이제 소생이 어려울 가
능성이 크다.

5. 대응방향
여야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지하고 위기예방에 초당적으로 최
선을 다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대국민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현재 한
국경제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전
문성과 비젼을 갖추고 정치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 경제만
생각하고 뚝심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겸비한 경제부총리를 선임해
서 경제정책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선임하는데 정파적 이해관계
를 고려하면 절대 안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
해야 한다. 선배 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구조조정 등 논란
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경제정책에 나설 공무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곪아가면서 나중에 국민의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단적인 예다. 엄청난 실업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을
이 살벌한 정치위기, 정권교체기에 누가 나서서 하겠는가. 그 대가는 엄청만
국민의 혈세 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당면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골든타임을 놓치
지 않고 내년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실
기하고 있지만 서둘러야 한다. 실종되고 있는 구조개혁 규제혁파도 강력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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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에도
진력해야 한다. 미국 새행정부 등장으로 초미의 과제가 된 통상압력 환율전쟁
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
다.
단기적으로도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하면 회복력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
으므로 미국 금리 본격 인상 전에 금리 인하 등 확대통화정책으로 금리인상이
가져올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에 미리 대비하고 재정도 승수 효과가 큰
재정투자지출 중심으로 지출해 성장동력 제고와 경기회복도모를 동시에 추구
해야 한다. 원·엔 환율이 추가 하락해 수출에 타격을 주지하지 않도록 환율을
운용하는 등 단기안정화 혼합정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노동조합 시민단체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도 다
시 위기를 초래해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자중자애해야 함은 두말할 필
요도 없다. 지금은 한국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책대응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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ϗࢂ  ˲ࠒ ˲एѦ
! ࢂ࣯ق

ʃࠒٕࢽࡵ ۿ̍ࢿࠬࡪࢇقѰ
ࡪ ࠇהʎ؏˃ۿ˲ˁɾ 0 $ରࡈ ࡓݭ
 ৴܁۰ࢂ࣯ࡪݦ! ݛ

ϗࢂ ! ˲ࠒ ˲
ݨչ࣯ࢂ ࣯ۘࢂ ˲ࡉ۴࣯ࢂ

ˈվ࣯ࢂ ࣯ۘࢂ ݨչ࣯ࢂ ؆˃ۿ

- 52 -

!ࢂ࣯ؿݦ

ضࢠ ࢂ˲
• ࡪ˃ۿ ࢂ࣯࣯ૡ ࡪ ࠇהҟࢂ ˈ̆ଞ 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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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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આ۽ !ٕѰ ࢠݤ ۏ۽ !ٸܕ۽
 !ܕҗऎɼ !ܹۿऎо !ࢢࢽʢ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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ˈࡢଵ ˈԶ
• ܹষ࣯Ѧܹ ̛ࡢ ࢂ߶ۏষࡵ ࢷϗ Ѱ
̛ о ٸցࢇοۘࠖ ݛ
• ߾ ˲οए ̗࣐ࢂ ʠоଞ ୯૧
• ęؑ ঋ ܹĚ ࡢ̛ࠪ ˱࣏࣏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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