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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1950~61년)

1945년 8·15 해방 이후 한국경제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생산활동이 침체되
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50년 6월 창립된 한국은행은 전
쟁기간중 전비 지원, 금융기관 대출규제, 두 차례의 긴급통화조치 등을 통해 전시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뒷받침하고 전시(戰時)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1953년 휴전 이후 정부는 전시체제를 경제부흥체제로 전환하고 전재(戰災)복구와 경
제재건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한국은행도 금융체제를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
전환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였다. 특히 1954년 8월
「은행법」시행을 계기로 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자
금운용과 여신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1956년 들어 전력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전전(戰前) 수준을 넘어서는 등 전
재복구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물가는 1954∼56년중 서울도매물가 상승률이 연평
균 48.0%에 달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1957년부터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자립경제체제 구축이 주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957년부터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수립하여 통화가치 안정과 단일 공정환율
의 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재정투융자의 팽창을 억제하여 균형재정의 유지를 도모하였
다. 금융면에서는 금융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증권시장 개설
(1955년) 은행 민영화(1957년) 농업은행 설립(1958년)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통제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은행 창립 초기부터 실시해 온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제
가 폐지(1959년)되었다.
이러한 정책노력과 대규모 원조 등에 힘입어 1957∼59년중 광공업생산이 호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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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운데서도 통화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물가는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대외
거래면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960년과 1961년에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대변혁
과 경제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1960년 8월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관영요금 및 환율의 현실화를 시도하는 한편 재정긴축기조를 견지하였다. 한국
은행도 정치변혁 과정에서의 경제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으로 금융기관 대
출한도제를 재차 도입하여 신용통제를 강화하였다. 5·16 이후에는 경제정책기조가 안
정우선에서 성장우선으로 전환됨으로써 재정금융의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 6·25 전쟁과 전시금융체제의 운용
가. 본점의 이동과 지금은(地갏銀)의 분산
6·25 전쟁은 한국은행이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13일 후 발발하였다. 한국은행은 전
쟁이 일어나자 신속히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지금은을 분산하고 대전에 임시본부를
설치하였다. 그 뒤 전선의 남하로 7월 16일 임시본부를 대구로 옮긴데 이어 8월 22일 다
6·25 사변 관계소명서

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9월 15일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9월 28일 서울이 탈
환됨에 따라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여 전쟁에 따른 본점 건물 전소로 저축은행 본점 건물
(현 SC제일은행의 제일지점 건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10월 1일부터 업무를 재개하였
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한국은행법상 비상사태 조항에 의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한편 국민경제의 조속한 부흥을 위하여 임시부흥본부를 설
치 운영하였다.
서울 본점을 다시 개점한지 4개월만에 중공군이 개입함
으로써 전선이 남하하게 되자 1951년 1월 3일 또 다시 본점
을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한국은행은 1953년 8월 7일까지
2년반 동안 본점을 임시수도인 부산에 두는 한편 전선이 재

6·25 전쟁시 피격된 한국은행 본관 모습

북상함에 따라 1951년 7월 23일부터 본점 서울분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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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국은행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보유 지금은 89상자(순금 1,070kg, 은 2,513kg)
를 군에서 제공한 트럭 1대에 적재하고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본점을 출발하여 6월
29일 진해 해군통제부로 수송하였다. 해군통제부에 임시 보관되었던 지금은은 한국은
행 총재의 입회하에 재포장되어 8월 1일 부산을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졌다. 지
금은은 그 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임치되었다가 1955년 우리나라의 IMF 및
IBRD 가입시 정부의 금지분 출자의 대납물로 충당되었다. 당시 정세가 워낙 긴박하였
던 데다가 수송력도 부족하여 상당량의 지금은(순금 260kg, 은 15,970kg)과 미발행 조
선은행권 등이 본점에 그대로 남겨졌는데 본점 건물이 6월 28일 북한군에 접수되면서
북한군 수중에 들어갔다.

나. 한국은행권의 발행과 긴급통화조치
(1) 한국은행권의 발행과 제1차 통화교환조치
한국은행의 창립과 더불어 한국은행권을 새로 발행하고 종래 유통되던 조선은행권
지금은 소개 및 피탈 진상보고

을 폐기해야 했으나 한국은행이 업무를 시작한지 13일 만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1950년 7월 대구에서 발행된 최초의 한국은행권은 조선은행권과 함께 사용되었다. 그
런데 북한은 침범지역에서 인민권을 강제 유통시킴은 물론 한국은행이 미처 옮기지 못
한 A기호 조선은행 천원(圓)권과 48A기호 조선은행 백원(圓)권을 약탈·남발하여 피침
지역의 경제를 교란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침지역에서 약탈 또는 불법 발행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기 위
하여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을 공포하였다. 한국은행은 이 명령에 의거 1953년 1월 16일까지 모두 5차에 걸쳐 교환
대상액 771억원(圓)의 93%에 해당하는 720억원(圓)의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
환하였다. 제1차 교환시에는 포항 영천 대구 창녕 마산 통영을 연결하는 이른바 워커라
인내 지역에서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무제한 등가교환해 주었다. 제2차 교환시
부터는 피침지역의 생산시설 파괴 등으로 물가가 급등한 데 대응하여 세대당 2만원(圓)
까지만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초과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다.

350

한국은행 60년사 | 제5장 경제발전과 한국은행

(2) 제2차 긴급통화금융조치
1953년 들어 휴전협정 체결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엔군에 대한 원(圓)화 대여
가 중지되고 유엔 한국재건단 부흥계획이 추진되는 등 전시경제는 점차 재건단계로 나
아가게 되었다. 당시 전쟁으로�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생산활동은 정체되었으
며 막대한 군사비 조달을 위한 통화증발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팽배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1953년 2월 제2차 긴급통화금융조치가 단행되었다. 제1차 통
화교환조치와는 달리 화폐단위가 절하되고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 체납국세와 연체대
제2차 긴급통화조치 보도기사
(1953. 2. 15)

출금의 회수가 병행되었다. 제2차 긴급통화금융조치는 2월 15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단행된 긴급통화조치와 2월 27일 법률에 의해 실시된 긴급금융조치로 나뉘는데 긴급통
화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3년 2월 17일부터 구원화(舊圓貨)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하고 새로
발행하는 환( )화표시 한국은행권을 법화로 통용토록 하되 환가비율은 100원(圓)을 1
환( )으로 하였다. 둘째,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 동안 구권과 어음·수표 등
원(圓)화표시 지급지시는 모두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금전채권 채
무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금융기관 예금 등 원(圓)화 금전채무의 지급은 2월 25일
까지 금지하고 구은행권과 수표 등 지급지시를 금융기관에 예입한 자연인에 대해서는 2
월 25일까지의 생활비로 1인당 500환( ) 한도 내에서 새 은행권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긴급금융조치는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 예금의 일부를 동결한 조치로서 긴급통화
조치에 의해 예입된 구권예금은 3만환( )이상, 기존 예금(저축성예금 제외)은 10만환
( )이상의 금액에 대해 20∼100%의 금액별 체증률을 곱한 금액
을 특별정기예금 또는 특별국채예금으로 전환하였다. 긴급통화금
융조치후 산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초래되자 1953년 3월 한국은
행은 중요사업체에 대하여 동결예금액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대
출하면 이를 한국은행이 최고 100%까지 재할인 지원하는 긴급산
업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약 한 달간 운영하였다.
긴급통화조치후 5월까지 물가상승세가 계속 둔화되었다. 특
히 UN군에 대한 대여금이 상환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외화대

제2차 긴급통화조치시 화폐교환 창구(1953. 2. 17)

출을 통해 긴급물자의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1953년중 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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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 상승하는 데 그쳐 해방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당시의 통화개혁은
97.4%의 높은 교환실적을 나타내었지만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동결은 통
화개혁 대상금액의 25%에 그쳐 과잉유동성 흡수라는 당초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다. 전비 지원과 전시금융체제의 운용
(1) 전비 지원과 원조관련업무의 수행
해방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의 수습을 위해 1950년도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편성하
였던 정부는 전쟁이 발발하자 전란수습비 이외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변수습 비상
경비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집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전쟁으로 세입이 줄어든 반면 재정지출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1950년중 추가경정예
산을 7차에 걸쳐 편성하였으며 한국은행은 대정부 대출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였다.
아울러 UN군 참전으로 1950년 7월 28일 한미간에「UN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이체
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UN군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전쟁기간중 전비조달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먼저 세입면에서는 각종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조세임시증징(增徵)법」
,「관세임시증징
법」및「조세특례법」
을 제정하고 종래의「지세법(地稅法)」
을 고쳐「임시토지수득(收得)
세법」
을 제정하였다. 세출면에서는 월별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긴급한 군사비 이외
의 지출을 억제하였다.
1952년 5월「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마이어협정)의 체
결로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이 시작되었다. 이에 더하여 미국 경제협조처(ECA) 원조와
UN한국재건위원단(UNKRA) 원조 등 각종 원조자금이 전란을 수습하고 파괴된 생산시
설을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일부는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
금 상환에 사용되어 인플레이션 진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전쟁기간중 각종 원조자금
은 모두 4억 7천만달러에 이르렀으며 원조물자 조달과 관련한 업무는 한국은행 외국부
에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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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금융정책의 집행
전시하의 통화금융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집행되기보다 금융기관의 수신,
여신 및 자금운용 등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직접규제하고 여건이 개선되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먼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예금지급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예금인출사태로 금융
기관 보유현금이 심각하게 부족해진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서울에서 철수하면서 현금부
족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6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2호로‘금융
기관예금 등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 공포되고 동 조치에 의거 예금지급은 세대당
일주일에 1만원(圓), 한달에 3만원(圓)까지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금퇴장(現갏退藏)이
성행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전선의 이동과 더불어 전재복
구를 위한 자금을 새로이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동 예금지급제한조치는 1950년 7월말
경 다소 완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전쟁중 금융기관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여신을 실시하였
6·25 사변 비상금융대책 보고서

다. 당시 한국은행법 제69조 제3호에 따라 적격담보가 충분치 않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특별결의를 통해 임시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실
시할 수 있었다. 서울 수복 이후부터 서울에서 다시 철수할 때까지 한국은행의 자금공급
은 전적으로 이 긴급여신에 의존하였다. 한국은행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대출금
리의 인상 등을 통해 1952년 3월 긴급여신을 모두 회수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도 직접 개입하였다. 먼저 1951년 2월 1일「금융
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임시조치요강」
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확대에 주
력하도록 하는 한편 조성된 자금은 군수물자 생산과 경제부흥에 필요한 부문에 우선적
으로 대출하도록 하였다.
경제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그 후 보다 강력한 금융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
은행은 1951년 6월 15일「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준칙」
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하
여금 분기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케 하고 수신한도내에서 여신
을 취급하되 설비자금 융자를 금지하고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국은행은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급등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금융기관의 대출규모도
제한하였다. 한국은행 설립 직후인 1950년 6윌 2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동년 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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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를 포괄적으로 책정하여 금융기관의 방만한 자금운용을 규제
하고자 하였으나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은행은 본점이 부
산으로 내려간 1951년 1월부터 매분기마다 금융기관 일반대출 증가한도를 금융기관별,
자금별로 설정하고 여신의 질적 통제를 주된 내용으로‘대출한도제’
를 다시 실시하였
다. 1951년 7월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증가한도를 매분기별로 설정하는‘재할인
한도제’
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1951년 1월 대출한도제의 부활과 함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일
반대출과 모든 특수자금 대출에 대해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융자 사전승
인제’
를 실시하였다.‘융자 사전승인제’
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1951년 7월부터 일반대출에 대해‘사후보고제’
로 바뀌었으며 이듬해 1월부터는
‘사후보고제’
도 폐지되었다. 특수자금대출의 경우에는 1952년 4월부터 도입외자 인수
자금, 수출품 집하자금, 설비자금 등을 제외하고는‘융자 사전승인제’
가 폐지되었다.
전시 금리정책은 전비지출과 물자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진행되고 은행금리
와 사채금리간 격차 확대로 은행자금에 대한 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응하여 인
상 위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행 일반어음대출금리는 창립 당시 일변 1전 7리(연 6.2%)였으나 1951년 4월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인상과 더불어 2전(연 7.3%)으로 높아졌다. 비상시 대출은 그 특
수성을 고려하여 일변 1전 1리(연 4.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전시상황이 소강
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자금 회수를 촉진하고자 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1951
년 12월에는 일반어음대출금리와 같은 연 7.3%까지 인상하였으며 1952년 3월에는 미
상환분에 대한 대출적용금리를 연 14.6%까지 높여 비상시 대출을 모두 회수하였다.
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 창립 당시 총예금의 10%로 정해졌다. 1952년 4월 전시상황
의 안정에 따른 은행신용 급증에 대비하여 지급준비율을 예금 종류별로 차등화하여
10~15%로 인상하고 6월 10~20%, 10월 10~25%로 추가 인상하였다. 1952년 10월의
지급준비율 인상시 한계지급준비제도를 도입하여 예금증가액의 45%는 지급준비금,
25%는 정부보증대출자금, 5%는 국채매입자금으로 각각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였다.
한계지급준비제도는 1953년 3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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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복구와 경제안정의 추진
가. 경제부흥 원조
1954년에 접어들면서 전재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미국 등의
원조가 시작되었다. 1953년 12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간의「경제
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이 체결되어 경
제안정과 재건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나 1954년에는「한국경제
원조계획에 관한 대한민국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의 협약」
「한미경제협정」등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외활
동본부(FOA) UNKRA 등으로부터 경제부흥지원 성격의 원조가
서울 환도 실시(1953. 8월)

이루어졌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의 전재복구 기간중 원조도입
액은 총 7억 1천만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중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휴전성립 이후 도입된 외국원조의 대부분은 한국은행을 통해 공매되고 이에 따른 대
충자금(對充資갏, Counterparty Fund) 또한 한국은행에 설치된 계정에 예치 운용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민수용(民需用) 물자구매사무 취급규정」
과「실수
요자용 물자구매사무 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원조물자 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FOA자금에 의한 원조물자 인수자금 융자요강」
을 제정하여 금융지원을 통한 경제안정
과 재건에 노력하였다.
한편 정부는 FOA원조를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충자금
을 재원으로 부흥예산을 편성 운용하였다.

나. 한국산업은행 설립과 산업부흥국채 발행
휴전 이후 전재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장기금융기
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장기 산업금융체제를 확충·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4년 4월 1일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전문 62조로 된 설립 당
시「한국산업은행법」
은 설립목적을 국가의 경제안정과 장기 산업부흥 달성에 기여하는
데 두고 정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운영책임자를 정부에서 임면 감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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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한
국산업은행법(안)」
에 관한 정부자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산업은행은 실질적으로 재무부
장관의 통제 아래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금융통제권한의 일원화를 추구한
한국은행법 및「은행법」
의 입법정신에 배치되며 한국산업은행이 장·단기금융을 겸영
토록 하는 것은 건전한 은행경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한국산업은행
법」
은 이후 특수목적을 띠고 설립되는 은행들이 한국은행법 및「은행법」
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례가 되었다.
한편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1954
년 3월 제1회 산업부흥국채 50억환( )을 발행하였는데 동 국채는「산업부흥국채법」
에
따라 한국은행이 전액 인수하였다. 한국은행은 1954년 5월과 7월 그리고 1955년 발행
된 산업부흥국채도 전액 인수하였다.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장기 시설자금으로 공급되어 전재복구와
경제부흥을 뒷받침하였으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자금조
달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다. 선별적 금융지원 실시
6·25 전쟁이 끝난 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재복구와 악성 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두어짐에 따라 금융면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
되었다. 1951과 1952년「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준칙」
과「금융부문 자금운용세칙」
등을 개정하여 통화긴축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상황의 변화와 시중자금사정 등에
맞추어 금융기관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하였다.
전재복구 초기인 1954년에는 공적사업부문자금 시설자금 원조물자인수자금 및 생
필품 생산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생산시설의 조기복구와 국민생활 안정에 주력하였
으며 1955년 이후에는 부흥사업의 진전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금한도를 점차 증액하고
운전자금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조절하였다. 또한 중요기업체 생
산자금 융자제도, 소상공업을 위한 상업어음할인 특례조치, 증권금융 및 서민금융제도
등을 신설하고 중요기업체 및 중소기업체 생산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한도를 수차례에
걸쳐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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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기관 여신규제 강화
전재복구를 위한 재정투융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데 더해 금융
기관의 만성적인 초과대출 등으로 급격한 통화팽창 및 물가상승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
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방만한 여신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융자순위제, 금융기관
대출한도제, 융자 사전승인제 등 직접규제수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1953년 10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융자순위
제’
를 도입하였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각종 자금을 국민경제상의 중요도와 긴급성이
큰 순서대로 갑종 을종 및 병종 자금으로 분류하여 동 순위에 따라 대출 취급토록 하고
한국은행 재할인 취급에도 차등을 두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1953년 4월 금융기관 대출한도제를 부활시켜 갑종 을종 병종 자금
별로 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재할인한도와 금융기관 대출한도를 모두 규제하는 방식
을 채택하였다. 1954년 1월에는 자금종별로 설정하던 금융기관 대출한도 및 재할인한도
를 민간사업부문과 공적사업부문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한도설정 방식도 대출증가
에서 잔액기준으로 변경하였다. 1955년 7월부터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용을 위하
여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재할인최고한도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운
데서도 국가종합자금수급계획이 금융기관대출 중심으로 수립됨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
출최고기준액을 한국은행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여신규제가 지속되었다.
1955년 8월에는 전년도 정부예산의 이월집행으로 통화증가 압력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융자 사전승인제를 강화하여 모든 공적사업부문 자금 및 원조물자 인수자금과 건
당 1천만환( )을 초과하는 민간사업부문자금, 그리고 신용장 기준 수출집하자금은 금
융통화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대출한도제와 융자 사전승인제의 실시 등 여신에 대한 직접규제 강화는 전재복구와
더불어 대외불균형 최소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었다. 정부수립 직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
하는 원조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조선은행에 설치되었던 대충자금계정이 한국은행으로
승계되었는데 전쟁개시 당시 달러당 1,800원(圓)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전쟁중 외환사
정 악화로 적용환율이 1951년 11월 달러당 6,000원(圓)으로 높아지고 민간부분에 적용
되는 공정환율은 6,500원(圓)에 이르는 등 이중환율까지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
인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전후의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강력한 금융기관 여신규제

제1절 -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1950~61년)

357

를 통한 열악한 외환사정의 개선이 불가피하였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2월「경
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한미합동경제위원회 협약」
을 체결하고 대충자금 환율
과 공정환율을 달러당 180환( , 18,000圓)으로 대폭 조정하였다. 동 환율은 1958년 8
월 달러당 500환( )으로 다시 한 번 크게 조정되었다.

마. 지급준비 및 금리정책의 보완적 이용
6·25 전쟁 이후 금융기관이 여신재원을 한국은행 재할인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민간의 금리민감도가 낮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정책과 금리정
책 등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단은 대출한도제 등 직접통제수단의 보완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당시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를 공금예금 정기예금 기타예금으로 나누어 각각 30%
10% 20%가 적용되었는데 1954년 1월부터 경제재건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기타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이 15%로 인하되었다. 그 후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제 폐지에
따른 과도한 신용창출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1955년 8월과 10월 지급준비율이
각각 상향 조정되어 기타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이 25%까지 인상되었다. 1957년 4월
부터는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한국은행 재할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준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예금종류가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조정
되고 지급준비율도 각각 10% 및 20%로 인하되었다. 금융기관의 수지보전 차원에서 지
급준비제도 도입과 함께 실시해 온 지급준비예금에 대한 부리(附利)제도는 1957년 7월
시행이 중지되었다.
한편 금리정책에 있어서는 예금금리가 저축증대를 통한 장기 산업자금 확보를 위
해 1954년 5월 대폭 인상(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4.8%에서 12%로 인상)된 수준
이 1959년까지 유지되었다. 예금금리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큰 변동
이 없었다. 한국은행 대출금리의 경우 일변 1전 5리~2전(연 5.5~7.3%), 일반은행 대
출금리의 경우 3전 5리~5전(연 12.8~18.3%) 수준이 1959년까지 유지되었다. 다만 원
조물자 인수자금, 수출금융, 농업금융 등 특수자금에 대하여는 저율의 금리가 적용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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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정금융안정계획 실시와 경제안정
(1) 재정금융안정계획 수립 및 집행
전재복구사업이 일단락되고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형태로 전환
됨에 따라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1957년부터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경
제안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종래의 단편적인 물가안정대책과는 달리 통화량을
규제지표로 하고 재정 및 금융긴축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연간계획의 테두리내에서 분기별 및 월별 계획을 수립 집행하였다.
시행 첫해인 1957년에는 재정부문에서 국방비와 재정투융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
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차입 억제 및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징수 촉진 등을 통하여 통화
량 감축에 노력하였다. 1958년 들어서는 임시외환특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신설하
고 일부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산업부흥국채 발행시 한국은행
인수가 중단되었다. 금융부문에서도 일반금융기관의 여신증가를 저축성예금 증가액 범
위내로 억제하는 동시에 대출최고한도제와 융자 사전승인제를 계속 실시하여 자금의 양
적·질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금융면의 긴축 강화로 1957년 이후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이 모두
크게 둔화되었다. 재정금융안정계획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성장중시정책의 도
입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2) 경제안정 회복
1957~59년중 우리 경제는 재정금융안정계획의 시행과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등
에 힘입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생산이 크게 늘고 농업생산도 일기 호조
와 수리시설 확장 등에 힘입어 해마다 증산을 거듭하였다. 미곡생산은 1958년에 이어
1959년에도 해방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미곡풍작과 미국 잉여농산물의 대
량 도입으로 그동안 물가앙등을 주도해 온 곡물가가 하락하면서 서울도매물가의 상승률
이 둔화되었다. 1958년에는 해방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6.6%(연평균 기준) 하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휴전 이래 1955년까지 연평균 약 71%의 급격한 팽창률을 보여 오던 통화
량도 1956년부터 안정세를 보여 1959년에는 증가율이 9.0%로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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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제안정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금
융정상화에 노력하였다. 1958년「금융부문 자금운용세
칙」
과「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준칙」
을 통합한「금융
부문 자금운용준칙」
을 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
고 1959년 3월에는 재할인한도제와 금융기관 대출에 대
한 내시한도제(內示限度制)를 모두 폐지하여 저축성예
금 증가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여신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한
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을 전년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
였다. 아울러 1959년 7월과 11월 2차에 걸쳐 금리체계
를 간소화하고 재할인금리와 일반은행 대출금리간의 격
차를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재할인 의존도를 낮추고 금
리기능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한국은행 본관건물 복구 준공(1958. 1. 18)

3. 은행법 시행과 금융체계 정비
가. 은행법 시행
「은행법」
은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함께 공포되었으나 귀속주(歸屬株) 불하
와 증자 및 자산재평가 문제 등이 얽힌 데다 6·25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4년 3개월이
경과한 1954년 8월 15일 시행되었다.
「은행법」
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지급준비
금을 보유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하에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의 감독과 검사를 받
게 되었다. 제정 당시「은행법」
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기관은 장기금융업무와 단
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으나 장기대출의 최고한도는 장기성예금 수신규모 등을 고려
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동산투자의 억제, 투기자금 및
정치자금대출 금지, 편중융자 금지 등을 통해 자금운용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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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를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함으로써 은행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
도록 하였다.

나. 일반은행 민영화와 은행제도 정비
「은행법」시행에 따라 정부는 은행 귀속주의 불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
진하였다. 1954년 10월 한국은행과 관재청 재무부 등으로 구성된 불하추진위원회가 은
행 귀속주 불하요강을 발표하고 동 요강에 따라 은행귀속주 공매가 6차에 걸쳐 실시되
었으나 1인당 입찰주수와 양도를 제한하는 등 공매조건이 까다로와 모두 유찰되었다.
1957년의 제7회 공매에서 입찰주수의 제한이 철폐되면서 공매주 전액이 낙찰됨으로써
일반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은행법」시행으로 금융기관 점포행정을 맡게 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점포배치의
적정화와 경영개선에 주력하였다. 한국은행은 1954년 9월 한국신탁은행과 한국상공은
행을 통합한 한국흥업은행(1960년 1월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의 설립을 인가하고
1955년에는 각 금융기관의 적자점포를 대폭 정리토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
를 유도하였다. 또한 1959년 11월 19일 한국은행은 일반은행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으로서 기존의 4개 시중은행(조흥 상업 저축 흥업은행) 외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
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최초의 지방은행인 서울은행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한편 1956년 5월 농업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던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를 모체로 한
서울은행 신설 내인가(1959. 9. 18)

농업은행이「은행법」
에 의한 일반은행으로 설립되었으나 장기금융을 취급할 수 없고
한국은행의 여신통제로 농업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58년 3월「농업은
행법」
을 통해 농업금융 전담은행으로 재출범하였다.

4. 국제금융기구 참여
휴전후 우리나라는 전재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한 외국원조 도입을 원활히 하고 국제
통화금융 협력체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가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1952년 양 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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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문호가 개방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1953년 10월 양 기구에의 조속한 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뉴욕사무소로 하여금 이들 국
제금융기구 가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신청이 1954년 4월 16일자로 주미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해 5월 26일 한국가입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9월 26
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9차 IMF/IBRD 합동연차총회에서 한국은행 김유택 총재가 정부
를 대표하여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입이 절대다수의 지지로 승
인되었다.
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측
정할 통계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계산된 출자금
이 우리나라가 감당하기에 과도하다는 국내 여론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이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서 IMF(지분율 0.143%)와 IBRD(지분율 0.138%)에 각각 1천
250만달러씩 출자금을 납입하기로 타결지었다.
정부는 국제기구 가입에 필요한 법률제정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955년 8월 26
일「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IMF와 IBRD에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양대 국제금융기구의 정식가맹국이 되었다.
1955년 가입 당시 한국은행은 재원이 부족한 정부를 대신하여 출자금 일부를 대납하였
다가 이듬해 정부로부터 상환받았다.
IMF와 IBRD의 정식가맹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들 국제기구의 연차총회는
물론 각종 연수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어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획
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IMF협정문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956년부터 실시된 IMF
와의 연례협의는 외환제도 정립과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IBRD에 이어 1961년 5
월 국제개발협회(IDA)에도 가입함으로써 장기저리의 개발차관 도입과 해외민간자본 유
입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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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19 혁명 이후 금융운용 체계의 개선
가. 가격 현실화와 안정정책 견지
1960년 들어 3·15 부정선거, 4·19 혁명, 7·29 총선거 등 일련의 정치적 변혁과
정을 거쳐 8월 18일 집권한 민주당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자유경제체제를 바탕
으로 한 합리적 경제질서의 확립에 두고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서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
였다. 이는 앞선 자유당정부 하의 경제적 부패와 기업의 비합리적 경영 등 국민경제의
각종 폐해요소가 왜곡된 가격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관영요금과 환율의 현실화 조치가 잇따라 이루어졌다.
재정정책면에서는 재정금융안정계획의 테두리내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는데 정
치적 사회적 격변으로 재정투융자 등의 세출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일반재정
부문에서 전례없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서
도 거액의 통화환수가 이루어졌다. 1961년 예산에서는 재정투융자 확대, 공무원 봉급
인상, 농어촌 고리채 정리 등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지출규모를 확대 편성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나. 금융운용체계 개선
1960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별 금융기관 대출한도제를 다시 도입하였다. 이
는 저축성예금 증가액 범위내에서의 대출증가가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것
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예금과 대출간 계절적 불일치로 인하여 오히려 탄력적 자금운용
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대출한도제 부활과 함께 재할인한도제를 폐지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재할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금융부문 자금운용에 관한 임시조치」
를 폐지하여 1955년 8월부터 실시되어
온 거액융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중단하였다. 또한 복잡다기한 우대자금제도
를 대폭 정비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1960년 7월에는 콜시장의 육성을 통해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재할인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하여 콜론을 일반은행 대출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중은행의 지원실적이 저
조하였던 대충자금에 의한 생산업체 운영자금중 15억환( )을 농업은행에 이관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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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자금으로 융자하도록 하였다. 1961년 4월에는 적금대출 및 적금담보대출을 금융
기관 대출한도 이외로 취급토록 허용함으로써 서민금융을 원활히 하고 서민계층의 저축
유인을 강화하였다.

다. 외환제도 개편
국제수지 불균형이 지속되고 무상 경제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수출 확대와 자
립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외환·무역제도면의 보완책을 강구하였다. 먼저 가격 현실
화 조치의 일환으로 1960년 2월 23일 달러당 500환( )에서 650환( )으로 인상되었던
공정환율을 1961년 1월 1일 1,000환( ), 동년 2월 2일 1,300환( )으로 각각 상향 조정
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환율을 중심으로 원조자금 배정환율, 정부보유외환 공매환율 등
환율현실화 보도기사(1961. 2. 2, 조선일보)

가득원천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었던 복수환율을 단일환율로 통합하였다. 공정환율은
기본율(달러당 1,250환( ))과 증서율(달러당 50환( ))로 구성되고 이 양자를 합한 은
행률을 모든 외환거래에 적용하였다. 외환관리면에서도 외환예치집중제와 더불어 매상
집중제를 병행 실시하였다. 거주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 외환을 한국은행에 매각 집
중토록 하고 비거주자와 선박회사 항공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외화
예치를 허용하였다.
정부가 대일통상을 재개함과 동시에 무역계획상 자동승인 품목의 확대, 무역업자 자
격유지조건의 완화 등을 통해 수출촉진과 국제수지 개선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은행
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1년 2월「무역금융규정」
을 폐지하고「수출금융
규정」
을 제정하여 무역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령하거나 수출신용장의 수령이 확실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90일 한도로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수
출금융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60년 1월 1일「외자도입 촉진법」
이 공포 시행되었으나 연중에는 민간외자 도
입실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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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6 군사정변과 재정·금융의 팽창
가. 성장우선정책으로의 전환
우리 경제는 4·19 혁명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듬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남에 따라 또 한번 급격한 변혁을 겪게 되었다. 군사정변의 충격으로 생
산 투자 및 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예비적 현금통화수요가 급증하
여 예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금융기관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정책 기
조를 안정우선정책으로부터 성장우선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61년중 3차에 걸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고 통화신용 및 외환부문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정책기조의 전환으로 1961년 8월 이후 생산활동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도매물가 상승률은 곡
물 풍작 및「물가동결령」등에 힘입어 10%대에 머물렀다.

나. 민간저축동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지원
재정금융면의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이 투자자금으
로 이어지도록 1961년 7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0.1%에서 15.0%로 인상하였
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4·19 혁명 이후 예금 격감으로 인한 일반은행의 만성적인 지
급준비금 부족 상태를 개선하고 저축성예금 금리의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61년 7월 요구불예금의 지급준비율을 20%에서 14%로 인하하고 종
래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에 한해서 인정하던 현금보유(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25%)를 저축성예금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도 인정하였다.
한국은행은 1961년 7월 그동안 일반은행의 금융부문 대출최고한도중 일반자금한도
에 포함되어 있던 상업어음 할인자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기업운영자금이 확대
공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1961년 2월 환율인상 및 경기침체로 원조물자의 소화가 부진
한 데 대응하여 원조물자 구매자금융자를 금융부문 대출최고한도 외로 취급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9월 및 10월 2차에 걸쳐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융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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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밖에 은행보유달러에 의한 원자재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1961년 10월 수입신용
장 개설시 보증금을 전액 외화로 징구하던 것을 환( )화 보증금과 시중은행 지급보증
으로도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제1회 통화안정증권 발행
1961년 2·4분기까지 지급준비금 부족을 보였던 일반은행은 경제전망의 불투명으
로 자금수요가 둔화된 데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급증,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3·
4분기부터 거액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반은행은 대출최고한도제 때
문에 여신확대가 어려워 거액의 여유자금을 현금형태로 보유하게 되어 수지면에서 작지
않은 압박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활용방안으로서「은행
법」제15조에 의한 위험자산 보유한도 및 대출최고한도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통화안정
증권의 발행이 모색되었다.
정부는 1961년 11월 1일「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을 제정 공포하였다. 동 법은 통
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의 10% 범위내에서 발행하되 동 증권의 할인율 상환조건 만기일
등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에는 환매 또는 만기일 이전에 추
첨상환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은행은「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
을 제정하여
동년 11월 16일 할인율 연 8%, 만기 91일의 조건으로 36억환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
행하였다.

제1회 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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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공업화 진전과 성장금융체제 확립
(1962~71년)

1960년대 들어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정치 사회
적인 대변혁을 겪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원조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
한 여건하에서 정부는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50년대말부
터 논의되어 왔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제도
면에서 1961년 6월 부정축재자가 소유한 일반은행 주식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주주 의
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일반은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2년 5월에
는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정부주도형 성
장금융체제를 확립하였다.
정부는 시중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과잉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1962년 6월 긴급통화
조치인 통화개혁을 단행하였다. 긴급통화조치 이후 유통기능의 마비 등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자 예금동결 조치의 완화와 함께 통화금융면에서 적극적인 경기확장 정책
을 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동성의 급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원조규모 축소와 수입
증가로 외환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63년 들어 제1차 경제개
발 5개년계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7.1%에서 5.0%로 하향 조정함과 아울러 재
정안정계획을 부활시켜 재정금융면에서 긴축을 실시하고 물가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
정책의 방향을 안정성장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1964년에는 환율을,
1965년에는 금리를 각각 현실화하여 환율과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외환정
책과 통화금융정책 수단을 개선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성장의 기틀을 다진 우리 경제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인 1967~71년중 공업화의 진전과 선진국 경제의 호황, 월남전 등 해외
여건의 호전이 맞물리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9.3%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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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중의 경제정책은 대외거래 확대와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제도를 개
편하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금융국제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 경제개발계획 시행과 정부주도 금융체제 도입
1962년 1월 군사정부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은 1961년 정부의 요청에 의
거 한국은행이 초안을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통화금융정책에 대
한 정부의 간여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과정이 생략된 채 1962년 5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되어 5월 24일자로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그 권한도 통화신용 및 외
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으로 축소되었다.
둘째, 한국은행의 외환정책과 외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은행법상의 관계조항
을 대부분 삭제함으로써 외환정책수립 및 외환관리기능이 정부로 귀속되었다. 셋째, 금
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신설되고 동 재
의요구 부결시 각의에서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금융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정부에
귀속시켰다. 넷째,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사권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예산과
결산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앞서 각의의 의결절차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은행의 금융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1962년 5월 은행법
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의 운용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래의 100분의 10에서 150분의 10으로 인하하는 한편 법정자본금을 인상하고 적립금
적립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충실화를 도모하였다. 일반은행의 장기금융업무
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주식 또는 만기 3년 이상의 사채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종전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였다.
정부는 1961년 6월 부정축재처리법에 의거 1957년 민영화 이후 소수 재벌에 의해 지
배되고 있던 일반은행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었다. 이와 함께 1961년 7월 특수은행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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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으
로 발족되었으나 일반 예금·대출업무뿐 아니라 외국환업무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상업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감독을 모
두 받게 되었다.
1961년 12월에는 서민금융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국민은행법」
을 제정하고
1962년 2월 당시 우리나라 최대 무진(無盡)회사인 한국무진회사와 중앙무진회사를 합
병하여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특수은행인 국민은행을 발족시켰다. 정부는 국민은행의 운
영이 부진하자 1962년 12월 새로운「국민은행법」
을 제정하여 동 법에 의한 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1961년 8월에는 농업은행의 신용업무와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통합
하여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발족시켰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도 크게 개편하였다.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문한 개편안
은 자본금의 증액, 투자업무와 외자차입 및 채무보증업무의 신설,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불량기업체 채권의 성업공사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허용과 대출활동의 방만화를 가져올 성업
공사 신설 등에 반대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1961년 12월「산업은행
법」
이 개정되었다.

2. 통화개혁과 종합안정대책 시행
가. 증권파동과 증권금융 지원
1962년 4월「증권거래법」
이 시행되어 증권거래소가 공영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
뀌면서 증권거래소 주식을 중심으로 증권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5월 들어 증권투기가
더욱 심화되자 정부는 주식물량의 공급을 늘렸으나 오히려 투기규모만 확대시켜 이른바
증권파동으로 일컬어지는 수도결제(受渡決濟) 불능사태가 발생하였다.
수도결제자금 부족현상은 증권시장이 과열을 보이던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증권거래법」
상 청산거래의 수도결제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증권거래
증권파동 당시 증권거래소

소가 재무부장관에게 수도결제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많은 논란 끝에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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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적으로 80억환을 조달하고 한국은행이 총 380억환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증권파동은 한국은행법의 개정과 함께

인 투기과열로 빚어진 수도결제 부족자금을

유창순 총재가 퇴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앙은행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유창순 총재는 증권파동이 일어난 직후인 4

반대하였고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한국은행

월 18일에 20억환의 융자승인안이 처음으로

법의 개정에도 뜻을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히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에는 증권

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사표는 5월 26일자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로 수리되었고 같은 날에 당시 제일은행장

것을 인정하고 승인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이었던 민병도씨가 한국은행 제7대 총재로

그 후 다시 30억환을 요청해오자 비정상적

취임하였다.

나. 통화개혁 단행
정부는 1962년 6월 9일 긴급통화조치법을 공포하고 다음 날인 6월 10일 제3차 긴급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5·16 이후 재정금융면의 확장정책에 의하여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인플레이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아울러 퇴장자금을 끌어내어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6월 10일부터 환( )
화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고 호칭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한 원화를 법정통화로 발행하
는 한편 6월 17일까지 모든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보유한 환화와 어음 수표 등 각
종 지급수단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정부는 6월 16일 후속조치로서「통화개혁과 관련한 긴급금융조치법」
을 공포하여 6
월 18일부터 모든 환화표시 금액을 원화표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신규 예금은 물론
기존 예금에 대해서도 봉쇄계정에 동결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봉쇄계정에 묶인 자금은
통화개혁 후 6월 이내에 설립될 예정인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체하고 동 주식에
대해서는 연 15%의 배당을 정부가 보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통화개혁의 후유증으로 유통기능이 마비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
이 크게 위축되는 등 제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예금봉쇄의 완화조치가 불가피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봉쇄예금을 담보로 한 긴급융자를 실시하는 한편 상업어
음 할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는 등 통화공급을 크게 확대하였다. 봉쇄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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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긴급통화조치시 화폐교환 모습(1962. 6. 10)

에 대한 100%의 지급준비율 부과로 금융기관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요구불예금
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종래의 14%에서 법정최저율인 10%로 인하하고 6월 1일부터 소
급하여 실시하였다. 정부는 7월 13일「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
치법」
을 공포하여 봉쇄계정의 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하였다. 이로써 통화개혁은 부동
자금의 산업자금화, 퇴장자금의 인출 등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인 부작
용만 초래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통화공급 확대와 봉쇄예금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화폐 호
칭단위의 절하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가세하여 물가가 급등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
여 정부는 가격통제 대상품목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8·13 물가안정조치’
를 발표하였
다. 한국은행도 지급준비율을 재인상하고 상업어음할인한도를 부활하는 등 적극적인 통
화환수대책을 시행하였다.

다. 종합안정대책 시행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연도인 1962년 우리 경제는 통화개혁의 실패에 따른 산
업활동 위축과 농산물 흉작으로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963년 들어서는 통화개혁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급된 유동성이 누적되고 농
작물의 공급부족이 나타남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였다. 또한 미국의 원조가 예상외로 축
소되어 외자도입이 차질을 빚게 된 반면 개발투자용 자재와 식량 수입에 필요한 외환수
요가 급증하여 외환보유액이 격감하고 환율이 급등하였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과 외
환위기로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상의 경제성장목표를 연
평균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5·16 이후 중단하였던 재정안정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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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집행을 1963년 4월 재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재정투융자 규모를 축소하였다.
외환 및 무역정책면에서는 수출입 링크제와 쿼터제를 실시하여 수출 촉진과 수입 억제
를 도모하고 장단기 무역신용 및 장기자본 도입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은행은 1965년 금리현실화 이전까지 대출최고한도제에 주로 의존하여 통화금
융정책을 운용하였으며 금리 및 지급준비율 정책은 보완적으로 이용하였다.
1963년중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연간 통화
증가를 5% 이내로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부문의 분기
별 여신증가한도를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종전에 한도외로 취급할 수 있었던 상업어음
할인과 적금관계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4년 들어서도 물가상승압력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금융정책의 기본방
향을 총수요 관리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보에 두고 농업관계자금 공급에 다소의 신축성을
부여한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자금의 추가공급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한정된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운전자금의 업종별 융자순위제를 부활하여 3월부터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화금융정책의 긴축기조는 1964년 5월 3일 환율의 현실화 조치와 외환제도
의 변경을 계기로 수출산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면서 다소 완화되었으나
1965년 9월의 금리현실화조치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3. 환율 현실화와 외환제도 개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정부는 자립경제 달성의 관건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은 1961년 4
천만달러에서 1963년 9천만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나 공정환율이 실세환율과 괴리되어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외환사정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외환보유액은 1961년말 2억달러에서 1963년말 1억 3천만달러로 감소하였다.
한편 정부는 1963년부터 수출실적 없이도 수입할 수 있는 자동승인품목을 전부 폐지
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수입권리를 얻을 수 있는 수출달러에 막대한 프
리미엄이 붙고 공정환율과 실세환율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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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증권파동이 제6대 유창순총재가

및 지급능력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사표를 내게 된 동기였다면 1963년 외환위

이와 더불어 재무부가 은행감독원을 정부로

기와 한국은행법 개정 움직임은 제7대 민병

이관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려고 하

도 총재가 한국은행을 떠나게 된 원인이 되

자 민총재는 감독원의 이관을 반대하는 금

었다. 외환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민병도 총

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답신서를 공개하고

재는 당시 외환을 담당하고 있던 김성환 이

1963년 8월 3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같

사로 하여금 정부에 대하여 급박한 외환사

은 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있었던

정을 설명하게 하는 한편 별도로 대정부 건

이정환씨가 제8대 총재로 취임하였으나 이

의서를 제출하여 외환위기를 환기시켰다.

총재는 12월 7일에 민정 이양과 더불어 퇴

이러한 외환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하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김세련씨가 제9

정부는 지급능력을 무시한 차관사업과 수입

대 총재로 취임하였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신용장 개설을 계속 추진하였는데 그 한 예

4·19 혁명 이후 제3공화국 등장시까지 3년

가 이탈리아 및 프랑스 중고어선 도입차관

반 동안 5명의 총재가 바뀌는 격동의 시기

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급보증 문제였다. 한

를 보냈다.

국은행은 동 차관의 도입을 경제적 타당성

정부는 왜곡된 환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3일 공정환율을 달러당 130
원에서 255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환율운용방법을 고정환율제로부터 외환시장에
서 거래되는 외환증서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단일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외환제도면에서는 외환매입집중제 대신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여 거주자가 외국환은
행에 외환 또는 금을 매각하는 대가로 매매가능한 외환증서(유효기간 15일)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였다.
5·3 조치의 핵심적 내용인 단일변동환율제는 수입쿼터 상존, 외환증서시장 미형
성, 외환시장조작기금 미확보 등 제반 여건의 미비로 1965년초까지 시행되지 못하였으
나 환율인상 조치는 즉시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은 1964년 5월까지 월
평균 7백만달러 수준에서 6월 이후 연말까지 월평균 1천 2백만달러로 연간으로 전년대
비 37% 증가한 1억 2천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국제수지가 크게 개
선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하였다.
외환사정이 호전되면서 1964년 4·4분기부터 수입쿼터 대상품목이 대폭 줄어들면
환율현실화 조치 보도기사
(1964. 5. 4, 동아일보)

서 물가가 안정되었다. 정부는 1965년 3월 19일 IMF로부터 외환증서시장 조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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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금으로 930만달러의 대기성차관이 확보됨에 따라 3월 22일 단일변동환율제의
시행을 공포하였다.

4. 금리 현실화와 금융규제방식 개선
가. 금리 현실화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재정투융자가 늘어나고 은행여신이 확대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면에서 균형재정의 확립으로
통화증발을 억제하는 한편 금융면에서 금리 현실화를 통해 민간저축을 증대시켜 산업자
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1965년 9월「이자제한법」개정으로 법정이자율 상한이 종래의 연 20%
에서 36.5%로 대폭 인상된 데 발맞추어 9월 30일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전면적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수신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이 연 15%에서 대출금리 최고
이율보다 높은 연 30%로 인상되고 기타 수신금리도 이를 상한으로 하여 기간별로 상향
금리현실화 조치 보도기사
(1965. 10. 1, 조선일보)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내자동원에 주안점을 두고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게 결정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지상태가 악화되자 한국은행은 1965년 10월부터 1966년 3월까
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해 3.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수
지를 보전해 주었다.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수은행의 대출금리도 금리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같은
해 9월말과 10월초에 걸쳐 부분적으로 인상 조정되었다. 특수은행이 취급하는 재정자금
의 대출금리 인상폭이 금융자금 대출금리 인상폭에 미치지 못하여 금리현실화 이후 정
책금융과 일반금융간의 금리차는 더욱 확대되어 정책금융에 대한 가수요 또는 초과수요
를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금융규제방식 개선
한국은행은 금리현실화와 함께 금융규제방식을 종래의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 중심
으로 전환하였다. 1965년 9월 30일 그동안 실시해 온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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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율정책을 통화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삼는 한편 재할인의 양적 조절과 통화안정
증권 매매조작을 단기적인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은행은 수출신장과 내외금리차에 따른 외자도입의 급증으로 해외부문을 중심으
로 통화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응하여 1965년 12월과 1966년 2월 2차에 걸쳐 지급준
비율을 장기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10%에서 15%로,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16%에서
35%로 대폭 인상하였다. 지급준비율 인상의 보완조치로서 1966년 3월에는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할인율 연 5%, 만기 91일의 제2회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였다.
1966년 2·4분기 들어서도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자 4월에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5월부터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여유자금
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토록 하였다. 9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를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다시 증액한 데 이어 10월부터 한계지급준비율제
도를 도입하여 9월 하반월 예금평잔 기준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5%, 요구불예금 증가
액의 50% 해당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였다. 한국은행은 1967
년 3월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
장조작 등의 전통적 정책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통화안정계정은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레

않은 환경에서 공개시장조작과 유사한 기능

일리아 핀란드 등에서의 특별계정 또는 특

을 발휘할 수 있는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이

별예금에 연유하며 동 계정의 설치는 스탠

단기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

포드대학의 걸리(J. G. Gurley)와 쇼(E. S.

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Shaw), 예일대학의 패트릭(H. T. Patrick)

통화안정계정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

교수의‘한국의 금융발전에 관한 보고서

서 한국은행법상 동 계정의 설치 운용에 관

(Outline of Report on Financial

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Development in Korea)'에서 비롯되었다.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한국은행법 제7

한국은행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외국의 제

조의 금융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

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 검토하여 통화안

로 하여 채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1977

정계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정통적인 공개

년 제4차 한국은행법 개정시 법 제92조에 통

시장조작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화안정계정의 설치 근거가 명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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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계정은 성격면에서 지급준비제도와 유사하나 운용면에서는 단기적인 이체
조작을 통하여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효과가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에 예치
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의 설치에 따라 일반은행의 일부 여유자금을 농협중앙회
등 특수은행에 예치토록 하였던 조치와 한계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하였다.
금리정책면에서는 1965년 9월의 금리 현실화 이후 문제점이 되어 온 역금리체계를
시정하고 기업의 과중한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68년 4월과 10월, 1969년 6월
3차에 걸쳐 금융기관 금리를 인하하였다.

5. 고도성장과 금융제도의 확충
가. 금융제도의 확충
우리 경제는 그간의 안정정책에 힘입어 1965년부터 도매물가 상승률이 10% 이하로
낮아지고 1966년에는 12.1%라는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이러한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제도의 확충·개편을 추진하였다.
1967년 3월 한국산업은행에서 취급하던 주택자금을 인수하여 주택금융을 전담하는
주택금고가 설립되었다. 자본금 1백억원으로 발족한 주택금고는 1969년 1월 한국주택
은행으로 개칭되었으며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반 예금대출업무도 취급하였다.
1967년 10월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
은행과 부산은행이 순수 민간출자 지방은행으로 설립되었다. 이어 1968년 충청은행 광
주은행, 1969년 제주은행 경기은행 전북은행, 1970년 강원은행 경남은행, 1971년 충북
은행이 설립되었다.
1968년 12월에는 신탁업 전업기관으로서 한국신탁은행이 설립되었다. 은행법에 의
하여 설립된 이 은행은 종전까지 시중은행이 겸영하여 온 신탁업무를 분리하여 전담하
는 한편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반은행 여수신업무도 영위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 및 외자도입 확대와 더불어 경제의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금융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1967년 1월「한국외환은행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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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외국환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한국외환은행이 한
국은행 출자로 설립되고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외환 수출입
업무 등 대민간업무가 한국외환은행으로 이관되었다.
1967년 2월 종래 을류 외국환은행이던 시중은행이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승격되어 외국금융기관과 직접 환거래계약
을 맺고 대내외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69
년 5월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을류 외국환업무를 취급
하게 되었다. 동년 7월에는「한국수출입은행법」
이 제정되
었는데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이 정식 발족되기까지 한국
한국외환은행 설립에 따른 자산·부채 인계 조인식(1967. 1. 30)

외환은행이 업무를 대행하였다.

그리고 1967년 5월 미국의 체이스맨해턴은행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해 미국
의 퍼스트내쇼날시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일본의 도쿄은행과 미쓰비시은행
의 국내지점이 설립되었으며 1968년에는 영국의 차타드은행 지점이 설립되는 등 외국
은행 진출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1968년 9월에는「한국산업은행법」
이 개정되어 자본금이 2백억원에서 7백억원으로
증액되고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
1969년 8월에는 자본금이 다시 1천 500억원으로 증액되고 출자기업에 대한 관리기능
도 추가되었다. 1968년 3월과 7월에는「중소기업은행법」
과「국민은행법」
이 각각 개정
되어 이 은행들의 자본금이 증액되었다.
한국은행은 한정된 금융자금이 수출산업 기간산업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도록 금융
제도를 개선하였다. 1966년 10월「선수출금융규정」
을 제정하여 수출금융 융자대상에
무신용장 지급인도(DP)방식, 인수인도(DA)방식 등 선수출방식 수출도 포함시켰다.
1967년 5월에는 외화획득을 위한 원자재와 주요 산업시설의 기자재를 수입하는 데 필
요한 외화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외화대출취급규정」
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
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내수용 물자의 수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수입금융규정」
을 제정하였다. 1969년 5월에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수출용 원
자재 생산자금 융자취급규정」
을 그리고 9월에는 농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농수산물
체이스맨해턴은행의 한국내 지점
설치내인가(1967. 4월)

수출준비자금 융자취급규정」
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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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자도입 확대
정부는 원조 규모가 축소되는 데 대하여 1962년「외자도입법」
을 제정하고 1965년
IMF와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66년 한일협정 체결과 함께 새로운「외자도입법」
이 제정된 후 민간 상업차관을 중심
으로 외자도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저축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자는 투자 확대와 외환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
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증발로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현저한 내외금리차로 인하여 경제
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차관 도입으로 일부 차관기업의 경영부실화 등을 야기하였다.
정부는 외자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힘썼
다. 우리나라는 IMF, IBRD 및 IDA에 이어 1964년 3월 국제금융공사(IFC), 그리고
1966년 8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각각 가입하였다.
한편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협정 체결에 따라 통화신용
정책에 관한 협의의무가 부과되었다. IMF는 1966년 협의시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순국내자산을 일정한도 내에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1967년 협의시에는
본원통화의 규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1969년 하반기에 통화관
리 중심지표를 종래의 통화량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였다.
이 밖에 미국 서독 일본 등 선진 9개국과 IMF IBRD UNDP 등 3개 국제기구로 구성된
대한국제경제협의체(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Korea;
IECOK)는 1966년 12월 제1차 총회를 파리에
서 개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개발계획 지
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차관조건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6. 경기 과열과 안정화대책 시행
196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
김세련 총재 IMF 연차총회 참석(196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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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

화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확대되는 등 경기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안정성장 회복을 위해 1969
년말부터 1971년초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종합안정화대책을 실시하였다. 한
국은행도 통화금융정책을 긴축기조로 운용하였다.
정부는 1969년 11월 외자도입 억제, 정부지출 절감, 물가단속 강화, 통화공급 억제
경제안정화 종합대책 보도기사
(1969. 11. 3, 동아일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안정기조의 확립이라는 정책방향을 명백
히 한 데 이어 다음해 1월 1970년도 경제시책 12개 원칙을 수립하여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은 1968년 상반기중 일반은행에 대해 대출한도 및 재할인한도제
를 실시하여 방만한 대출운용을 규제한 데 이어 1969년 7월부터는 지급준비금 부족 은
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긴축의지를 나타내었다. 통화관리방식에 있
어서도 1970년부터는 종래의 본원통화 조절을 통해 통화공급을 규제하는 간접규제방식
에서 금융기관의 국내신용을 직접 관리하는 직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종합안정화대책 및 긴축적 통화금융정책의 시행으로 경기과열이
진정되었으나 국제통화제도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8%대로 둔화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71년 미국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미달러화의
금태환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치와 함께 달러화를 평가절하하였으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
는 환율을 유동화시켰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통화로서 미달러화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각국 통화간 평가체계에 혼란이 초래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호주
의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무역 신장세가 위축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인
하, 지급준비율 조정, 선별적 금융지원 강화 등 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1971년 6월 금융기관의 여수신 최고이율과 한국은
행 여신이율을 1.5~2.0%포인트 인하하고 같은 해 2차에 걸쳐 금융기관 평균 지급준비
율을 21%에서 13%로 낮추었다. 또한 8월에는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
자기간 연장, 융자비율 인상 등 수출지원금융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장기자금의 원활
한 지원을 위하여「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
을 제정하고 단기운전자금 공급 확대
를 위하여 상업어음제도를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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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제도금융의 미흡
으로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기업의 재무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 정부는 1972년 8월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여 기업의 사채부담을 획기
적으로 낮추었다.
8·3 조치와 더불어 1972년 8월「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
법」등 이른바 사금융 양성화 3법이 제정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같은 해 12월「기업
공개촉진법」
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융산업의 중추를 이루
어 온 은행의 체질개선에 노력하였다. 부실채권 정리와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통해 은
행의 자립경영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1973년 한국상업은행 민영화를 계기로 시중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였다.
1973년말 제1차 석유파동 발생으로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 물가급등,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1974년 1월「국민생
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를 단행하였다. 한국은행도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등 제한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물가상승세가 점차 둔화되었으나 경기
부진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1974년 12월「12·7 특별경제조치」
를 단행하여 국
제수지의 개선과 경기회복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1973년 들어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화학공업 금
융지원을 위해 1974년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고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였
다. 한국은행도 금융자금이 중화학공업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선별금융
지원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과 함께 1976년 다시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였다. 1977
년에는 수출이 1백억달러를 돌파하고 중동건설에 따른 무역외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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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지가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 개선은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으로 이
어지면서 부동산 투기, 주식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1978년 들어 재정긴축을 통해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애로가 심한
일부 원자재를 대상으로 부분적인 수입자유화를 실시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추진
하였다.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지급준비율과 여수신금
리를 인상 조정하는 등 일련의 긴축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의 상승세 지속, 임금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
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9년 4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과감한 안정화대책을 시행하였다. 한국은행도 여신규제를 강화하고 통화안정증권
의 대민간 실세금리 발행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말 총통화 증가목표를 지키기 위하여 적
극 노력하였다.

1. 8·3 긴급경제조치
가. 8·3 긴급경제조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는 공업화와 수출증대에 주안점을 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
국내자본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금 수요가 발생하고 그 결과
유동성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
었다. 또한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제도금융권의 자금공급
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고금리 사채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업체
질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을 공포하고 다음날
부터 시행하였다. 이른바 8·3 긴급경제조치의 주요 내용은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의 8·3조치 관련 기자회견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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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972년 8월 2일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모든 사채를 관할세무서 또는 금
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사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의 새로운 채권채
무관계로 전환하였다. 이자는 8월 3일부터 1개월마다 지급하며 이자율은 월 1.35%(연
16.2%)로 하되 당초 이자율이 월 1.35% 미만인 경우에는 종래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2천억원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단기대출금 잔액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의 장기저리대출로 대환하도록 하였
다. 대환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이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
8·3 조치 보도기사(1972. 8. 3, 경향신문)

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중소기업 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억원씩 출
연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새로 설치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해 1972년 8월 3일 이후 5
년간 대출금 잔액의 0.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으로써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넷째, 한국산업은행에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중요 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기업의 특별감가상각률을 30%에서 40~80%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의 투자공제율을 올리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합
리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였다.
다섯째,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던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도로정비 사업비를 매년 경제여건과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8·3 긴급명령과 함께 부수조치로서 5개항의 당면 경제시책이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환율을 1달러당 400원선에서 유지시키는 한
편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물가상승률을 3% 내외로 안정시키며 1973년도 예산
규모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었다.

나. 8·3 긴급경제조치와 한국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은 8·3 긴급경제조치중 금융관련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특별
금융조치에 따른 대출업무 취급규정」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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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금융채권을 연리 5.5%로 인수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금융
기관이 장기저리대출로 대환하면서 회수한 단기대출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통화증
발을 방지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사채 정리 이후 예상되는 중소기업 자금난 등
시중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연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869억원의
단기자금을 공급하였다.
시중은행에 게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융자 안내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8월 3일자로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최고이율」
과「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
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금
리인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5년 9월의 금리 현실화조치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인하로서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를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였다.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과 금융기관의 수지
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와 정기예금금리를 각각 3.5%포인트 및
4.8%포인트 인하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에 있어서 우대적격업체 관
련 어음에 대해서는 한도배정뿐만 아니라 금리도 차등을 두었다. 한국은행은 재할인 대
상어음에 대하여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연 13.0%의 금리를 적용하였으나 8·3 금리인하
조치 이후 우대적격업체 관련 어음에는 연 9.0%, 기타 어음에는 11.0%의 금리를 각각
적용하였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종래의 담보위주 대출방식을 지양하고 신용
대출을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새로운 기업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8·3 조치로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늘어난 데다 정부부문과 해
외부문도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1972년 12월과 1973년 5월 2차에 걸쳐 금융
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를 늘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였다.

2. 금융구조의 다변화와 금융의 효율화
가. 사금융 양성화와 비은행금융기관 설립
기업의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단행되었던 8·3 긴급경제조치는 금융제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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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면서 기존 사
채시장을 정리함과 아울러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권 내로 흡수하기 위
하여「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 이른바‘사
금융 양성화 3법’
을 제정·공포하였다.
「단기금융업법」
은 시중의 거액 사채자금을 흡수하여 기업 단기자금
사금융 양성화 3법 보도기사(1966. 4. 23, 매일경제신문)

으로 공급하는 한편 단기금융회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
기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상호신

용금고법」
은 사금융조직인 서민금고 및 사설무진(私設無盡)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서민금고와 사설무진이 사실상 제도금융권과 비슷한 형태
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대하여 제도
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신용협동조합법」
은 도시영세민과 농어민
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신용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 법의 제정으로 신용
협동조합 마을금고 농수협상호금융 등과 같은 협동조합이 탄생하였다.
사금융양성화 3법의 제정으로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설립
된 이후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한 새로운 비은행금융기관도 잇따라 설립되었다. 1973년
12월 기업의 설비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시설대여산업육성법」
을 제정하여
자금 대신 시설을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1974년 8월
증권투자의 대중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증권투자신탁 전업회사를 설립하였다. 1974년
12월에는 종래 다기화되어 있던 신용보증제도를 통합하여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확충할 목적으로「신용보증기금법」
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의 추진으로 외화자금 수요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 차원의 중장기 상업차관 도입을 촉진할 목적으로 1975년 12월「종합
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하였다. 1976년 7월에는 연불거래방식에 의한 자본
재 수출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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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비은행금융기관 설립현황
금융기관 1)

근거법규 2)

설립연도

비

고

신용협동조합(861)

1972

마을금고(39,265)

1972

농수협상호금융(374)

1972

투자금융회사(15)

1973

단기금융업법(1972. 8월)

상호신용금고(193)

1973

상호신용금고법(1972. 8월)

국민투자기금(1)

1974

국민투자기금법(1973. 12월)

시설대여회사(3)

1974

시설대여산업육성법(1973. 12월)

투자신탁회사(1)

1974

증권투자신탁업법(1969. 8월)

한국투자공사에서 겸영하던
것을 전업회사로 설립

신용보증기금(1)

1976

신용보증기금법(1974. 12월)

법제정 이후 1976년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업무대행

종합금융회사(6)

197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75. 12월)

한국수출입은행(1)

1976

한국수출입은행법(1969.7월)

주 : 1) (
2) (

신용협동조합법(1972. 8월)

법제정 이후 1976년까지
한국외환은행이 업무대행

)내는 1979년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수
)내는 해당 근거법규의 제정연월

나. 자본시장 육성
정부는 금융산업의 근대화와 금융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기업의 직접금
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기업공개촉진법」
을 제정하는 등 자본시장 육
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동 법을 근거로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등을 공개대상법인으로 지정하여 우량증권의 공급기반을 확충하였으며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공시제도도 마련하였다. 또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상장회사 및 공개법인에 대한 우대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증권회사의 대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였다.
1974년에는 이른바 5·29 조치를 계기로 대한금융단(大韓갏融團)이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소속기업의 공개시한을 지정한 뒤 동 시한내에 기업공개가 부진할 경우 금융지
원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이 체결·시
행되고 일반투자가의 증권투자를 대행하는 증권투자신탁 전업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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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거쳐 증권시장은 장기 산업자본 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
건을 갖추게 되었다.

다. 국민투자기금 설치 운용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본
의 회임기간(懷妊期間) 또한 장기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설비금융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내에서 효
과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국민투자기금법」
을 제정하였다.
동 기금은 국민투자채권의 발행, 정부로부터의 전입 또는 예탁 등으로 조성된 자금
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화학공업 등「국민투자기금법」
에서 정하는 중요 산업에 융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기준, 연도별 조달운용계획, 결산보고, 기타 국민투자기금에 관
한 중요 사항은 국민투자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기금의 관리
운용은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되 기금재원의 주요 조달수단인 국민투자채권의 발행 및 상
환을 비롯한 실무는 한국은행에 위임하였다.

라. 금융정상화 추진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일변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금융산업
의 중추를 이루는 시중은행은 본연의 단기 상업금융 이외에 각종 정책금융을 취급하였
을 뿐 아니라 국공채와 금융채의 인수를 통해 개발금융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처럼 은행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은행
의 공익성이 강조된 반면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었으며 그 결과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경
영수지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1969년말부터 실시된 종합경제안정
화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대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 3월 한국은행은「금
융업무쇄신 8개 원칙」
을 수립하고 금융기관 관리기업체 주식의 매각을 통해 은행자산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업적을 경영실적에 따라 평
가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1971년중 2차에 걸쳐 5개 시중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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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만성적인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을 정리하도록 은행에 강력히 권고함과 동시
에‘금융인 실천요강’
을 마련하여 책임경영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전 금융기관에 대
하여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부실채권 정리를 독려할 목적으로 금융
단협정에 의해 기업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72년에는 기업합리화위원회에 대신
하여 한국은행내에 여신관리실을 신설하여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담하고「금융기관 불
건전채권 정리업무 관리요강」
을 제정하여 부실채권 정리체제를 확립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시중은행을 점진적으로 민
영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한국상업은행이 1973년 2월 증자할 때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민간단체인 한국무역협회가 실권주를 인수하도록 하고 보유지분을 매각 처분하였다.

마. 대출거래제도의 개선과 정책금융 지원체제의 정비
1970년 이후의 금융정상화 추진으로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은
행은 새로운 여신방식을 개발하고 정책금융 지원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 2월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체에 대해 자동
적으로 대출을 보장하는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를 설정·운용하도록 하였다. 1971년
9월에는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업체를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하고 우대적
격업체에 대해서는 자금한도와 금리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대출 취급시에도 우대함으
로써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였다. 1972년에는 기업이 재고자산을 활용하여 단
기유통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창고증권 담보금융제도를 도입하였으며 8·3 조치 이
후에는 자금공급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관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회전대출 한도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장기금융부문에 있어서는 1971년부터 중장기 자금대출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도
록 기한부대출(term loan)을 제도화하는 한편 예금제도면에서도 2년 이상 만기의 중
기성 예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72년 9월에는「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을 개정하여
담보 종류별, 소요자금별로 융자비율을 달리하도록 하였던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기업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용대출의 확대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여신관련시책의 추진과 함께 한국은행은 정책금융 지원체제를 정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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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수출지원금융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0년 이후 수차에 걸쳐 달러당 융자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제도,
국산 원자재 공급 금융제도, 제2차 내국신용장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1972년에는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던 수출지원금융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수출지원금융의 효율적 운용
을 도모하였다. 1973년에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기한부 수출환어음
재할인취급규정」
을 제정함으로써 선적전 금융 위주로 되어 있던 수출금융 지원 범위를
선적후 금융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수출산업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화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설비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수출
산업 설비금융규정」
을 제정하였다.
한편 석유파동을 계기로 수출시장 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일부 수출
지원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출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화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해외점포망 증설, 대외 환거래계약
체결, 한국은행과의 외화예수금 자금 스왑 등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예금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금리면에서도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3. 제1차 석유파동과 특별재정금융조치
가. 제1차 석유파동과 국내외 경제
1973년 10월 중동전 발발을 계기로 석유파동이 발생함
에 따라 세계경제는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
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고금리현상과 국
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초
래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내외수요의 부진
으로 성장주도부문인 제조업 성장이 크게 약화되면서 경제
1차 석유파동 당시 석유를 사기 위해 줄지어선 시민들(197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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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이 1973년 12.3%에서 1974년 7.4%로 떨어졌다. 대

외거래면에서는 수출이 둔화된 반면 비탄력적인 수입구조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
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무역외수지도 관광수입
의 대폭적인 감소와 운임 보험 및 차관이자 지급 증가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
에 따라 1974년중 경상수지 적자는 1973년 3억 9백만달러의 5배 수준인 20억 2천 3백
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물가면에서는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한
데다 수출 촉진을 위해 환율을 인상한 결과 수입비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1974년중 생
산자물가는 42.1% 폭등하였다.

나. 1·14 긴급경제조치와 총수요 억제정책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안정
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갔다. 우선 정부는 1974년 1월 14일 저소득층에 대
한 소득세 감면 및 생활필수품가격 안정,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자금 지원, 사치
성 물품에 대한 간접세와 휘발유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를 단행하였다.
또한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물자공급 확대를 위한 업체별 생산·공
급할당제 및 비축제도의 운용, 최고가격제 기준가격제 및 가격 사전승인제의 활용,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물가안정대책을 수립·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재정금융면에서의 총수요 억제정책도 추진되었다. 먼저 재정면에서는 정
책의 기본방향을 성장우선에서 안정우선으로 전환하고 강력
한 긴축을 실시하였다. 1974년에는 세출예산중 일반재정에
서 430억원, 특별회계에서 70억원의 집행을 유보하는 등 재
정투융자를 비롯한 모든 정부지출계획을 감축 운용하였다.
금융면에서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가운데에서도 국민생
활에 긴요한 부문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먼저 한국은행은 1974년초부터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
한 은행여신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자금이 중점적으로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의 1·14 긴급경제조치 발표(1974. 1. 14)

지원될 수 있도록「금융기관 선별융자준칙」
을 마련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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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금융자금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생활필수품 산업과 에너지 개발산업, 고용증대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산업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은 부족자
금을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시중유동성을 저축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양도성 정기예금과 종합가계예금을 각각 신설하였다. 또한 한국은
행은 연 9.5%로 고정되어 있던 외화대출금리를 2월부터 최고 연 12% 이내에서 매월 6
개월 만기 리보(LIBOR)에 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였다.

다. 12·7 특별조치와 재정금융정책의 탄력적 운용
경제안정화시책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도 급등세가 멈추면
서 1974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진정되었으나 경기면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긴축기조 유지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수출 부진의 타개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 생산활동 촉진 및 물가구조 개편을
통한 물가안정의 회복 등을 위하여 1974년 12월 7일「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12·7 특별조치」
를 단행하였다.
12. 7 특별조치 보도기사
(1974. 12. 8, 조선일보)

정부와 한국은행은 동 조치에 따른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5년 상반기에는
거시경제정책을‘재정확대 - 금융긴축’
기조로 운용하고 하반기중에는‘재정긴축 - 통화
확대’
기조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975년 상반기중 단기 저축성예금 금리를 인
상하고 예금지급준비율도 2%포인트 인상하였다.

4. 고도성장과 중화학공업의 육성
가. 고도성장과 국제수지 개선
(1) 수출 및 경기의 점진적 회복
1974년중 석유파동의 여파로 급속한 성장 둔화를 겪었던 우리 경제는 197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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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75년 4월 수출 증대
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수출지원금융 금리를 연 9%에서 7%로 인하하였다. 이와 함께 상
업어음할인을 촉진하기 위해 상업어음 스탬프제도를 도입하여 우대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으로서 추천은행이 스탬프를 날인한 어음의 경우에는 의뢰인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
도록 하였다. 또한 10월부터는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의뢰인 중심에서 지급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신용도가 높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가 발행한 어음의 할인을 촉진하였다.
1975년 하반기 들어 세계경기의 회복과 함께 우리 경제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
이면서 하반기중 경제성장률이 7.7%로 높아지고 1975년 연간으로는 6.5%의 비교적 견
실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수출이 회복된 데다 원자재 수입가격도
점차 안정됨에 따라 16억 7천만달러로 축소되었다. 물가도 1974년말 단행된 원화 평가
절하와 석유류가격의 인상 등 적지 않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입상품가격의 상대적
안정과 총수요 억제정책 등으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974년의 42.1%에서 26.5%로 크
게 낮아지는 등 전년에 비해 뚜렷이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2)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 안정세 회복
1976년 들어 세계경제가 급속한 경기확장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빠
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생산이 활발해지는 등 국내경기가 뚜
렷한 상승세로 돌아섬으로써 우리 경제는 다시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1976년 경제성장목표를 당초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은행
도 안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화공급규모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제한된 자
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금융제도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축소되는 데 상응하여 1976년 7월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를 인상하고 금리체계
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상업어음 할인에만 적용해 오던 신용도별 차등금리제도를
일반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대출금리
를 대출기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간별 금리체계를 합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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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76년중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지
고 경상수지가 현저히 개선된 가운데 11.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3) 고도성장과 경상수지 균형 달성
1977년중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와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곡 생산이 대풍작을 이룬 데 힘입어 10.0%의 성장을 보였으며
그 결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천달러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대외거래에 있어
서는 수출규모가 해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1백억달러를 넘어선 데다 중동건설붐을
타고 해외건설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외수지가 2억달러 이상의 흑자로 반전됨에 따
라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이래 처음으로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였다.
한편 고도성장과정에서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해외건설
수입의 증대로 국내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초과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의 급증과 중동을 비롯한 해외로의 인력 진출 등으로 일
부 업종이 원자재 및 노동력 수급불균형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은 더욱 가중되었다.
정부는 1977년 하반기부터 물가불안에 대처하여 재정금융의 긴축, 부분적인 수입자
유화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은행도 연초 23~25%로 설정하였던 통화(M1) 증가율 목표를
실물경제활동 확대 및 외화유입 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28%로 상향 조정하되 국내신용
증가율 목표는 당초의 24.1~24.7%에서 19.5%로 축소 조정
함으로써 해외부문을 통하여 창출된 과잉 유동성 압력을 상
쇄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에 따른 물가불
안요인을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하여 완화하고자 1977
년 7월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이어 9월
에는 금융기관의 일부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수출지원금융에 있어서도 외국환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을 억제하고 보유외환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
수출 100억달러 달성(197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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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지원하던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금융을 1977년 7월

부터 원화로 전환하였다. 동년 10월에는 원자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주요 원자재 수입
금융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지원금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달러당 융자금액을 잠정적으로 축소하였다.

나. 중화학공업 육성과 금융지원
(1) 중화학공업 육성
정부는 1970년대 들어 기존의 경공업중심 산업구조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수출
증대를 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1973년 발표된‘중화학공업 건설계획’
과‘우
리 경제의 장기전망(1972~81)’
을 통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
부는 중화학공업 건설계획에 따라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의 6개 업종을 전
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 세제 공업용지 등의 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
해 중화학공업 육성 및 고도성장 달성을 위한 장기 외자조달계획(1973~81)을 수립하고
「국민투자기금법」
을 제정하는 한편「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함으로써 금융과 세제면에
서의 지원제도를 확립하였다.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중화학공업 건설이 주춤하였으나 1975년 들어
정부는 다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동년 6월 확
정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기계 전자 조선 등 기
술 및 숙련노동 집약산업의 비중을 1975년 15%에서 1981
년에는 24%로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
업 투자는 1976년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투자열
기가 1977년까지 이어졌으며 1978년 들어서는 일부 과잉투
자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의 개발로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공업구조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었다. 특히 대규모의 조선 종합제철 기계공업단지
등의 건설로 중화학공업국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 졌다.
포항종합제철소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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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은 1974년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면서 본격화되
었으며 동 기금의 운용규모는 1974년 627억원에서 1977년 2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
다. 또한 정부는 국민투자기금 이외에 특수은행 등을 통해서도 중화학공업에 저리자금
을 공급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한국은행도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별금융 지원체제를 확립하
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은 1974년초「금융기관 선별융
자준칙」
을 마련하여 중요 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자금지원을 제도화하였으며 이듬해에
는 동 준칙을 개정하여 우선지원부문에 수입대체산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철강 기계 등
에 대한 우선지원을 명문화하였다. 1976년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투자의 회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상의 시설자금 융자기
간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어 1977년에는「금융기관 선별융자준칙」
상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업종에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기계공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
도가 높은 산업과 산업합리화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을 추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1975년 하반기부터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 급증으로 이를 전담하여 지
원할 금융기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76년 7월 수출입은행을 설립하였다. 한국은
행은 별다른 저리자금 조달원이 없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1976년과 1977년 각각 2백억
원씩의 자금을 출자하였다.

5.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안정화 노력
가.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우리 경제는 1976~77년중 고도성장 과정에서 해외부문을 중심으로 통화가 급증하고
경기과열에 따른 공급애로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어려움
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원자재 및
노동력의 부분적 공급애로가 나타났다. 중화학공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높은 임금상
승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자산소득 증가로 소비행태가 고급화되면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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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에 주로 기인하여 총통화(M2)가 1976년중 33.5%,
1977년중 39.7%나 증가하였으며 통화급증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이고 부동산 투기
와 주식시장의 과열을 초래하였다.

나. 안정화시책 추진
정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부동산투기 만연 등에 따른 경제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1978년 들어 안정기반 확립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두고 총수요관리를 강화하였다.
정부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해외부문에
서의 통화증발압력 완화 및 물자수급 원활화를 위해 151개 품목의 수입금지 해제, 수입
담보금 적립률 인하 등 부분적인 수입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 정부는 1978년
8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을 수립하였다.
한국은행도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1978년 2월부터 1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
쳐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3%포인트 인상하고 3월에는 수출금융, 주요 원자재 수입
금융 및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비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과열양
상을 보이는 투자활동을 진정시키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금융기
관의 대민간 여신한도를 엄격히 관리하였다.
부동산투기 억제 종합대책 보도기사
(1978. 8. 8, 동아일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부터 수출지원금융을 금융기관의 대민간 신용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내국수입 유전스(usance)제도를 도입하
였다. 또한 금융긴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방출하고 적격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한국은행 재할인을 중소기
업의 경우 적격업체가 의뢰한 상업어음에도 허용하는 한편 3·4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해당분을 금융기관의 대민간 신용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통화공급 억제를 중심으로 한 총수요관리 강화만으로는 과열경기를 진정
시키고 안정기반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979년 들어서는 제2차 석유파동이 시

경제안정화 종합대책 보도기사
(1979. 4. 18, 조선일보)

작되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요인도 가세하였

제3절 -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금융구조의 다변화(1972~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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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정부는 초과수요와 통화팽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1979년 4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긴축재정기조 유지, 정책금융 개선, 중화학투자 조
정,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하였다.

제4절 - 경제안정기반 구축과 금융자율화 추진
(1980~89년)
1979년 들어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
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는 등 해외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성장
우선정책 추진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물가불안심리, 부문간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들이 현재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정책기조를 성장우선정책에서 안정
우선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운용방식도 민간의 창의와 시장기능을 보다 중시하는
민간주도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980년대 들어 재정 및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우리 경제가 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6년 이후 우리 경제는 안정기반을 바탕으로 달러화 약세,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현상을 적극 활용하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시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
록하였다.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은 통화공급경로의 변화와 함께 통화관리방식의 변경을 가져왔
다.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이 통화공급을 주도하면서 종래 직접규제방식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주요한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활용되
었다. 그 후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이 누증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통화관리방식도 시장기능을 보다 중시하는 방식
으로 전환되었다.
경상수지 흑자전환은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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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도 확대되는 등 금융기관간 경쟁
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증권에 대한 간접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보험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는 한편 외환 및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환율결정에 있어서도 시장메커니즘의 활용폭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조세감면규제법」
을
제정하여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중화학 중복투자를 조정하고 해외건설 등 불황
산업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1986년에는「공업발전법」
을 제정하여 기술개발 지원체계
를 강화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였다. 한국은행도 기술개
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고도성장과정에서 초래된 부문간·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농어
촌과 지방경제의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농어민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확
대하고 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힘썼다. 또한 지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조세 및 금융 지
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
구하였다.

1. 제2차 석유파동과 경제안정화대책 추진
가. 환율 및 금리의 대폭 인상
1979년 이란의 정변 발생을 계기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인
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상수지도 크게 악화되었다.
1979년중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9.0%에서 7.1%로 낮아지고 도매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 11~14% 수준에서 18%대로 높아졌으며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1억달러에서 42억달
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80년 1월 12일 수출 증대 및 수입 억제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이후 484원에 고정되었던 미달러화의 한국은행 집중기
1·12 환율·금리 인상 보도기사
(1980. 1. 13, 조선일보)

준율(集中基準괽)을 580원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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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환율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금리를 대폭 인상하였다. 금융기관 수신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연 18.6%에서 24.0%로, 여신금리는 만기 1년 이내의 일반자
금 대출금리가 연 19.0%에서 25.0%로 그리고 상업어음재할인 금리도 연 15.0%에서
21.0%로 높아졌다. 다만 수출지원금융 금리의 경우 금융기관대출은 연 12.0%, 한국은
행대출은 연 7.0%의 잠정금리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인상폭이 3.0%포인트에 그쳤다.
이어 정부는 1980년 2월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결정방식을 종전의 고정환율제
도에서 복수통화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
은 총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확정된 1980년도 예산 중 3~4천
억원 규모의 세출예산 집행을 유보하는 한편 총통화 증가율도 전년의 25%에서 20% 이
내로 낮추기로 하였다.

나. 경기침체 심화와 경제활성화 대책
1980년초에 취해진 환율의 큰 폭 인상 등 강력한 수출촉진시책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선진국 경기의 둔화, 1979년의 10·26 사태 이후 정치·사회 불안
등으로 국내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1980년 6~12
월중 3차에 걸쳐 안정기조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안정, 국제수지 방어,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초에 집행을 유보하였던 세출예산 중 고용효과가 큰 대단위 농업개발 등 토
목사업을 6월부터 다시 집행하는 한편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중
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과 주택금융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3차에 걸쳐 3∼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수출 촉
진을 위해 수출금융의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를 2차에 걸쳐 54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연말경에는 국내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연
중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초 이래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2.1%)를 기록하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0%에 이르렀으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50억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1981년 들어서는 안정기반 위에서 경기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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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도모하는 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두고 공공토목공사의 조기집행 및 주택건설 촉
진, 수출 확대 및 수입 적정화, 유동성의 적정관리,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은행은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전년과 같은 25%로
책정하여 긴축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수출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한된 자
금의 효율적 운용에 주력하였다. 1981년 하반기 들어 국내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
라 11~12월중 3차에 걸쳐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통화안정증권
매매조작을 확대하는 등 적정유동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힘입어 총통화는 연
말잔액 기준으로 25.0%, 12월 평잔기준으로 26.2% 증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유동성 관리에 힘쓴 결과 1981년중 우리 경
제는 성장률이 6.5%의 플러스로 돌아서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의 28.7%에서
21.3%로 낮아지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53억달러에서 46억달러로 축소되는 등
전년보다 개선되는 기미를 나타내었다.
1982년 들어 정부는 경제안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연중 3차에 걸쳐 종합경제대책을 실시하였다. 재정면에서는 1981년에 이어 공공
투융자 예산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982년 9월말
만료되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하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
총통화증가율 목표 인하 보도기사
(1982. 4. 15, 동아일보)

록세를 30% 감면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활성화대책과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통하여
정부부문의 통화증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은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전년보다 낮은 20~22%로 책정하여 안정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6월중 3차에 걸쳐 재할인금리와 금융기
관 여수신금리를 대폭 인하하였다. 아울러 수출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거액어음부도사건 발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처하여 유동성을 신축적
으로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 경제대책에 힘입어 1982년중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7.2%로 더욱 높
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21.3%에서 7.1%로 현저히 둔화되고 경

6·28 금리인하 보도기사
(1982. 6. 29, 조선일보)

상수지 적자규모도 26억달러로 축소되는 등 크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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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 및 금융긴축 지속
정부와 한국은행은 1983년 이후에도 제1차 석유파동 이후의 경기회복과정에서 금융
및 재정정책을 성장지향적으로 운용한 것이 제2차 석유파동기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일본 대만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금융긴
축을 더욱 강화하였다.
(1) 영점기준 예산편성제도 도입과 재정긴축 강화
정부는 198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과는 관계없이 사업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점기준 예산편성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갏)도 그동안 관례화되었
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국채 조기상환에 사용하였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동결하여 1984년도 예산을 흑자로 편성하는 한편 1981년 이후 지속되어 온 국고채권의
발행을 중단하고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양곡관리기금 및 비료계정 등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만성적인 한국은행 차입을 억제하였다. 1985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일반회계의
흑자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함으로써 재정긴축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82년중의
22%에서 1983~85년중 11%로 낮아졌으며 전회계 순계기준(全會計 純計基準)에 의한
재정규모 증가율도 같은 기간중 22%에서 9%로 크게 낮아졌다.
(2) 금융긴축 강화
한국은행은 통화금융정책의 중점을 경제안정기반의 구축에 두고 통화관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1983년의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전년의 20~22%보다 낮은 18~20% 수준
으로 책정하는 한편 통화관리기준을 종래의 월말 잔액에서 월별 평균잔액으로 전환하였
다.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화관리수단도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 등 간
접규제수단을 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를 총통화
의 15%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고 만기를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하였다. 한국은
총통화증가율 목표 인하 보도기사
(1983. 7. 2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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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10월 들어 연간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12월 평잔기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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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는 전년동기대비 14.7%, 연말기준 15.2%로 목표선에서 안정되었다.
한국은행은 1984년에도 금융긴축을 지속하여 연중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전년보다
낮은 11~13% 수준으로 책정하고 분기별 및 월별 통화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총통화 증가
율의 점진적 하락을 도모하였다. 특히 30회에 걸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총통화 증가율은 1984년말 잔액기준 7.7%, 12월 평잔기준 8.9%
에 그쳐 목표수준을 크게 하회하였다.
한국은행은 장·단기 수신금리체계의 합리화 및 예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적금과 상호부금 금리를 연중 2차에 걸쳐 2.0%포인트 인상하
는 한편 만기 1년 이하의 정기예금금리와 저축예금 등의 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하였
다. 아울러 수출지원금융 및 농수산자금을 제외한 금융기관대출 최고금리를 1.5%포인
트 인상하고 금융기관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에 대
한 지원비율을 차등화하였다.
한국은행은 1985년 들어서도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전년의 11~13%보다 낮은 9.5%
로 책정하여 통화긴축기조를 강화하였으며 1·4분기 총통화 증가율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9.0%에 머물렀다. 그러나 2·4분기부터 경기부진이 두드러지고 자유저축예금 가
계우대정기적금과 같은 고수익성 수신상품의 도입 등으로 은행저축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통화공급을 확대하였다. 1985년중 총통화 증가율은 12월 평잔
기준 13.9%, 연 평잔기준 11.8%를 나타내어 당초 목표를 상회하였다.
1983~85년중 우리 경제는 금융 및 재정긴축이 더욱 강화된 데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지속한 데 힘입어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연평균 8.9%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
다. 또한 1982년중 26억달러에 달하였던 경상수지 적자도 1985년에는 8억달러로 크게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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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운용방식의 전환 모색과 금융자율화 추진
가.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1980년대 들어 정부는 재정 및 금융긴축 등 경제안정화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정부주도형으로 운용되어 온 경제운용방식의 변경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주도형
경제운용방식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잠식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
라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 확대, 기업의 과도한 정부지원 의존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낳
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규모의 확대 및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종래와 같은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도 경제운용방식
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운용방식을 종래의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기
로 하고 시장기능 활성화, 경제 개방화, 금융자율화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81년 그동
안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활용되어 온「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하여 조세감면
대상산업의 범위와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를 신설하는 등 산업지원방식을 특정전략산업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에서 기능중심의 간
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제
정하여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규
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대내적 시장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함께 수입자유화, 외국
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완화, 국내자본시장 개방 등도 단계
적으로 추진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로 일시 중단되었던 수입자유화의 추진을 1981년 들어 재
개하여 1981~82년중 533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1980년 69%에 머물렀던 수입자율화율이 1982년 75%로 높아
졌다. 또한 양질의 투자재원 조달과 선진기술 도입을 촉진하
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1980
제1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198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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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대상 사업에 식품 의약품 등을 추

가하고 외국인 투자금액 최저한도도 미화 5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하하였다. 특히 선
진기술 도입을 수반하는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허용비율을 종래의
50% 이하에서 100%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실물부문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증권시장의 개방도 단계적으로 시도
되었다. 정부는 1981년 들어 외국인의 국내증권에 대한 간접투자를 허용하고 직접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자본시장국제화 장기계획’
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라
1981년 외국인의 간접증권투자수단으로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이 최초로 발행되었다.

나. 금융자율화 추진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부문에서는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
운영 및 금융기관간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에의 진입제한 완화 등이 추진되었다.
(1) 은행경영의 자율성 제고
은행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정부는 1981년 한일은행의 정부보유주식을 일반
에 매각한 데 이어 1982년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 1983년 조흥은행의 정부보유주식
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1972년 이미 민영화된 상업은행을 포함하여 5개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1년 이후 인사
예산 조직 등 내부경영을 규제하는 감독당국의 각종 규정 및 통첩을 축소 정비하는 한편
규제방식도 종래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경영지도기준 설정 등에 의한 간접규제방식으로
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또한 은행의 자금운용 등 업무운영면에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
여 1980년 1월 이후 예금지급준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1981년 7월에는 예금
종류별 및 금융기관별 차등지급준비금제도 폐지하였다.
1980~81년에는 주요 원자재 수입금융, 지방산업 육성자금 등 일부 정책금융을 폐지
하는 한편 1980년 이후 1982년 6월까지 수차에 걸친 금리조정을 통해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정책금융과 일반금융간의 금리격차를 해소하였다. 아울러 1982년부터 유동성규제방
식을 종래의 은행별 여신한도 배정에 의한 직접규제방식에서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
시중은행 민영화 보도기사
(1981. 5. 7, 매일경제신문)

정통적인 유동성조절수단을 활용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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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말에는 금융자율화를 법제면에서 뒷받침하고 민영화 이후 은행의 공공성 확
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은행법」
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은
행의 경영 및 업무운영에 관한 은행감독원장의 포괄적인 지시명령권 삭제, 동일인의 은
행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를 8%로 제한하는 조항 신설, 기존의 동일인 대출한도 외에
동일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신설, 필요한 경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동일계열기업군
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 등이다. 한편「은행법」개정과 동시에 은행의 인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감독원장의 일반은행 임원선임 승인권 및 파면권 등을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을 폐지하였다.
(2) 금융기관 신설과 업무영역 확대
은행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와 더불어 금융기관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을 허용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였다. 1982년에는 재일동포 기업인들이 전액 출자한 신한은행이, 1983년
에는 미국의 Bank of America와 국내기업들이 합작 투자한 한미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도 대폭 개방하여 1982~83년중 단기금
융회사 12개사, 상호신용금고 58개사 및 투자신탁회사 1개사가 신설되었다.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1980년중 국민은행
에 대하여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1982년에는 기존의 5개 시중은
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무의 공동운영을 허용하고 국내 일반은행에 대해 상업어음 일
반매출업무와 국공채 환매조건부 매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업
무영역도 일부 확대하여 1980~81년중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팩토링업
무를 허용하였으며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기존의 기업어음에
비해 액면금액이 고액이고 만기가 긴 신종기업어음(CP)의 매매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1983년에는 팩토링업무와 상호부금업무를 일반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신탁은행만 취급하던 신탁업무를 지방은행에 허용하고 1984년에는 이를 시중
은행에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리자유화의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도성 예금증서(CD)제도를 도입하였다. 1985년에는 자유저축예
한미은행 설립(198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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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단협정을 폐지하여 각종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서
도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신종기업어음(CP) 중개업무를 지방소재 투자금융회사도 취
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종기업어음에 대해 은행 및 신용보증기
금이 보증하는 보증부 신종기업어음제도를 도입하고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중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어음관리
구좌(CMA)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납입자본금이 2백억원 이상인 대형증권회사에 대해
회사채 지급보증업무와 신종기업어음(CP) 중개업무 취급을 허용하였다.
한편 국내외 은행간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4년중 외국은행 국내지
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 1985년에는
신탁업무 취급과 수출어음의 한국은행 재할인을 허용하였다.

3. 경상수지 흑자전환과 통화관리
가. 대내외 경제여건의 개선과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1986년 이후 3년간 우리 경제는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하고 경상수지도 만
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3백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과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은 1986년 이후 달러화 약세,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현상으
로 대외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된 데다 대내적으로도 물가안정기반이 구축되고 우리 상
품의 경쟁력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이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원화절상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국내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통상마찰이 심화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사회의 민주
화와 함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에는 원
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고 1988년과 1989년에는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는 한편 노사
분규로 인하여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나빠졌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수출이 저조한 가운데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대
폭 축소되고 경제성장률도 6%대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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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나. 통화공급경로 변화와 통화관리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으로 통화공급경로의 변화와 함께 통화관리방식을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1986년 이후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간
민간신용공급 조절에 의존하였던 통화관리방식의 유효성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통화관
리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금융 해외 및 정부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통화조절대책을 실시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재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는데 무역금융의 경우 달러당 평균융자단가를 1986년
중 세 차례, 1987년중 여섯 차례에 걸쳐 인하하고 1988년 2월에는 대기업 등에 대한 무
역금융을 폐지함과 동시에 융자단가도 다시 한 차례 인하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86년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융자대상
에 수입대체가 가능한 부품 및 소재 생산업체를 추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관
련 대출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원비율을 대기업 관련대출보다 우대하고 지원한도도 상

406

한국은행 60년사 | 제5장 경제발전과 한국은행

향 조정하였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원화의 절상추세, 자산가격 상승 등
으로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이 증대되자 정부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압력을 완화하
기 위하여 장단기 외자도입을 억제하고 조건이 불리한 외채의 조기 상환을 적극 유도하
는 한편 무역외지급 및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통화조
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3년 이후 중단되었던 재정증권 발행을 1986년부터 재개
하고 1989년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만기를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장기화하는
한편 추가 세출을 억제하여 흑자재정을 유지하는 등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환수에도 노
력하였다.
한편 해외부문에서 발생한 통화증발압력을 자체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나 자본의 순유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민간신용 억제 및 해외부문 통화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주요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등장하면서 1987
년 이후 동 발행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이라는 경제
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통화증발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단기적인 유동성 조절수단
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통화안정증권 발행의 누증으로 동 증권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간 본원통화 증
가액을 상회하는 등 새로운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통화안정증권 매
출은 총통화(M2) 증가의 억제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경제 전체의 유동성 관리라는 측
면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통화안정증권의 매출 촉진을 위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단기결제성 간접투자증권의 신규 취급을 허용하고 어음관리계
좌(CMA)의 예치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이들 수신이 급신장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비은
행금융기관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은행만을 대상
으로 하는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여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의
단기예수금까지 포괄하는 M2B를 유동성 관리를 위한 보조통화지표로 활용하였다. 그
러나 M2B는 지표 편제의 속보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
금 부과 등 관리수단이 강구되지 못함에 따라 중심통화지표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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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으로의 전환 추진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늘어난 1986년부터는
은행여신을 직접 규제하는 통화관리방식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
안정증권의 발행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용하는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
문에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규제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직접
대상인 단기금융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데다 국채의 발행잔액 규모도
충분하지 못하여 공개시장조작 여건도 조성되지 못하였다. 정책금융 취급에 따른 대출
의 경직성과 은행 수지기반의 취약 등으로 재할인 및 지급준비율 정책도 그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없었다.
1986년 이후에는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제약하던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
되었다. 일반은행의 경우 대규모 증자와 경제호황에 따른 각종 수수료수입의 증대 등으
로 수지가 호전되었으며 기업은 수출증대와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등으로 자금사정
이 나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재할인정책의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동
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를 실시하여 금리의 자금수급 조절기능을 제고
하였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통화안
정증권의 매출에 있어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고 국공채 거래
시에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거래방식도 다양화하였다.
1989년 들어 실물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로 전환
하기 위한 노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1989년 상반기 1988년 12월 이후의 유
동성 급증과 부동산투기 과열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한
국은행은 민간신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통화안정증권의 인
수매출을 재개하여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적극 흡수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짐에 따라 재할인정책을 유동성조절 목적보다는 경기회복을 위한
원활한 금융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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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은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과 간접규제방식 정착을 위하
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1989년 5월에는 상반월중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매반월의
평균잔액 증가액에 대해 30%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하는 한계지급준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동안 은행의 자금운용에 제약이 되어왔던 유동성조절 목적의 통화안정계정 예치
금 전액을 해지하는 대신 지급준비금 관리를 엄격히 하였다. 또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를 위하여 동년 10월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던 콜시장을 통합하는 한편
은행간 CD의 최단 만기를 91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발행한도도 자유화하였다.

4. 금융의 자유화·국제화 추진
가. 금융자유화 확대의 배경
1980년대초 이래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정책과 더불어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업
의 진입제한 완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등 금융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
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대다수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가 규제되고 외환 및 자본거래 등
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규제가 계속되었다. 이처럼 금융자유화의 진전이 더딜 수밖에 없
었던 것은 투자가 저축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시장에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리규제가 불
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중복투자 조정, 부실기업 정리 등 산업구조
조정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실과 실업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정부의 개입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82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안정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된 데
다 1986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재원의 자립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내
부유보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금부족규모도 점차 감소함으로써 금융자유화 추진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금융시장에의 진입제한 완화,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유화가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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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간 경쟁의 촉진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였다. 금융기관 신설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1988년 이후 다수의 금융기관이 신설되었다. 동화은행이 1989년 7월 설립되어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 부산 및 대구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과 대
동은행이 설립되었다. 그 밖에 1988~89년중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추진한 비은행금융
기관도 40여개에 달하였다.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영역 확대추세가 1989년 이후 더욱 빨라졌다. 일반은행과 외환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
탁(1987년 1월) 및 기업금전신탁(1987년 9월), 외은지점을 제외한 예금은행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1987년 12월) 및 국민주청약 저축예금(1988년 2월), 예금은행의 국민주
신탁(1988년 5월) 및 기업자유예금(1988년 12월) 등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었으며 1989
년 2월에는 6개 특수은행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하게 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
는 무역어음제도가 도입되어 예금은행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는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업자가 발행한 무역어음의 인수 할인 및 매출 업무를 개시하였다.
한편 예금은행은 그동안 통화관리의 주대상이 되어 온 데다 정책금융의 취급비중도
높아 자산운용면에서 제약이 많았던 데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해 취급업무 금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 그 결과 예금은행의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전체 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수신비중이 점차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은
행경영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6년 3월 가계종
합예금 가입자격 기준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1987년 12월에는 은행의 비업무용자산 처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한데 이어 1989년 3월에는 무역금융관련 특별승인업무의 상당 부
분을 외국환은행에 위임하였다.

다. 금리자유화 조치 실시
금리자유화는 1988년 12월 이전까지 주로 시장금리와 공(公)
동화은행 개업(198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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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간의 격차 축소,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선별적인 금리규제 완

화 등 본격적인 자유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986년 3월 양도성예금증서 보증부사채 및 금융채의 발행금리 등을 자유화하고 동년 6
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를 시장금리수준에 연동시킨 데 이어 11월에는 통화안정
증권 중도환매시의 이율에 대한 최저한도제를 폐지하였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가 완화되고 시장금리
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리의
가격기능 정상화와 함께 통화관리 측면에서도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
짐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은 1988년 12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금리자유화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대상이 되는 농
수축산자금 대출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아울러 금리자유화
초기의 과도한 금리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기준금리로서 프라임레이트(prime
rate)를 도입하였다. 프라임레이트의 수준은 한국은행 재할인금리에 금융기관이 자금조
달비용, 취급 손비, 적정마진 등을 고려해 일정 금리를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에 다시 일정폭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수신금리는 전면 자유화할 경우 예금유치를 위한 금융기관간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과도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기관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
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예치기간별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
관간의 지나친 금리격차를 축소 조정하는 데 자유화조치의 중점을 두었다. 자유화대상
도 은행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금리 등 일부 장기 수신금리에 한정되었다. 비은행금
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 유사한 일부 금융상품의 수신금리를 인하하여 은행과 비
금리자유화 조치 보도기사
(1988. 12. 1, 동아일보)

은행금융기관간의 과도한 금리격차를 축소하였다.

라. 금융국제화의 진전
1986년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선진국의 개방압력 증대는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 국
내적 요인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실물부문
의 자유화가 크게 진전되어 1989년에는 수입자유화율이 96%에 이르고 평균관세율도
13%까지 인하되었다. 공산품의 경우 수입자유화율이 99%를 상회하는 등 거의 완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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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87년 3월 코리아유럽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동 펀드와 기존 코리아펀드의 자본금
을 계속 증액하여 외국인의 국내증권에 대한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였다. 1989년 8월
에는 기발행 해외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허용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당해
기업 총발행주식수의 3% 범위내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내국인
의 해외증권투자의 경우 1988년 7월 모든 증권사 투신사 및 보험사에 대해 해외유통시
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를 허용하고 기관별 투자한도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
제 투자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1989년말에는 15개 증권회사 등 총 21개 기관이 해외증권
외국인 간접투자기회 확대
(1989. 7. 15, 조선일보)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국내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
적 역점을 두고 영업상의 우대조치와 함께 차별조치도 점진적으로 철폐하였다. 외은지
점은 1986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1989년말에는 지점이 66개, 사무소가 23개에 달
하였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발하여 1985년말 56개에 불과하던 해외점포가 1989
년말에는 지점 53개, 사무소 51개, 현지법인 27개 등 총 131개로 늘어났다.
보험시장의 경우 1987년 4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를 허가하면서 개방
이 본격화되었는데 1989년말에는 외국생명보험회사 지점 4개, 외국생명보험회사와 국내
기업간의 합작생명보험회사 5개, 현지법인 생명보험회사 2개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외환 및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외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먼저 거주자의 외환집중의무를 대폭 완화하였는데 1987년 12월 환전상의 외화보유 허
용, 동년 7월 거주자의 해외 외화보유한도 및 해외채권 회수의무 면제한도 확대, 동년
11월 건당 5천달러 이내에서 거주자의 외화매입 또는 외화예금 인출 허용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 1989년 9월에는 외국환은행의 포지션한도를 확대하여 외환시
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동년 12월에는 점두거래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외
국환은행간 외화자금의 단기과부족 조정거래를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을 통해 이루어
지도록 외화콜시장을 개설하였다.
경상무역외지급의 경우에도 허가권을 부분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에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위임하고(1987년 7월 및 1988년 3월) 외국환은행의 지급인증대상을 크게 늘리
는(1987년 12월) 한편 1만달러 이하의 무역외지급을 지급사유 확인만으로 가능케(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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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하였다. 1988년 3월에는 해외지사의 영업기금 보유한도를 폐지하고 기타경비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해외지사에 대한 외환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또한 개인해외
송금과 해외여행 및 이주 등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정부는 1988년 11
월 1일 경상지급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IMF 8조국의 의무를 수락함
으로써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1988년 이후 생명보험(1988년 3월), 무역업(1988년 10월),
의약품 도매업(1989년 7월)을 개방하는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개방을 본격화하였다. 이
에 따라 1989년에는 자유화율이 79%에 이르렀으며 제조업은 98%로 사실상 완전개방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원화절상압력에 대응하여 1989년 9월‘단계
별 환율제도 개편계획’
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의거 1989년 9월 20일부터 은행의 대
고객환율이 전면 자유화되었으며 1990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실시되어 환
은행의 대고객환율 자유화
(1989. 9. 2, 조선일보)

율 결정에 있어 시장메커니즘의 활용폭이 확대되었다.

5. 경제구조조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구조조정 추진
(1)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완제품 조립 및
가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데 따른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현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위주의 경영행태 등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왔
던 구조적인 문제점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경제운용의 목표를 경제체질 강화에 두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운용방식을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
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경제시책을 추진하였다.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
(1981. 1. 1, 매일경제신문)

1986년 이후 우리 경제는 원유가의 대폭 하락, 미달러화의 약세, 국제금리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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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힘입어 장기 호황을 지속함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
건이 조성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커지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1988년 이후 급
속한 시장개방과 원화절상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를 경쟁국으로 인식한 선진공
업국들이 첨단산업 등의 핵심기술 이전을 기피하는가 하면 저임금을 바탕으로 국제경쟁
력을 갖춘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대외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내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의 추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산업체질 강화가 불가피하였다.
(2) 산업구조조정 추진
(가)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추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화학공업 부문의 과잉투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80년 중화학공업 부문의 투자조정을 본격화하였다. 승용차와
발전설비부문 참여업체를 단일업체로 통폐합하고 전자교환기 중전기기 디젤엔진 동제
련 등 4개 부문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전문생산품을 지정하였다. 이어서 1981
년에는 승용차 생산업체를 이원화하는 한편 버스 및 중소형 트럭과 특수차량의 생산은
승용차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 대내외 경
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구조적 불황을 겪게 된 비료 해운 및 해외건설업의 합리화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투자조정 결과 기업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투자
비가 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특혜 시비
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5년「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하여 산업합
리화 추진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한 데 이어 1986년 7개(기계 전자 섬유 조선 석
유화학 철강 비철금속)의 개별 산업육성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산업합리화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였다.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보도기사
(1980. 8. 20,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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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5년부터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액 범위내에
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나) 기업 재무구조 개선 유도

1980년대 들어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과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통
한 기업의 체질 강화를 적극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980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
정규모 이상의 여신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
각토록 하였다. 또한 26개 재벌그룹에 대해 631개 계열기업중 중소기업형 계열기업 및
계열기업군으로부터의 독립경영이 가능한 계열기업 등 166개를 처분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구제금융 지원을 억제하고 종래 공개법인 및 상장법인에만 적용하던 외부감사제도
기업체질 강화대책 보도기사
(1980. 9. 28, 동아일보)

적용대상을 자본금 5억원 또는 총자산 3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확대하였다.
1983~84년에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을 개정하여 주거래은행이 부동산투기
를 위한 자금 유용, 상호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
께 1984년에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부활한 데 이어 1985년에는 이를「법인세법」
에제
도화하였다.

나.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1) 기술개발 지원체제 강화
1980년대 들어 정부는 조세 및 금융 지원과 정부구매제도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였다. 세제면에서는 1981년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개발비용의 10%)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1986년에는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초기 기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기술진흥(주) 외에 1981년 한국기술개발(주)을 설립한 데 이어 한국개발투자(주)와
한국기술금융(주) 등 벤처캐피탈의 추가 설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1986년 12월「신기술
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이들 4개 회사를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인가
한국기술개발(주) 설립(1981. 5. 25)

하였다. 1988년에는 신용보증기금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별도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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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1983년에는 기술개발을 수요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투자기
관의 구매품목 및 품질목표 예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유
망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담당토록 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이전을 기피하는 현상
이 나타남에 따라 1986년 공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민간의 단독 개발이 어려운 핵심 기
술개발 등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하였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으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경제
체질이 약화됨에 따라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하였다. 1980년
대 전반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계열
화 시책에 정책적 중점을 두었으며 후반기에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시책에 역
점을 두었다.
정부는 1982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도입하고 1983년에는 유망중소기업 발
굴·지원 및 품질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원화 절
상, 임금 상승 및 노사분규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1989년 3월「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가하였다.
한국은행도 금융면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크게 확충하였다.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를
1980년 이후 계속 강화하였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취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재할인
지원비율 적용과 적정할인규모 산정 및 적격업체 선정시 중소기업을 대기업보다 우대하
였다. 1984년 11월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기업체 종합평점에 관
계없이 재할인 적격업체 자격을 부여하고 1989년 2월에는 중견수출기업도 적격업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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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변경 추이
일자

대출의무비율

적용기준

1965. 4. 5

일반은행 : 30%

총대출금 잔액

1976. 3. 18

상동

총대출금 증가액

1976. 12. 21

1978. 7. 7

1980. 10. 2

1983. 4. 20

시중은행 : 30%
지방은행 : 40%

상동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

상동
시중은행 : 35%
지방은행 : 55%
시은·외환 : 35%
지방은행 : 55%

비고

적용대상자금 변경 및 의무사항으로
규정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상향 조정

적용대상자금 변경

상동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상향 조정

상동

한국외환은행 추가

상동

외은지점 추가

상동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상향 조정

상동

외은지점의 의무비율 상향 조정

시은·외환 : 35%
1985. 3. 1

지방은행 : 55%
외은지점 : 25%
시은·외환 : 35%

1986. 4. 1

지방은행 : 80%
외은지점 : 25%
시은·외환 : 35%

1986. 8. 1

지방은행 : 80%
1)

외은지점 : 35%

주 : 1) 상업어음재할인을 수혜받지 않는 경우는 25%

1986년 하반기 이후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였다. 1986년 10월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우대 적용하기
시작한 후 기업규모와 계열기업군 소속 여부에 따라 차등폭을 점차 확대하였다.
1988년 2월에는 모든 계열기업과 비계열 대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3천만달
러를 초과하는 업체(1989년 12월부터는 5천만달러 초과업체)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비계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무역금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1986년 이후 3차(1986년 9월, 1987년 12월, 1989년 8월)에 걸쳐 무역금융의 포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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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이용가능업체 범위와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종래 한국은행이 관장하던 무역금융 융자
한도의 초과승인 또는 융자기간의 연장승인 등 무역금융 특별승인업무의 대부분을 외국
환은행으로 위임하였다.
무역금융 평균 융자단가 변동 추이

단위 : 달러당 원

구분

85.7

86.7 86.9 89.10 87.2

87.4 87.6 87.8 87.10 87.12 88.2 89.10 89.12

중소기업

740

720

700

700

680

680

대기업

740

720

700

670

645

575

630

630

580

475

375

275

(575)

(525) (450)

520

450

500

550

175

-

-

-

(375) (200) (200) (300)

주 : 1) 1988년 2월 이후 30대 계열기업군소속 대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2) ( )내는 연간 수출실적 3천만달러(1989. 12월부터는 5천만달러) 이하인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융자단가
3) 1987년 6월부터 계열기업군소속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대기업과 같은 융자단가를 적용

1986년 3월 수출산업 설비금융 융자대상에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을 추가하고 소
재·부품 생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시설자금 외에 1회전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운전자
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년 9월 이 자금의 수혜요건을 최근 1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수입대체 소재·부품 생
산업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
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지원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지원비율
과 한국은행 재할인비율을 우대하였다. 1988년 9월 동 자금의 금융기관 융자한도를 비
계열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70% 이내, 대기업 및 계열기업군소속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소요자금의 50% 이내로 차별화하였으며 1989년 2월에는 모든 대기업 및 계열
기업군 소속 중소기업을 재할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비계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
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1989년 하반기 들어서는 비계열 중소기업 및 중견수출기업에 대
한 금융기관 융자비율을 종전 소요자금의 70% 이내에서 80%(비상장기업은 100%) 이
내로, 한국은행의 지원비율은 금융기관 취급액의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한국은행은 1983년 4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
발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기술개발관련 자금을 대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
(1983. 8. 12,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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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취급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지원하였다. 198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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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동 자금 취급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받도록 되어 있던 규
정을 폐지하고 융자기간 제한도 철폐하여 중소기업이 동 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게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제도를 도
입하였다. 1988년 11월부터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으로 총 3천 800억원을 지원하고 이중
금융자금(2천억원)은 중소기업은행이 1천 500억원, 국민은행이 500억원을 각각 대출하
되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지원함으로써 동 자금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6. 부문간 균형발전 추진 및 토지공개념 도입
가. 부문간 균형발전 추진
(1) 농어촌 경제대책 실시
19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공업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부문이 상대적
으로 낙후되고 지방경제는 위축되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 및 생활환경 격차 확
대, 농업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 현상, 농어가 부채의 누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었다. 또한 1986년 국제수지 흑자전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 농수축
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수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들어‘농어촌
종합대책(1986년 3월)’
,‘농어가부채 경감대책(1987년 3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1989년 4월)’등 각종 대책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농어촌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였다. 먼저 농
협중앙회가 취급한 단기농사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지원비율을 1985년 7월 30% 이내에
서 40% 이내로 인상한 데 이어 1986년 7월 다시 50% 이내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금융
농어촌 종합대책 보도기사
(1986. 3. 5, 동아일보)

기관에 대한 농수축산자금 대출의 경우 여타 대출보다 낮은 연 3~5%의 금리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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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농어가사채대체자금
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1987년 4월 동 자금지원 총액 1조원중 농·수·축협 중앙
회 취급분의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연 3%의 저리로 당해 금융기관에 지원하였다.
(2)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제력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도
시에서는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는 등 경제적 비효율이 증대되
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력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4년 7월 수
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에서 신규 공단조성과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는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 지역경제권을 설정하여 공단 조성과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은행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방금융기관
수도권 정비계획 보도기사
(1984. 6. 23, 경향신문)

신설을 허용하고 지방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책을 강구하였다. 지방은행에 대하여는 수신
위주의 서울지점 개설과 유상증자를 허용하였으며 1989년 9월에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대동은행(대구) 및 동남은행(부산)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정부도 지
방에 본점을 둔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여 지방금융을
확충하는 한편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 지급준비자산의 지방예치 지도비율
을 설정하는 등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한국은행은 지역 특수사정을 감안한 금융정책의 신축적 운용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5년 9월 지점장 전행한도제(專궋限度制)를 도입하였다. 동 자금의
지원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연관효과가 큰 제조업체로 제한하되 비제조업이라도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지방특화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8
년 7월에는 동 자금 지원대상에서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대
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10억원의 동일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별업체에 대한 편중여신
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지방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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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1967년「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제
정한 데 이어 1978년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고「국토이용관리법」
을 개정하여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1987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부
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토지문제의 해결이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
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규 정비가 본격화되었는데 먼저 1987년 10월 헌법 개정시 주
토지공개념 법안 보도기사
(1989. 12. 13, 동아일보)

거부문에서도 복지사회의 실현을 명시하고 1988년 1월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도입하였
다. 이어서 1989년 4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을 제정하여 지가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1990년 1월에는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세를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989년 12월「토지 초과이득세
법」
,「택지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의 입법을 완료
하였다.
그러나「토지초과이득세법」
은 199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택지소유
상한법」
은 1994년 4월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또한「개발이익환수법」
의 경우 부
담금 부과율 및 부과대상을 계속 축소하여 오다가 2004년부터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금부과를 중단하였다.

제4절 - 경제안정기반 구축과 금융자율화 추진(1980~89년)

421

제5절 - 경제의 세계화와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가속
(1990~96년)

1980년대 후반 호황을 지속하던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들어 활력이 크게 약화되었
다. 1990~91년에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물가상승세가 높아지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반전되었다. 1992년에는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성장률이 하락하고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였으며 주식
시장도 침체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는 1990년의 걸프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세계
경기 침체 등 대외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나 근원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호황기에 형
성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표면화된 데 기인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의 규제개혁과 경제주체
의 의식개혁을 추진함과 아울러 성장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국민생활여
건의 개선 등 3대 중점경제시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도 물가상승압력이 유발되지 않
도록 통화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설비자금과 중소기업금융
의 공급을 원활히 뒷받침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8월 12일 20시
를 기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금융
시장 안정화대책, 중소기업 금융애로 완화대책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실시하였다. 금
융실명거래의 정착과 더불어 1996년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었다.
한편 세계적인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외
환거래의 자율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
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를 자유화하고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는 한편 환율제도 개선, 외환집중제 및 실수요원칙 완화 등 외환거래 자유화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국내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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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자본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국내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앞당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은행도 1991년 동아시아·대양주중앙은행
임원회의(EMEAP) 창설에 참여하고, 1997년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가입하여 우리나
라의 대외 위상을 높였다.
한편 1993년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둔화로 소폭 흑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1994~95
년 국내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자 다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특히 1996년 경상
수지 적자는 GDP의 4.4% 수준인 231억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행은 무역금융 및 외화대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설비투자를 저해하지 않으
면서도 국제수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1. 경제활력 저하와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
가. 경제활력 저하
1980년대 후반 이례적인 호황을 지속하였던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들어 물가 불안, 경
상수지 적자 반전, 성장률 하락 등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1990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9.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확대 외에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 급
등, 임금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며 경상수지가 5년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1991년에는 전년에 이어 내수주도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1990~91년중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실시하
고 물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국은행도 수출촉진 등
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관련 여신, 소비성 대출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억제하고 시설재 수입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대출을 축소하였다.
이에 힘입어 1992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고 경상수지 적자도 축소되
었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5%대로 크게 하락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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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는 국제유가 상승,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근원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호황기에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형성된
데 기인하였다. 즉, 임금의 급속한 상승, 높은 금리수준, 과다한 물류비용, 부동산가격 급
등 등으로 고비용 경제구조가 형성된 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의 기술개발과 구
조조정 부진 등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

나.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
정부는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경제계획을 추진하였다. 동 계획은
1993년 3월 22일부터 6월 말까지 신경제100일계획을 실시하고 동년 7월부터 1997년
말까지 신경제5개년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신경제100일계획은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술개발 촉진, 기업활동의 자
율성 제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체계 개선, 기본생필품 가격의 안정, 공직자 의식개
혁 등을 7대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물가상승과 임금상승간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역
점을 두었다. 한국은행은 이 기간중 재할인금리를 연 1%포인트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
한 무역금융의 평균 융자단가를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재정·금융·행정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개혁함과 아울러 성
장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국민생활여건의 개선 등 3대 중점경제시책을
선정·추진하였다.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세, 농어촌특별소득세 도입 등을 통해 조세
부담률을 높이고 경직성 경비 억제, 양곡관리기금제도의 전면개편, 유사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정자금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상속·증여세 등 세제개편을 추
진하였다.
금융면에서는 금리자유화, 정책금융 및 각종 여신규제의 축소·폐지 등을 통해 금융
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금융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외환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
신경제5개년계획 발표
(1993. 3. 2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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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금융, 토지이용 및 개발, 공장설립 절차, 건축, 물류제도 등 분야별로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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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혁을 추진하여 상당수의 규제를 축소·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대 중점경제시책을 추진하였다. 성장잠재력의 강화를 최우선과
제로 선정하여 기술·지식집약 산업구조로의 전환, 공정경쟁 촉진, 중소기업 및 농어업
육성, 기술·인력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
진하였다. 국제시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국제교역질서 형성에
의 적극 참여, 수출시장 확충,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
무역기구(WTO)에 출범과 동시에 참여하고 1996년 12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정식 가입하였다.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안정, 대중교통
확충,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크게 높아지고 주택
가격도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한국은행은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에 유의하면서 설비자금 및 중소기업금융의 공
급을 원활히 뒷받침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조치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총액대출제 도입, 공개시장조작
확대 등을 통해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2. 금융실명제 실시
가. 금융실명제 추진 경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금융거래시 가명이나 무기명
의 거래를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비실명거래는 지하경제의 소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포
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한 금융자산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1982년
12월「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실명제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시시기는 행정준비상황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986년 1월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해 1983년 1월 금융실
명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실명화한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조사를 배제하였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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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에는 비실명거래에 의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실명
거래의 경우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자 정부는
1989년 4월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과 금융실명제추진 실무대책위
원회를 설치하였고 또한 10개 금융기관 그룹과 국세청에 준비위원회
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한국은행도 은행감독원에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물가가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1989. 4월)

불안해지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실명제 실시준비가 구체화되면서 저축
자금이 금융시장으로부터 부동산시장 등으로 급속히 이탈하고 기업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 4월 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키로
결정하는 한편 세제개선을 통한 조세부담 형평 제고, 부동산투기 억제 등 보완책을 마련
하였다.
정부는 1992년부터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진정되고 1993년 하반기 들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
를 실시하였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대규모 자금이탈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예방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
의 주요 내용 및 보완대책
(1)‘긴급명령’
의 주요 내용
1993년 8월 12일 발표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은 2개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실명
금융자산도 실명확인 후에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명전환 의무기간 경과 후
에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10%씩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하
금융실명제 발표 보도기사
(1993. 8. 1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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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실명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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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까지 중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거액의 현금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전환기간중 3천만원을 초과
하는 인출과 5천만원 이상의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금융
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기
로 하였다.
(2)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하였다. 우선 부동산으로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토의 93.8%에 해당하는 지
역을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확대·지정함과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 확대를 유도하였다. 자금의 해외유
출을 방지하기 위해 3천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자를 특별관리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
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
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였다.
한국은행도 8월 13일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고 34개 금융기관 부행장급을 반원으로
하는 금융시장안정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본지점과 각 금융
기관에 금융시장안정 비상실무작업반을 설치하는 한편 본지점
에 금융실명제 안내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8월 20일 금융실
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상의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점 및 각 지점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은 보완대책 실시 이후에도 자금거래 및 고액 예금
인출 내역이 드러나는 데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는 9월
24일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3천만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금융애로 접수창구 개설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동 자료가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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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법인이 임직원 등의 명의로 관리해 오던 비실명자산을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하였다.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
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만기 10년의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
권의 최초매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키로 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중자금의 제도금융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5일 세금우
대저축의 가입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10월 28일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연내에 실
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과세자료가 양성화됨
으로써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1993년말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경감, 기
업의 조세부담 완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단
행하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1996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3. 금융·외환거래의 자율화와 자본시장 개방
가. 금융자율화
(1) 금리자유화 추진
1990년대 들어 금융의 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1991년 8월 일부 단기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1996년까지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금리자유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되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를 그리고 수신금리 중에서는 장기·거액상품 금리를 단
기·소액상품 금리보다 먼저 자유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1991년 11월 시행된 제1단계 자유화조치에서는 여신금리의 경우 당좌대출과 상업어
음(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어음 제외)·무역어음·기업어음(CP)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수
신금리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비롯한 장기상품과 5천만원 이상 양도성예금증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보도기사
(1991. 8. 2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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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거액상품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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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1월 제2단계 자유화조치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만기 2년 이상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아울러 금융채 및 회사채 발행금리가 자유화되
고 통화안정증권 및 국공채 발행금리도 실세화되는 등 채권금리 자유화가 완료되었다.
1994년 들어서는 2차에 걸쳐 제3단계 자유화조치의 일부가 앞당겨 실시되었다. 7월
에는 자유화된 CD RP CP 등 거액금융상품의 최단만기를 91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은행이 할인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근거로 표지어음을 자유금리로 발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월에는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 수신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하
는 동시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의 대출금리를 각 은행이 프라임레이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단계 계획의 잔여부분은 1995년중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995년 7월에는 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금리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하였다. 11월에는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는 한편 요구불예금
성격인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도 예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금리자유화 추진계획’
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2) 은행업무 규제 완화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1991년 12월
종래 요구불예금의 25% 범위 이내였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
하고 장기대출한도에 대한 규제 및 금융채 발행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대신 은행의 최저
자본금 상향 조정,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등 은행의 건전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였다.
이어 1994년 12월 은행의 유상증자와 주식배당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인가사항에
서 제외하여 자본금 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은행의 자회사 출자와 관련된 규
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10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은행의 최장대출만기
를 폐지하는 한편 은행의 정관 변경시 경미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대상에
서 제외하고 사후신고로 대신하게 하였다.
한국은행도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
다. 1993년 4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취급에 관한 지도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동일인 여
신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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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으며 주식담보대출에 관한 규제도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총대출금의 10%
이내로 제한하였던 대출보증한도에 관한 규제, 사채보증 및 인수에 관한 규제, 사모사채
인수재원 및 규모에 관한 규제 등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CD 발행잔액의 10%
이상을 무역어음 할인으로 운용하도록 한 무역어음 할인 촉진책도 폐지하였다.
1994년 5월에는 지방은행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였다. 제조업대출 지도비율 적용대상이 시중은행 및 지
방은행으로 한정되어 특수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동 지도비율을 5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
은행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하였다.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은 1995년 8월에 다시 40% 이
상으로 하향 조정한 후 1996년 3월 전면 폐지하였다.

1990년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변경 추이
일자

대출의무비율
시중은행 : 45%

1992. 2. 1

지방은행 : 80%
1)

외은지점 : 35%

적용기준
원화금융자금
대출금증가액

비고
시중은행의 의무비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 45%
1994. 5. 9

지방은행 : 70%

상동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하향 조정

상동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하향 조정

상동

주택은행 및 평화은행의 의무비율

외은지점 : 35%1)
시중은행 : 45%
1997. 7. 4

지방은행 : 60%
1)

외은지점 : 35%

시중은행 : 45%
1999. 2. 1

주택·평화 : 35%
지방은행 : 60%

하향 조정

1)

외은지점 : 35%

주 : 1) 총액한도대출(1994년 3월 이전에는 상업어음재할인)을 수혜받지 않는 경우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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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환거래 자유화
(1) 환율제도 개선
우리나라는 1980년 2월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환율이 외환시장
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자유변동환율
제도로 이행하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989년 9월‘단계별 환율제도 개편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를 폐지하고 과도기적 제도로서 시장평균환율제도
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최근 거래일에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을 통하여 거래된 은행간 현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보도기사
(1990. 2. 20, 동아일보)

물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시장평균환율을 기준환율로 사용하
였으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전일 시장평균환율
의 상하 0.4% 이내로 제한하였다. 정부는 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이고 외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1995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25%로 점진적
으로 확대하였으며 1992년 7월에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을 자유화하였다.
(2) 외환집중제 및 실수요원칙 완화
정부는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과 함께 외환시장의 수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외환집중제 및 실수요원칙을 대폭 완화하였다.
외환집중제 완화조치로서 1990년 3월 전년도 대외거래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
에 대하여 연간 1천만달러까지 외화를 매입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허용
하였다. 1991년 7월 전년도 대외거래실적이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1992년 3월 대
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매입한도도 1993년 7월까지 최
고 3억달러로 높인 후 동년 10월 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기업의 해외 외환보유는 1990년 3월 종합무역상사에 한해 5백만달러까지 허용한 데
이어 1993년 4월 수출입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 1994년 2월 수출입실적 1천만달
러 이상인 기업, 1995년 2월 수출입실적 5백만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
였으며 보유한도도 최고 3억달러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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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개인의 국내 외화보유에 대한 제한도 크게 완화하였는데 1993년 4월 거주자
의 외국환집중의무 면제한도를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1994년 6월 외국
환매각 및 예치의무를 폐지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2월에는 1인당 연간 1만달러 이내에서 외환을 자유로이 매입하여 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실수요원칙 완화와 관련된 주요 조치를 보면 1991년 7월 한국은행은 은행간 현물환
거래에 대한 실수요증빙을 완화하였다. 이어 1993년 4월 모든 선물환 및 금융선물거래
시 실수요증빙을 사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10월에는 외화간 선물환거래에 대하여 실
수요증빙을 완전히 면제하였고 원화·외화간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도 건당 3백만달러
이하인 거래와 건당 3백만달러 초과 거래중 만기 2일 이내인 거래에 대해 실수요증빙을
면제하였다. 또한 금융선물거래중 건당 1천만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도 실수요증빙
제출을 면제하였다. 1994년 11월에는 원화·외화간 선물환거래중 건당 1천만달러 이하
의 거래에 대해 실수요증빙을 면제하고 금융선물거래의 경우 2천만달러 이하의 장외거
래 및 모든 장내거래에 대해 실수요증빙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3)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 개선
정부는 외국환은행 포지션관리의 효율성 및 외화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포지션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1989년 9월 도입된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매입초과포지션 의무보유한도를 1991년 7
월 매입외환평잔 대비 2%에서 1%로 축소한 데 이어 1992년 1월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
하였다. 1992년 9월에는 종합매각초과 포지션한도를 종래의 5백만달러에서 매입외환
평잔의 20% 또는 1천만달러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고 매각초과가 금지되었던 현물환에
대해서도 매입외환평잔의 5% 또는 5백만달러중 큰 금액 범위내에서 매각초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 7월에는 종합매각초과 포지션한도를 매입외환평잔의 30% 또는
2천만달러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였다.
1993년 10월 정부는 포지션관리기준을 기존의 매입외환기준에서 자기자본기준으로
변경하되 1995년까지는 자기자본기준과 매입외환기준을 병행 운용하기로 하였다. 자기
자본기준에 의한 포지션한도는 종합매입초과와 종합매각초과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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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 매각초과의 경우 자기자본의 1% 또는 2백만달러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1994년
11월에는 종합매입초과 포지션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15%로, 매입외환기준의 경
우에는 매입외환평잔의 2배 또는 2천만달러중 큰 금액에서 매입외환평잔의 2배 또는 3
천만달러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였다.
1996년 1월부터는 외국환은행 포지션관리기준을 당초 계획대로 자기자본기준으로
일원화하고 현물환 매각초과포지션한도는 자기자본의 3% 또는 5백만달러중 큰 금액으
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 자본거래 제한 완화
(1)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정부는 자본자유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다.
먼저 1990년 1월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가 주무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인가할 수 있
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금액 상한을 종전 3백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1991
년 3월에는 제조업중 투자자유화업종으로 외국인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1994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수리업
무를 외국환은행으로 전면 이관하였으며 12월에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1/3 이상이고 고
도기술을 수반하는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한도를 외국인 투자금액의 75%에서 100%로,
차입기간은 3년 이내에서 조세감면기간 종료일 이내로 조정하였다.
정부는 1994년 6월에 발표한 연차별 개방계획 등에 따라 1995년 1월 총 53개 업종
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신규로 개방하거나 개방폭을 확대하였다. 1996년 5월에는 외국
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새로 마련하여 총 81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중 47개 업종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1994년 12월「외자도입법」
을 개정하고 법 명칭도「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
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여 1997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신고제로 단일화하고 국내기업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구주
취득(舊株取得)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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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국내 증권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1992년 1월부
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종목당 10%, 1인당 3% 한도내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
한 이래 1996년까지 4차에 걸쳐 종목당 한도는 20%, 1인당 한도는 5%로 점진적으로 확
대하였다. 다만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산업정책상 보호 필요성이 큰 법인의 경우에는
1996년까지 15%와 1%로 제한하였다.
주식시장 개방계획 발표 보도기사
(1991. 11. 30, 동아일보)

채권시장의 경우 1994년 6월부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의 외국인 매입을
허용하였으며 1997년 6월 이후에는 대기업 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였다. 이
밖에 1995년 4월 투신사에 대해 3억달러 규모의 채권형 외수증권펀드 설립을 허용한
데 이어 1996년 10월 1억달러 규모의 한국채권펀드(Korea Bond Fund)를 런던증권시
장에 상장하였다.
(3) 외화증권 발행 및 상업차관 도입 확대
정부는 1992년 9월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종래의 보통채
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주식예탁증서(DR) 외에 양도성예금증서
(CD)와 기업어음(CP)의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절차도 간소화하였다. 1993년 4월에는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채 조기상환용 자금 및 기술
도입비 조달을 위해서도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자금의 용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기업에 대해서만 외화증권 발행을 허용
하였으나 과거 3년간 누계기준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으로 발행자격 요건을 완화하
였다. 1995년 6월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보유자에게 특정가격으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을 교환해 주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다만
CB BW DR 등과 마찬가지로 교환대상주식 발행기업 주식총수의 15%를 넘지 못하도
록 제한하였다.
정부는 1995년 5월 중소제조업체, 사회간접자본 참여업체 및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설재용 상업차관의 도입을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90%,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허용하였다. 1996년 10월에는「금융기관 여신운
용규정」
상 여신금지업종에 속하지 않는 비제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시설재 수입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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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입금리도 현실화하였다.
(4)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1990년대 들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영업활동을 뒷받침하
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1992년 12월 섬유 도소매
음식업 등 13개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폐지하는 등 투자자유화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부동산투자와 해외근무자의 개인명의 주거용 주택 취득을 허용하는 등
해외에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어 1994년 2월 해외직접투자
제한업종을 종전 17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신고대상 사업을 건당 5백만달
러 이하에서 건당 1천만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건당 30만달러 이하 투자사업에 대
하여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1995년 10월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업 등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의 허
가범위를 축소하고 신고 및 인증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1996년 6월에는 부동산 관련 3
개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도 해제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였다. 아
울러 장기 해외체류자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하고 취득자격도 완화하였다.
(5) 해외증권투자 확대
정부는 외화자금 유입 확대에 따른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국제금융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증권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0년 3월 증권사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투자신탁회사와 보험회사는 1천만달
러에서 3천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1992년 9월에는 투자신탁회사와 보험회사
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5천만달러로 확대하였다. 1993년 4월에는 해외증권투자가 허
용되는 기관투자가 범위에 단기금융회사, 각종 연기금 및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고 같은 해 10월 투자한도를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의
경우 2억달러까지, 기업은 수출입실적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1억달러까지로 확대하였
다.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신사당 5천만달러 이내의 펀드를 통해 해외증권 간접투자
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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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월에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폐지하
고 단기투자금융회사와 연기금의 투자한도를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확대하였으며 7
월부터는 일반거주자도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 한도내에서 해외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
록 하였다. 1995년 2월에는 단기투자금융회사와 연기금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법인 및 일반투자가의 투자한도를 각각 10억원 및 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3월부터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비상장 유가증권에의 투자도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하였다. 1996년
4월에는 개인 일반법인 등 일반투자가에 대한 해외증권투자한도를 폐지하고 비상장증
권 기업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서도 투자를 허용하였다.

4. 경상수지 적자의 대폭 확대와 정책대응
가. 경상수지 적자규모 대폭 확대
1986~89년중 흑자를 지속하였던 경상수지는 1990년대 들어 적자로 전환하였다.
1990년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이 큰 폭으로 늘
어나면서 경상수지가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1991년 및 1992년에도 84억달러와
41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경상수지는 1993년 소폭 흑자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1994년 다시 적자로 돌아선 후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1995년과 1996년의 경
우 87억달러와 23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명목GDP에 대한 비율이 1.7%와 4.4%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들어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인 것은 수출 부진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 수출 부진은 1990년대초에는 선진국 등 해외수요 위축에, 1994년 이후
1996년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보도기사
(1997. 2. 19, 동아일보)

에는 아시아 후발개도국과의 경쟁격화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그 밖에 제조업 임금이 높
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입의 경우 1992~93년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설비투자 확대로 자본재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소비의 고급화와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재 수입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자재 수입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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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1990∼96년중 199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는
데 특히 1996년에는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수준인 150억달러에 달하였다. 서비스수지는
1990년 적자로 전환한 후 1991~94년중 2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이다가 여행수지 적
자가 늘어나면서 1995년 30억달러, 1996년 62억달러로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
(1) 무역금융 지원 확대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응하여 무역금융의 달러당 평균융자단가를 인
상하고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되는 비계열 대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장기준
무역금융 융자한도도 인상하였다.
1990년 7월에는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포괄금융 융
자대상에 비계열대기업을 새로이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대상범위도 확대하였다. 또한 포
괄금융 수혜업체에 대한 동일인 융자한도를 큰 폭 상향 조정하였다.
1990년대 무역금융 평균융자단가 변동 추이
단위 : 달러당 원

97.2

1)

98.5 2)

구분

1990.4

91.11

93.4

95.4

96.8

중소기업

600

650

700

700

720

90%

자유화

대기업

400

400

400

400

450

60%

자유화

주 : 1) 기업규모별 달러당 융자단가를 전월평균 기준환율의 일정비율로 연동
2)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

(2) 외화대출제도의 신축적 운용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응하여 외화대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였
다. 1991년 1월부터 외채 조기상환용 외화대출과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
의 시설재수입용 특별외화대출제도를 폐지하고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에 대한 수입
용 일반외화대출을 금지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에 대해 상환기간 3년 이상의 외화대출잔
액 대비 3년 이상 해외차입잔액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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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자 한국은행은 1991년 9월 시설재 수입용 외화대출의
융자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1991년 1월 외화대출 수혜대상을 제조업체로 그리고 1992
년 1월에는 제조업체의 수출산업용, 수입대체산업용, 첨단기술산업용 및 방위산업용 시
설재 수입자금과 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재 수입자금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융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융자기간도 종전 10년 이내에서 1년 초과 8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1992년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반면 기업설비투자가 부진해지자 한국은
행은 외화대출의 융자비율을 199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기업은 90%, 중소기업
은 100%까지 인상하고 융자기간도 종래 8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다시 연장하였다.
1993년 1월 융자대상을 제조업체의 모든 시설재 수입자금으로 확대한 데 이어 1994년 1
월에는 항공기 및 중고선박 도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중소기업의 첨단기술도입비 및 용
역비도 융자대상에 추가하였다.
1995년 들어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시 대폭 확대되자 같
은 해 5월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대기업의 시설재 수입자금 융자비율을 90%에서 70%로
인하하였다. 1996년 7월부터는 국내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산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구매자중 적어도 하나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
하여 융자를 실시하다가 같은 해 9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대기업인 경우까지로 융
자대상을 확대하였다.
(3) 무역신용에 대한 제한 완화
정부는 1990년 이후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연
장하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하였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을 종전 60일 이내에서 1990년 2월 이후 4차
에 걸쳐 연장하여 1996년 10월 180일 이내로까지 늘렸다. 수출기업이 해외저리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1993년 1월부터 연간 수출
실적의 2% 또는 건당 거래규모의 20%로 확대하였다. 이어 1993년 4월 수출선수금 영
수기업의 범위를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연간
수출실적의 10%로 높였다. 1994년 6월 대기업의 영수한도를 연간 수출실적의 5%로 확
대하고 건당 2만달러까지 국내기업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도 허용하였다. 199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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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자유화하고 대기업 영수한도도 점차 늘려
1996년 10월에는 연간 수출실적의 20%까지 확대하였다.
(4) 서비스수지 관련제도 정비
정부는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1990년 5월 종전 5천달러까지 외화를 자유로
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던 거주자 외화환전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해외여행경비 환전
시 그 내용을 여권에 기재하는 환전필 날인제도를 부활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13세 이상 20세 미만 해외여행
자의 기본경비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여행경비 신용카드 지급대상도 제한하였다.
정부는 해외여행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1993년 12월 신용카드의 해외 현
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이 월 1천달러를 초과할 경우
동 내용을 한국은행 및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사후관리하도록 하였다.
서비스수지 관련 대책은 1995년 2월 다시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경상외환
거래 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해외여행자의 기본경비 한도 및 신용카드 사후관리 기준금
액을 상향 조정하는 외에 해외유학생의 기본경비 및 체재비 한도도 확대하였다.

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제반조치와 더불어 재할인제도의 탄력적 운용, 부
동산담보 취득제한 완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운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989년 5월과 12월 시한부로 인상하였던 상업어음
재할인 우대지원비율의 적용기한을 당초 1990년 6월말에서 1992년 12월말로 연장하였
다. 1992년 5월 중소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상업어음의 재할인 최장만기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1993년 9월말까지 적용하였으며 1993년 4월 동일업체에 대한 상업
어음 할인한도를 폐지하였다. 1995년 7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용도 등을 평가하
여 거래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상업어음재할인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별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취급실적 가중치를 높였
다. 1995년 11월에는 상업어음재할인의 업종별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건설어음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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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1996년 1월 총액대출한도의 5%
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상황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한데 이어 같은 해 3월 중소기
업 신용평가표와 정당여신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여신
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였다. 1991년 4월과 11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자금대출 외에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기
업주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 명의 거주주택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2년 4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취급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7월에는 중소기업여신 취급시 예외적으로 담보 취득이 허용되는 대
상 부동산 및 예외적용 대상업종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 이후에도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담보취득제한을 계속 완화하여 1995년 8월 모든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경색, 대기업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였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
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이 공급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50%를 지원하고 1995년 3월에는 덕산그룹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
한 금융기관 공급자금의 50%를 지원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삼풍백화점 사고로 피해
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대출취급실적의 45%를 총
액한도대출로 지원하였다.

5. 주요 국제기구 가입과 교류협력 강화
가. 주요 국제금융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1) 국제결제은행(BIS) 등 중앙은행협력기구
한국은행은 1990년대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정보교환과 선진금융기법 습득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BIS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1996년 9월 BI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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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신규 가입을 초청함에 따라 1997년 1월 정식으로 BIS 회원이 되었다. 이후 한
국은행은 BIS와의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BIS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지급결제제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신흥개도국 중앙은행 특별회의 등에
도 적극 참석하였다.
한국은행은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상호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해 1990년 동남아 중앙
은행기구(SEACEN) 회원으로 가입하여 1993년에는 서울에서 제28차 총재회의를 주최
하고 SEACEN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였다. 1991년 1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
아·대양주 지역 9개국 중앙은행간 정책협력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임원회
의(EMEAP)가 창설되었다. 한국은행은 EMEAP 창설 이후 총재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
여하고 1996년 3월 제11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2)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우리나라는 1988년 11월 IMF 제8조국으로 이행하고 1990년대에 들어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88년 IMF 대기성차관자금 17억SDR을 전액 상환하고 1995년부터 아시아지역과
체제전환국 정부 및 중앙은행 직원들에게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IBRD 차관의 경우에는 1인당 GNP가 융자수혜 졸업기준인 4천달러를 넘어
선 1989년을 정점으로 점차 상환규모를 늘려나가 1995년 IBRD 융자대상국에서 졸업
하였다.

나. 주요 경제협력기구 가입 및 교류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 및 선진경제
체제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와 OECD와의 관계는 1980년대말 OECD와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간의
정책대화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정부는 1992년 1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92~96)에서 OECD 가입을 천명하고 1995년 3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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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까지 심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11
일 OEC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초청이 만장
일치로 결정되고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2) 세계무역기구(WTO)
1980년대 들어 GATT체제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
화로 약화되고 GATT의 포괄대상이 아닌 서비스, 지적재산

한국 OECD 가입(1996. 10. 11)

권 등과 같은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다자
간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9월 협상이 시작된 우루
과이라운드가 1993년 12월 타결되고 1995년 1월 1일 GATT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무역
기구로 WTO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우리나라도 동시에 가입하였다.
WTO체제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제한이 가
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으나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등 경
제정책 운영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이 아시아·태평
양 경제협력체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어 1991년 11월 서울
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 지역내 협력활동의 목표와 범위를 규정한 기본문서인
‘서울 APEC 선언’
을 채택함으로써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1993년 11월 시애틀에
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는 정상회담인 APEC 경제지도자회의가 개최되었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상회담으로서
1996년 3월 제1차 정상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ASEAN 7개국, 유럽연합 15개국 등 25개국 정상과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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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 외환위기의 극복과 금융안정 도모
(1997∼2003년)

1997년 들어 우리 경제는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함께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외자유입 부진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
다. 하반기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기아사태의 처리 지연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
출로 돌아서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국내금융기관의 외환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은행의 긴급 외화자금 지원으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외환결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외화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IMF와의 협의를 거쳐 12월 3일 210억달러 규
모의 대기성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
은행(ADB)이 각각 100억달러 및 40억달러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233억 5천만달러
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8년 1월 해외 채권은행들과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외
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여 4월 217억달러의 단기외채를 정부보증하에
만기 1~3년의 신규채무로 전환하였으며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1998년중 총 41억달
러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였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말 채권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 1998년에는 주식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을 전
면 개방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외국인 투자
업종의 개방폭 확대, 국내 부동산 취득 자유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
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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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교체, 조직 및 인력축소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
상화를 도모하였다.
금융기관 여신 2천 500억원 이상인 64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과 재
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부채비율 200% 달성, 상호지급보증 해소, 외자유치, 계열
사 정리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104개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개선작업(work-out)
을 추진하였다.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물경제의 원활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발생 이후 IMF와의 합의에 의해 외화유동성 확보와 환율안정을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2·4분기 이후에는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는 데 발
맞추어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금리를 꾸준히 인하하였다. 또한 한국은
행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인
수하고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특별유동성을 지원하였다.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보유외화자금을 지
원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1998년 4월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98년부터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1999년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안정
을 회복하는 가운데 실물경기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등 활력을 되찾았다. 또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1년 8월 23일 IMF차입
금을 만기에 앞서 전액 상환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9∼2002년중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늘어나고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신용카드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2002년 들어 신용카드 연체율
이 상승하고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
3월‘SK 글로벌’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카드채 부실이 우려되면서 투신사 및 금전신
탁에서 환매 요구가 급증하고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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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가중되었다. 이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카드채 만기 연장 등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이 개선되면서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회복하였다.

1. 기업부도 급증과 금융·외환시장의 동요
1997년 들어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대기업 부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기업부
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1월 23일 국내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14위이던 한보그룹이 부도
처리된 후 삼미 진로 등 대기업 부도가 이어지고 7월 15일에는 자산규모 8위이던 기아
그룹의 부도가 발생하였다. 전체 부도업체수는 1996년중 월평균 966개에서 1997년 10
월에는 1천 435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96년중 0.17%였던 전국어음부도율은 1997
년 1·4분기중 0.29%로 상승한 후 10월에는 0.56%까지 높아졌다.
기업부도 확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일반
은행의 무수익여신(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은 1996년말 12조 2천억
원에서 1997년 9월말 21조 9천억원으로 배증하였으며 종합금융회사의 무수익여신도
1996년말 1조 3천억원에서 1997년 10월말 3조 9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업부도가 이어지자 신용리스크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기피하면서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주식시장도 크게 침체되
어 공모 및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자금조달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회사채 발행도 보증기관의 보
증 기피 및 투자자의 매수 부진으로 저조하였다.
시장금리는 1997년 상반기까지 대체로 안정된 움
직임을 보였으나 7월 들어 기아사태를 계기로 시
장 불안심리가 증대되고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차
입이 어려워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외환시장은 1997년 들어 큰 폭의 경상수지 적
자 지속과 외자유입 부진 등으로 환율이 상승하
기아그룹 화의신청(1997. 9. 26)

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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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기아사태의 처리 지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00% 이상을 유지하던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차환비율은 7월 이후 80%대
로 하락하였으며 8월부터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순유출로 돌아섰다.
이러한 외환수급 불균형 등으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996년말 844원에서 1997
년 9월말에는 915원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외화유동성 부족이 심화된 10월부터는 환율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처하여 1997년중 수차례에 걸쳐 안정
화대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3월 자본시장 조기개방계획을 발표하여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등 외자유입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월부터 시
행예정이던 콜중개한도제 도입을 철회하고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를 폐지하였다. 8
월에는 금융기관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기 외화유
동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발표하였
다. 또한 8월부터 증권회사에 기업어음(CP) 할인업무를 허용하고 10월에는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를 추가로 확대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 악화에 대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
탁 및 해외점포 예치의 형태로 단기 외화자금을 지원하였다. 8월초부터는 매일 금융기
관별 외화자금 결제상황을 점검하여 결제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한 은행이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직접 지
원하였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부실채권 급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일은
행과 16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각각 1조원 한도의 특별대출을 실시하여 금융시장 안정
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노력과 함께 한국은행은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1997년 1월에는 전년중 신탁제도
개편이 통화지표에 미치는 교란요인을 감안하여 종전의 총통화(M2) 외에
MCT(M2+CD+금전신탁)에 대해서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여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하였다. 2월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6조 4천억원에서 3조 6천억원으
로 대폭 감축하고 예금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해서도 지

446

한국은행 60년사 | 제5장 경제발전과 한국은행

급준비금 적립의무를 부과하되 발행한도는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여신금지부문을
축소하고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완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실
시하기로 하였다. 이어 7월에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기
관 여신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2. 외환위기 발생과 IMF 긴급자금 지원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10
월 하순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신뢰도가 더욱 저하됨으로써 외환위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국내금융기관의 신규 해외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져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10월 28일에는 환율이 일중변동폭 상한(2.25%)까
지 상승하여 외환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10월 30일까지 계속되었다.
환율 2,000원 돌파(1997. 12. 23)

정부는 10월 29일 및 10월 31일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후속조치를 각각 발표하여 채
권시장 개방 및 현금차관 도입 확대, 예금목적 외화매입의 한시적 제한, 현물환 매입초
과 포지션한도 신설 등의 조치를 추진하였으나 11월 들어서도 외환수급 상황은 개선되
지 못하였다. 외환수급의 심각한 불균형 지속과 원화절하 기대심리로 11월 17일부터는
연 4일간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환율이 일일변동 허용 상한까지 상승하여 거래가 중
단되는 등 외환시장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외화자금 지원으로 외
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외환결제 불능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19일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을 발표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기되 예금자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은행 종합
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2000년 말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
을 정부가 보장하고 11월 20일부터 환율 일일변동 허용폭을 ±2.25%에서 ±10%로 확
대하였다. 이어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IMF와의 협의를 거쳐 12

긴급자금 방출을 위한 한은직원들의
야근모습(1997. 11. 28)

월 3일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IMF와의 협정체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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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가 100억달러, ADB가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
으며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으로도 외환위기가 수습
되지 않을 경우 제2선 지원자금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233억 5천만달러를 지원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583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자금은 1997년 12월 5일 IMF자금
52억달러 도입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중 161억달러,
IMF 긴급자금지원 의향서 서명(1997. 12. 3)

1998년중 126억달러, 1999년중 15억달러 등 총 302억달러
가 도입되었으며 기관별로는 IMF가 195억달러, IBRD가 70억달러, ADB가 37억달러를
지원하였다.
IMF 자금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되었다.
1997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국내 주요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차환비율이 10
월의 80% 내외에서 12월에는 30%대로 급격히 낮아져 대외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10월말 223
억달러에서 12월 18일에는 39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외환보유액 감소는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외환공급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1997년
11·12월중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탁 및 해외점포 예치를 통해 긴급 결제
자금 233억달러를 공급한 것 외에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89억달러를 공급하였다. 이중
대부분은 시장에서의 외환 절대공급 부족을 보전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환율은 급등세를 지속하여 10월말 달러당 965원에서 12월 24일
1,965원까지 상승하였으며 같은 날 IMF의 조기자금지원 결정을 계기로 하락세로 돌아
서 연말에는 1,415원으로 낮아졌으나 전년말에 비해서는 40.3%나 절하된 수준이었다.
금융시장에서는 IMF와의 합의에 의해 금융긴축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1997년 11월 중순까지 연 13~14%대에 머물던 회사채 유통수익
률이 12월 하순에는 30%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연초 이래 12~14% 수준에서 등락을 보
이던 콜금리도 12월초부터 급등하여 연말에는 26%를 기록하였다. 기업어음(CP)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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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1%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고금리정책은 대외신인도 하
락으로 자본유출이 급증하던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확보 및
환율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으나 실물경제
의 과도한 위축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12월 들어서는 청솔 대한 등 14개 종합금융회사와 고려
동서 등 2개 증권회사 및 신세기투자신탁이 영업정지되고
정부가 연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금융기관
IMF 실무진과의 정책협의(1998. 1. 2)

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함에 따라 금융기관들
이 여신을 감축 운용함으로써 기업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외화자금 부족에
자기자본비율 유지 부담이 겹친 은행들이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환어음 매입을 기피
함으로써 원자재 수급차질이 빚어지는 등 금융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외환위기는 1997년 12월 및 1998년 1월 정부가 국회로부터 총 270억달러의 정부지
급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고 1월 28일 뉴욕에서 채권은행들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
장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수습의 계기를 맞았다. 4월 8일 217억달러의 금융
기관 단기외채가 정부 지급보증하에 만기 1~3년의 신규채무로 전환되었다.

3.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안정화대책 추진
금 모으기 운동

외환위기 발생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의 조기안정을 도모하고 실물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 각 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
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IMF 자금지원에 따른 정책준수사항일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위기상
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안정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가. 금융기관 구조조정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부실채
권 누적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
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 경영진 교체, 조직 및 인력 축소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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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확충 및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은행의 경우 한보 기아 등의 부도로 경영이 크게 악화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납
입자본금을 1998년 1월 각각 7천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감자토록 한 후 정부와 예
금보험공사가 1999년까지 각 은행에 5조 7천 100억원, 4조 8천 201억원을 출자하여 자
본금을 확충하였다. 제일은행은 1999년 12월 미국의 Newbridge Capital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되었다.
제일·서울은행을 제외한 24개 일반은행중 1997년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기관 퇴출조치 보도기사
(1998. 6. 29, 조선일보)

8% 미만인 12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1998년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
고 민간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6월 29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각각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 등 BIS비율이 8% 이상인 우량은행에 이전
하도록 계약이전(P&A)명령을 내림으로써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조치를 단행하였다.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자구계획 이행계획서를 7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여 경영개선을 유도
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코메르츠은행과의 합작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
화를 추진하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한빛은행으로, 조흥은행과 충북은행 및 강원은행
은 조흥은행으로 합병하였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하
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농협과 축협이 농협으로 각각 합병하였다.
2000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제2단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
로 지정하고 기존 자본금에 대한 전액 감자를 실시하였다. 동 은행들은 이후 정부주도로
신설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말 33개이던 은행
수는 2000년말에는 22개로 감소하였다.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
타난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신한 쌍용 청솔 항도 한화 등 10개 종합금융회사에 대
해 1998년 1월 인가를 취소하고 자산 및 부채를 1997년 12월 가교회사(架橋會社)로 설
립된 한아름종금으로 이관토록 하였다. 이어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한솔 대구 삼
양 제일 새한 한길 대한 나라 등 8개 종금사가 추가로 인가 취소되고 한외 현대 및 LG종

450

한국은행 60년사 | 제5장 경제발전과 한국은행

금은 각각 외환은행 강원은행 및 LG증권으로 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수는
1997년말 30개에서 2000년말에는 10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증권회사는 부실화 정도가 심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동서 고려 한남투
자 장은 동방페레그린 한국산업증권 등 6개사가 인가 취소되고 삼성투신증권이 삼성증
권에 합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삼성 제일투신 미래에셋증권 등 14개사가 신설됨
으로써 증권회사수는 1997년말의 36개에서 2000년말에는 43개로 늘어났다.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신세기 한남투신은 인가 취소되고 모기업의 부도 등으로 영업
이 곤란해진 고려 동방페레그린 보람 으뜸투신운용 등 4개사는 해산하는 등 6개사가 퇴
출되었으며 삼성투신운용은 삼성생명투신운용으로 합병되었다. 또한 대우사태 등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한국 대한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가 추진되었으며 태광에셋 아이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등이 신설되었다. 이
에 따라 1997년말 31개이던 투자신탁회사수는 2000년말 27개로 줄어들었다.
보험회사는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국제 BYC 태양
고려 두원생명 등 5개 생명보험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 이들 회사의 보험계약을 삼성 교
보 흥국 제일 대한생명에 각각 이전토록 하였다. 또한 조선생명은 현대생명에, 국민 한덕
생명은 SK생명에,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에, 동아생명은 금호생명에 각각 합병되고 대
한생명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 및 대한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하고 공적자금 투입과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하였다. 이로써 2000년말 보험회사수는 40개로 1997년말에 비해 10개가 감소하였다.
리스회사는 대부분이 은행 자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모은행 책임하에 은행구조조정
과 연계하여 정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7년말 25개였던 리스회사는 한국리스여신
등 4개사가 신설되었으나 10개사가 합병 또는 등록말소되면서 2000년말에는 19개사로
줄어들었다. 이 밖에 1998~2000년중 97개 상호신용금고와 358개 신용협동조합이 퇴
출 또는 합병되었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였다. 예금
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104조원 등을 바탕으로
퇴출 금융기관 예금대지급에 15조 4천억원, 인수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12조 2천
억원, 증자지원에 36조 1천억원, 부실자산 매입에 43조 5천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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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정리 내역(2000년말 기준)
단위 : 개

1997년말
금융기관수
(A)
은행

33 3)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구조조정 내역
퇴출 1)

합병 2)

계(B)

신규설립
(C)

5

6

11

30

18

3

21

1

10

36

6

1

7

14

43

투자신탁회사

31

6

1

7

3

27

보험회사

50

7

6

13

3

40

리스회사

-

2000년말
금융기관수
(A-B+C)
22

25

1

9

10

4

19

상호신용금고

231

72

25

97

12

146

신용협동조합

1,666

257

101

358

9

1,317

계

2,102

372

152

524

46

1,624

주 : 1) 인가취소, 파산, 해산, 철수, 업종전환된 금융기관 포함
2) 합병으로 소멸된 금융기관 수
3) 16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4개 특수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부와 한국은행도 각각 18조 9천억원과 9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0년 말까지 금융기
관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모두 127조원에 달하였다.

나. 기업 구조조정
정부는 1998년 1월 재계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사업부문 선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대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2~4월중 전체 금융기
관 여신이 2천 500억원 이상인 64개 계열기업군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다. 5월 각 은행에 기업부실 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열기업군 소속 부실징후
기업 등 총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 정도를 평가한 후 이중 55개 기업을 부실기업
으로 판정하여 청산 매각 합병 등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6월에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여신금융회사 등 210
개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고 회생가능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하여 자산
매각 외자유치 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개
선작업(work-out)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9월에는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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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유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석유화학 등 7개 과잉·중복투자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간 사업교환, 인수 합병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구조조정에 합
의하였으며 12월에는 기존의 약정내용 및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화한 수정 재무구조개
선약정을 체결하여 계열사 감축, 부채비율 개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결과 5대 계열(대우 제외)의 경우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 상호지급보증 해소, 외자 유치, 계열사 정리 등 재무구조개선약정 내용을 대부분
이행하였다. 6대 계열 이하의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1998년말의 절반수준으로 크게 하
락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대부분 이행하였다. 대우계열의 경우 1999년 8월 12개
주력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0년말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된
10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1998년 7
월 이후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열기업군 소속 61개 기업과 중견대기업 43
개사 등 총 104개 기업들은 조기졸업 합병 퇴출 등으로 70개사가 제외됨으로써 2000년
말에는 34개사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9월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서울부채조정기금 한강 무궁화 아리랑구조조정기금 등 4
개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이 총 1조 9천 667억원 규모로 설립되었다.

다. 경제안정화대책 추진
정부는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
1997년 12월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폐지하여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
한 데 이어 1998년에는 주식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1997년 12월 발행주식총수의 26%에서 55%로 크게 확대한 후 1998
년 5월에는 완전히 폐지하였다. 1998년 2월에는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
발행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5월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
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도 개방하였다. 이어 7월부
터는 비상장 주식 및 채권,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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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외국인이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98년중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 허용, 외국인 투자
업종 개방 확대, 국내부동산 취득 자유화,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
을 대폭 개선하였다. 아울러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신용 도입을 자유화하고 거주자의 외화차입 제한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자산
매각 제한을 완화하였다.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물경제의 원활한 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98년 2·4분기 이후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는 데 상응하여 실물경제가 지
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IMF와 협의를 거쳐 꾸준히 금리를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1·4
분기까지 연 20%가 넘던 콜금리는 점차 낮아져 연말에는 6%대로, 1999년 4월에는 4%
대로 낮아졌다.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자산가격
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등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콜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는 방
향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이 발행한 채권 2조원을 인수하였다. 12월에는 14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면서 이
들 회사에 공여한 콜자금의 동결 등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총 11조
3천억원의 특별유동성을 지원하였다. 이어 1998년 1월에는 영업정지된 종합금융회사의
예금 대지급 및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출자재원 조성을 위
해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 6조 5천억원을 인수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급된 거액의
유동성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당 부분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하였다. 1997년 11월말 20
조 1천 118억원으로 본원통화의 90% 수준이던 통화안정증
권 발행잔액은 2000년말 본원통화의 2.5배인 66조 3천
777억원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그룹 워크아웃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199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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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액대출한

도를 1997년 12월 및 1998년 3월 각각 1조원씩 증액한 데 이어 1998년 9월 2조원을 추
가로 증액하여 7조 6천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연 5.0%에서
3.0%로 인하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
자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해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8월에는 국내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의 원자재 수입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원자재 수입금융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1998년 1월 여신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여신금지
부문 및 담보취득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5월에는 종래 국채 및 정부보증채로 한정되
었던 환매조건부거래 대상증권에 통화안정증권을 추가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의 활성
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컴퓨터 2000년 문제’
에 대처하여 금융기관이 사전에 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1999년 11월 23일부터 2000년 3월 22일까지 지급준비금 현
금보유 인허율을 35%에서 50%로 인상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발생시 한국은행이
지급자금 부족액을 즉시 대출해주는 임시특별대출제도를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 시한부로 도입하였다.
통화관리에 있어서는 1997년 12월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긴축을 강화하면서 종전의
M2와 MCT 복수통화지표 관리방식에서 금융구조 변화에 보다 중립적인 M3의 바람직
한 증가율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본원통화 예시한도 증가율을 설정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였다. 1998년 4·4분기부터는 IMF와의 협의에 의해 예시한도로 설정하던
본원통화 공급한도를 삭제하여 통화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정부와의 협
의를 거쳐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발표하였다. 1998년과 1999년 목표는 각각 연평
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9±1% 및 3±1%로 설정하였다. 2000년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1%로 설정하되 자연재해나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일시적 ·단기적
요인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변동분
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1999년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안정
세를 회복한 가운데 실물경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활력을 되찾았다. 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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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콜금리가 5%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환위기 직후 15∼20%까지 상승
하였던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도 1999년 이후 크게 낮아져 7∼9%대에 머물렀다. 주가
도 1999년중 빠른 경기회복과 저금리 영향 등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그 결
과 1998년 6월 16일 28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는 2000년 1월 4일에는 1,059.0까
지 상승하였다.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큰 폭 유
입 등으로 외환의 공급우위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
하였다. 199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원화환율은 1998년말에는 달러당
1,204원을 기록하여 전년말에 비해 40.8% 절상되었으며 1999년 및 2000년에도 대체
1999년도 성장회복 보도기사
(2000. 3. 30, 한국경제신문)

로 동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1998년중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5.7%)을 보였던 실물경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을 바탕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 및 투자심리도 회복된 데 힘입어 1999년 1·4
분기중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후 2000년까지 1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경상수지는 내수침체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감소로 1997년 11월 흑자로 전환된 후
1998년에는 흑자폭이 404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1999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
른 수입증가로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소비자물가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1998년
중 상승률이 7.5%로 높아졌으나 1999년에는 환율 금리 등 비용요인이 안정되고 수요면
에서의 상승압력도 크지 않음에 따라 0.8% 상승에 그쳤으며 2000년 들어서도 물가안
정목표범위 내인 2.3% 상승에 머물렀다.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자유입
확대로 2000년말에는 962억달러로 늘어났다. 이처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고

IMF 신용인출 최종상환서 텔렉스 전송
(2001. 8. 23)

실물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외환위기 기간중 투자부적격 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1999년초에는 투자적격 등급을 회복하였다. 또한 대외지급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약 3년 정도 앞당겨 2001년 8월 23일 IMF
차입금 잔액을 모두 상환하였다.

4. 카드사태 발생과 금융시장 안정 도모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
카드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70만원) 폐지(1999.5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456

한국은행 60년사 | 제5장 경제발전과 한국은행

(1999.8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확대(2000.1월) 등 각
종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신용카드사들은 경쟁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회원
수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99∼2002년중 신용카드장수가 3천 9백만장에서 1억
5백만장으로 급증하고 신용카드사의 자산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명목GDP 대비
신용카드 거래액의 비율도 9.3%에서 94.1%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현금대출도 크게 늘
어나 2002년에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현금대출 비율이 103.4%를 기록하였다.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 고위험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 등으로 인해 2002년부터 신
용카드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말 2.6%에 불과하던 신용카드자
산 연체율(1개월 이상)이 2002년말 6.6%, 2003년말에는 14.1%까지 상승하였다. 신용
카드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01년 4.6%에서 2003년 -20.3%로 급락하고
2003년 적자는 2002년말 자본금(6조원)의 1.7배에 달하였다. 또한 다수의 신용카드 이
용자들이 현금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개인 신용불량자수도 2001년 245만명에서
2002년 264만명, 2003년 37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3월 11일‘SK글로벌’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카드채 부실
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대되면서 투신사 및 은행신탁에서 환매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MMF시장에 투신사들이 만기 도래한 카드채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하였다. 3월 11∼31일 사이 투신사로부터 27조 2천억원의 자금이
인출되었으며 카드채(AA-, 3년물)와 국고채(3년물)간 금리
스프레드는 3월 11일 95bp에서 3월 31일 239bp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또한 카드채의 신규발행과 기존 발행채권의 유
통이 중단되는 등 카드채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
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
를 시행하였다. 한국은행은 2003년 3월 13일‘금융시장 안
정대책’
을 발표하고 RP매입을 통해 2조원의 단기 유동성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3월 17일에도 국고채 매입과 통화안정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2003. 3. 13)

증권 조기상환을 통해 추가로 2조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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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일 이라크전쟁의 발발로 금융시장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유사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미·이라크 전쟁 발발에 대응한 금융·외
환시장 안정대책’
을 발표하고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이라크전쟁 종료시까지 운영하였
다.
정부는 3월 17일‘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을 통하여 신용카드사
의 현금대출비율 제한(50%) 준수 시한을 2004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적기시정조치시
연체율 기준을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에서 관리자산(대차대조표상 총자산+ABS자산)
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과 과도한 영업행위 시정 등 강도 높은 수지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
로 하여금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4월 3일에는‘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이 보유한 카드채
전액(44조 5천억원)과 투신사 보유 카드채의 50%를 만기연장하였다. 둘째, 은행 보험사
증권사 공동으로 5조 6천억원의 카드채 투자전용펀드를 조성하여 2003년 2·4분기중
만기가 도래하는 투신사 보유 카드채(10조 4천억원)의 50%를 매입하였다. 셋째, 신용카
드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로 하여금 추가로 4조 6천억원을 출자하도록 권고하였
다. 넷째,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 과도한 할인서비스, 연회비 면제 등 신규회원 확보경쟁
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04년말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전
년의 14.1%에서 9.0%로 낮아지고 총자산순이익률도 전년의 -20.3%에서 3.9%로 개선
되는 등 신용카드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아지면서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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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태 수습으로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회복하는 가운데서도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해외자본 유출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고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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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 불안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 증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등으
로 2001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은 전년말대비로 2002년 30.7%, 2006년 24.1% 상승하는 등 단기급등세를 나타내었
다. 정부는 2005년‘8·31 대책’
, 2006년‘3·30’및‘11·15 대책’등 수차에 걸쳐 부
동산가격 안정화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도
시 개발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요건
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도 콜금리목표 인상, 예금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및 총액대출한
도 감축 등을 통해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처하였다.
2000년대 들어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해외자본 유출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
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주식매수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2004
년 7월말 43.9%까지 상승하였으며 채권시장에서도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매
수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007년중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32조원을 상회하였다.
특히 2006년 이후 조선 등 수출기업들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로 인해 국내은행과 외은
지점의 외화차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단기 외채규모가 2008년 9월말 1천 896억달러까
지 급증하였다. 외화공급이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7년 11월중 902.2원까지 하
락하였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주자의 해외투
자 확대, 선물환시장 불균형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
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주가와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국내총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었다. 이에 대응
하여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인하
함과 동시에 신용경색 부문으로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위기 수습 방안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을 체결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시중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외환시장 불안이 확
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2008년 4·4분기 -4.5%를 기록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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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대비 GDP 성장률이 1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또한 주가가 10개월 만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외환보유액이 2010년 1월말 사상 최고수준인 2천 737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1. 자산가격 및 환율 불안과 안정화 조치
가. 부동산가격 상승 및 배경
2000년대초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등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시중유동
성도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말대비로 2001년
중 9.8%, 2002년중 16.4%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서울지역
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2002년중 30%를 상회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세는 2003년 정
부의‘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발표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으며 2004년에는
2.1%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 강남 분당 용인 등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확
산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졌다. 2006년에는 재건축 아파트, 개발호재지역 등
을 중심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1.6%,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24.1% 상승하였
다. 2007년 들어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6년 4·4분기 전기말월대비 12.6% 상승하
였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7년 상반기 2.1%로, 3·4분기에는 0.7%로 상승
세가 크게 낮아졌다.
주택매매가격은 2008년 들어 주택관련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조짐을 나타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0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2009년중에도 4월 이후 경기회복 기대, 정부의 재건축규제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상
승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이후 수도권을 대상으로 대출규제가 강화
되면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대초 이래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
동산시장관련 규제 완화, 주택관련 대출 증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등을 들 수 있다.

460

한국은행 60년사 | 제5장 경제발전과 한국은행

정부는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12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의 활성화, 양도소득세 면세,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대
폭 완화하였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였다. 외환위기에 따른 건설업체 부도로 주택건설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택수
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한편 수도권 주택매매 수익률이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 수익
률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가격상승 → 수요증가 → 가격상승’
이 반복되면서 투기적 수
요가 확산되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으로 자원배분의 왜곡 및 미래세대의 주택구입비 증가 등의 부작
용과 함께 향후 주택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는 물론 가계
대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조치
2001년 들어 부동산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신도시 개발 추진, 실거래가 과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특히 2003년 10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10·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2004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보도기사
(2003. 10. 29, 조선일보)

2005년 들어 부동산시장 불안이 재연되자 정부는‘8·31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을, 그리고 후속대책으로 2006년중‘3·30 부
동산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 유입
을 차단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요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였다. 신도시 개발,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지원자금을 늘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였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 기재를 시행하였다. 한국은행도 2005년 7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
출 취급실태를 점검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금융경제연구원「주택가격 상승요인과
부동산 투기대책」토론회 (2005. 6. 22)

2005년 하반기 이후 국내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각종 대출비용 및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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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외형확대 경쟁에 나서면서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06년 상반기중에는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7조 6천억원 증가
하였다.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상승압력을 해소하고 예상되는 물
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콜금리목표를 인상하였다. 2005년 10월, 12월
및 2006년 2월에 0.2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여 3.25%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2006년 6월 및 8월에도 0.25%포인트씩 올려 4.5%로 조정하였다.
한국은행의 콜금리목표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M2 증가율이 10%를 상회하고 장단
기 금융상품간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면서 시중자금이 수시입출식예금 MMF 등에 머무
는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고수익을 겨냥한 시중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이
동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6월 이후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었던 주택가격도 다
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을 발표하였다. 2007년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 확대, 장기임대 주택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
도 개편방안’및‘1·3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한국은행도 은행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및 총액대출한도 감축을 통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보도기사
(2006. 11. 15, 조선일보)

해 높은 유동성 증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응하였다. 한국은행은 2006년 12월 23일 단
기성 원화예금 및 요구불성격 외화예금의 지급준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였다. 또
한 총액대출한도를 2007년 1·4분기부터 9조 6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그리고 3·4분기부
터는 6조 5천억원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중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민간신용의 증가세도 줄어들면서 자산가격 및 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2008년 들어 정부는 공급위주로 주택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재건축규제 및 세제완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8·21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1·3 경제
난국 극복 종합대책’등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하여 소형주택의무비율 및

지급준비율 인상 발표 보도기사
(2006. 11. 24, 한국일보)

임대주택의무건립비율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단축하였다. 또한 서울의 강남구 서
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전지역을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로 과세기준 금액이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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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대폭 완화되었다.
2009년 들어서는 경기 조기회복 기대감 및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기미를 나타내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8월
보금자리 주택 보급 확대 보도기사
(2009. 12. 11, 조선일보)

중 월평균 2조 6천억원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였던 2006년의 2조 2천억원을 상
회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이후 LTV DTI 등 주택관련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규제 대상지역을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규제적용 금융기관을 은행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일정을 기존 2018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기고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을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도 발표하였다. 정책당국의 안정화 조치로 4·4분기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는 하향안정으로 돌아섰다.

다. 환율 불안 및 안정화 조치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및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 내
국인 해외펀드 투자, 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의 외화차입, 외은지점의 국내채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출입 규모가 크게 확
대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주식매수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주식보유
액 비율이 1999년말 22.8%에서 2004년 7월말 43.9%로 상승하였다. 개인의 해외펀드
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펀드 설정잔액이 2005년말 14조 9천억원, 2006년말 32조 6천
억원, 2007년말 86조 8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외환시장에서는 200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외환공급 우위기조를
반영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원화절상 기대심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조선 중공업 등 수
출기업들이 환위험 헤지를 위해 대규모로 선물환을 매도하고 은행은 포지션 조정을 위
해 현물환을 매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물환율의 하락압력이 증대되었다. 2005년
중 1,02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2006년중 하락세를 지속하
여 2007년 11월 2일에는 902.2원까지 하락하였다.
은행의 포지션 조정 및 외화대출을 위한 외화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화차입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말 단기외채는 1천 137억달러로 2005년말 659억달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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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배 정도 늘어난 데 이어 2008년 9월말에는 1천 896억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총외채대
비 단기외채 비중도 2005년말 35.1%에서 2008년 9월말 43.7%로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
는 외환 초과공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6년중 세 차례에 걸쳐「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하여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폐지,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 일반 투
자가의 투자대상 해외증권 제한 폐지, 해외펀드 투자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과 외은지점이 국고채와 통
화안정증권을 중심으로 채권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2006년중 1조 3천억원이었던 외
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2007년중 32조 3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7년 7월 외은지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
기 위해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하
향조정하였다. 한국은행도 2007년 8월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과 제조업체 시설자금으로 제한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한국은
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선물환시장 불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및 금융기관 외화차입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급속히 유출되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및 영향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었다. 미 연
준의 경우 IT버블 붕괴 이후의 주가하락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00년부터 2003년중
연방기금금리를 6.5%에서 대공황 이후 최저 수준인 1%까지 인하하였다. 이후 세계경제
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증대로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하였다.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케이스 실러(Case-Shiller) 주
택가격지수가 연평균 12.6% 상승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
임모기지 대출과 이에 기반한 파생금융상품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2006
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과 주택압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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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미국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주택
담보부증권(MBS) 부채담보부증권(CDO) 모기지담보부증권
(CMO) 등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을 통해 빠르게 금융시장에
파급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S&P 무디스(Moody's) 피
치(Fitch)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골드만삭스 씨
티그룹 등 주요 투자은행 소속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손실
발표가 잇따랐다. 2007년 8월에는 프랑스 비엔피파리바 은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2008. 9. 14)

행이 자사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 9월에는 영국
노던록 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08년 들어서도 금융불안이 계속되어 1월에는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 보증기
관인 모노라인의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3월에는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
스가 부도 처리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였다. 결국 2008년 9월 14일 미국
4대 투자은행의 하나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
실에서 촉발된 금융불안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직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및 유동성
확보 경향이 강화되면서 신용경색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 회사채 스프레드가 급
등하고 주가가 폭락하였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10년물 BBB등급 회사채의 국채 대비 스
프레드는 9월 14일 각각 263bp, 236bp에서 2008년말 441bp, 537bp로 치솟았다. 미국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는 리먼 사태 직전 11,422에서 2008년말 8,860으로 23% 가까이
하락하고 일본과 유럽의 주가도 같은 기간중 각각 28%, 24% 떨어졌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신흥시장국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급격히 회수함에 따라 신흥시
장국의 주가와 통화가치도 큰 폭 하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연말까지 주요
신흥시장국의 주가는 중국 8%, 인도 28%, 브라질 22%, 러시아 42% 하락하고 통화가
치 역시 인도 6%, 브라질 31%, 러시아 15% 하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빠르게 파급되면서 선진국 경제의 동반 침체와 신흥
시장국의 성장세 둔화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2008년 3·4분기 성
장률이 전기대비 -0.5%를 기록한 데 이어 4·4분기 -5.4%, 2009년 1·4분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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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기하강이 가속화되었다. 일본과 유로지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4분기 연속
이어졌다.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신용경색에 따른 외국인자금 이탈, 수출 부진 등으로 성
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국내금융시장 역시 리먼 사태 이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양도성예금증서(91
주가 939까지 하락 (2008. 10. 24)

일물) 유통수익률이 리먼 사태 직전 5.8%에서 10월 24일에는 6.2%까지 높아지고 회사
채 수익률도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국고채
(3년물)와 회사채(AA-, 3년물)간 스프레드는 12월 10일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65bp까지 확대되었다. 리먼 사태 직전까지 1,400대 중반이었던 코스피지수는 글로
벌 증시의 동반 하락과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로 2008년 10월 24일에는 939까지
하락하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외화차입 여
건 악화 등으로 9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1월 24일에는 9월초 대비 26% 절
하된 1,513원을 기록하였으며 8월중 7원이었던 일중 평균 변동폭이 10월중 66원으로
급등하는 등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었다. 전기대비 실질GDP 성장률이 3·4분기 -0.1%

환율 1,513원 기록 (2008. 11. 24)

에서 4·4분기 -4.5%로 급락하였다.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0.1%에서 -4.5%로 큰 폭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전기대비 -1.0%에서 -13.9%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었다. 총수출도 3·4분기중 -0.1%에서 4·4분기중 -8.9%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고용사정도 빠르게 악화되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가 3·4분
기 14만명에서 4·4분기중 5만명에 그쳤다. 특히 12월중 취업자수는 200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3. 통화·재정 면에서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가. 경기위축 방지 및 신용경색 부문으로의 유동성 공급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과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이후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다. 2008년
한국은행 기준금리인하 보도기사
(2008. 10. 2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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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과 27일 각각 0.25%포인트와 0.75%포인트, 11월 7일 0.25%포인트,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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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인트, 2009년 1월 9일과 2월 12일 각각 0.5%포인트씩 6차에 걸쳐 총 3.25%포
인트를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정책금리 목표치를 공표하기 시작
한 1999년 5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경제전반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확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발표
(2008. 10. 20, 매일경제신문)

대하였다. 2008년 10월 23일 통화안정증권 7천억원을 중도환매하고 11월 19일에는 금
융기관으로부터 국고채 1조원을 매입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 이후 증권사의 유
동성 사정 개선을 위해 약 8조 3천억원을, CD 은행채 등 크레딧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약 5조원의 유동성을 RP매입을 통해 공급하였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기존 6조 5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금융경제상황에 맞추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2009년 3월 23일부터는 총액대출한도를 9조원에서 10조원으
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회사채 은행채 등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산업은
행 및 채권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된‘채권시장안정펀드’
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하기
로 결정하고 2008년 12월 2조원의 자금을 출자금융기관에 대한 RP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공급하였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확대와 더불어 유동성 공급경로 및 공급수단을 더욱 다양화
하였다.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2008
년 11월 및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채, 일부 특수채 및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부증권
(MBS)까지 확대하고 12월부터는 RP거래 대상기관도 기존의 19개 은행, 1개 증권사 및
한국증권금융에 12개 증권사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다.
한편 정부는 과도한 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적극 추진
하였다. 2008년 11월 3일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4조 6천억원, 지
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조 4천억원, 저소득층 복지 지원 및 청년
실업대책 1조 3천억원 등 10조원 상당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2009년 3월 23일에는
총 28조 9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수출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 5천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조 2천억원 등 총 17조 2
천억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도기사
(2009. 3. 24, 조선일보)

아울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승용차 소비세 인하, 퇴직소득세액공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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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등을 통해 총 4조 8천억원의 감세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2008년 6월 및 9월에 마련
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포함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감
세규모는 총 23조 6천억원에 달하였다.
또한 정부가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함에 따라 2009년
상반기중 사업비 기준 예산 집행실적은 64.8%를 기록하였다.
이 밖에 정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여 리먼 사태 직후 2개월간 182
개 기업에 3조 860억원이 지원되도록 하였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
용보증재단 등의 보증한도도 4조원 증액하였다.

나. 금융기관 신용공급 여력 확충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수출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 13일과 2009년 3월 23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약 8조 7천억원을 신규 출자하였으며 한국은행은
2008년 12월 11일 은행의 지급준비예금에 대해 시중은행 3천 403억원, 지방은행 371억
원, 특수은행 1천 133억원, 외은지점 95억원씩 모두 5천 2억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보도기사
(2009. 12. 18, 한국일보)

2008년 12월 18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은행자본확충펀드’조성 계획을 발표
하였다. 한국은행은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최대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9년 3월
31일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형식으로 3조 3천억원을 지원하였다.

다. 외환시장 안정 도모
리먼 사태 이후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외국인들이 자금회수에 나
서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
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30일 미 연준과 300억달러 규모
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 12일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1천 800억위안의 통
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은행과는 원/엔 통화스왑 한도를 기존의 30억달러 상당액
에서 200억달러 상당액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외
미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 체결 보도기사
(2008. 10. 3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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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은 급속히 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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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경쟁입찰방식 스왑
거래를 통해 102억 7천만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하고 2008년 12월 2일부터 2009년 1
월 20일까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 163억 5천만달러를 총 5회에 걸쳐 경쟁입찰방
식으로 은행에 대출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취급 유도를 위해 은행에 대해
100억달러 한도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실시하여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2
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1억 5천만달러를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년 9월 26일 10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하여 4·4분기중 총 152억달러의 외화자금을 공급하였
다. 2008년 10월 19일에는 18개 국내은행이 2009년 6월 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최대 3년간 1천억달러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서는 외화차입 보증제도를 도입하였
다. 동 조치는 2009년 4월 29일 종료시점이 2009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보증기간도 3
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

라.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상황 개선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내총생산은 2008년 4·4분기중 전기대비 -4.5%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1·4분기 0.2%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2·4분기 2.4%, 3·4분기 3.2%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금융시장은 2008년 11월 28일 9%에 육박하였던 회사채 수익률이 2009년 2·4분기
이후 5%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 코스피지수도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으로 3월 이후 빠
르게 상승하여 5월에는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인 1,400대를 회복하였다.
외환시장에서는 2009년 3월 이후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수급 사정이 크게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9월 이후 1,200원대를 하회하는 안정세를 보였다. 2009년 3
월초 465bp까지 상승하였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9월 이
후 100bp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차입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외환보유액 2,700억달러 돌파 보도기사
(2009. 12. 3, 서울경제)

외환보유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9년말에는 2천 70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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