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제1절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1998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 제6조에 따라 9월중에 정
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평균 消費者物價上昇率 기준 9±1%를 1998년도 물가안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부·한국은행·IMF간에 합의된 정책운용기조, 경제
전망 등을 토대로 목표의 중심선을 9%로 설정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가능
성, 통화신용정책 파급효과의 가변성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上·下 1%
포인트의 변동폭을 둔 것이다.
그러나 1998년중 실제 消費者物價는 3월 이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목
표의 하한보다 낮은 연평균 7.5% 상승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실물경제의 과도
한 위축을 막기 위해 1998년 2·4분기 이후 금리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통화긴축기조를 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하회한 것은 환율 임금 등 주요 비용요인들이 목표설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데 크게 기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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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

리

한국은행은 1998년 2·4분기 이후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市場金利의 下落을 적극 유도하였다. 다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이 매
우 불투명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인하의 폭과 속도는 實物經濟 및 外換市
場 動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조속한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IMF와 협의하여 公開市
場操作金利를 최고 35%까지 급격히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市場金利는
1997년말 30～40% 수준으로 상승한 후 1998년 3월말까지 20% 내외의 높은 수
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高金利政策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자본유출이 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확보, 환율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
치였다.
그러나 고금리정책은 소비 및 투자의 급속한 위축을 통하여 실물경제활동의 침
체를 가속시키고 기업부도 및 金融機關 不實債權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 외국인투자자
금의 유입 등으로 外換需給事情이 크게 개선되고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2·4분기 이후 한국은행은 公開市場操作金
利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그 결과 콜금리는 8월말 8.5%까지 하락하였으며
CP매출수익률 및 회사채유통수익률도 각각 10.9% 및 11.7%로 낮아졌다.
아울러 9월 1일에는 總額限度 貸出金利를 연 5%에서 연 3%로 대폭 인하하고
총액대출한도도 2조원 증액함으로써 은행들이 總額限度 對象貸出에 대한 금리우
대폭(종전 0.5～1.0%포인트)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9월 30일에는 미국 등 주요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과도한
침체를 보이고 있던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信用梗塞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종전 8.1%에서 7% 수준으로 크게 인하하였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12월말에는
콜금리가 6.5%로 하락하고 회사채유통수익률과 국고채유통수익률도 각각 8.0%
‐ 92 ‐

및 7.0%로 더욱 낮아지는 등 長短期市場金利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貸出平均金利도 6월까지 16%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12월에는 11.3%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의
고금리기간중 조성되었던 수신의 만기가 일부 돌아온 데다 시장금리가 지속적으
로 하락함으로써 은행의 전체 資金調達費用이 상당폭 하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다만 銀行貸出平均金利는 아직도 시장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나
앞으로 高金利預金의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 데다 부도율의 큰 폭 하락으로 기업
의 신용리스크도 줄어들면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통

화

外換危機 이후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신용도 저하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부담으로 與信을 保守的으로 운용함
에 따라 시중자금이 금융권내에서 맴돌거나 中央銀行으로 환류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또한 자금공급 구조면에서도 투자신탁회사 등의 회사채 및 CP 매입을 통한 기
업자금 공급은 늘어나고 銀行貸出을 통한 자금공급은 축소됨으로써 회사채 및
CP 발행이 용이하였던 우량대기업의 자금사정은 원활하였던 반면 은행 등 間接
金融市場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은 심화되었다.
이같은 여건 하에서 通貨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IMF와의 합의에 상응하는 기조
를 유지하되 物價 및 外換市場 安定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를 탄력적
으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M3 증가율(평잔기준)을 1997년 12월 15.9%에서
1998년 12월 12.4%로 완만히 낮추어 나가는 가운데서도 시장금리의 下向安定化
를 유도하고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金融
市場 不安에 대해서는 流動性의 彈力的 供給으로 대처하였다.
이와 같은 通貨管理 基調下에서 한국은행은 연중 IMF 통화프로그램에 따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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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本源通貨 供給限度를 준수하였으며 本源通貨 항목별로도 對外純支給資産
(NIR)과 對內純資産(NDA)이 모두 IMF와 합의한 履行基準(performance
criteria)을 충족하였다. 특히 1998년 10월 IMF와의 4·4분기 협의에서는 종전
까지 例示限度(indicative limit)로 설정되었던 본원통화 공급한도를 삭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통화정책 운용의 自律性을 제고하였다.

<표 Ⅲ-1>

IMF 프로그램상의 통화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1997.12말
한도
1)

본 원 통 화
NIR(하한)
[억 달 러]
N D A (상한)
M3증가율

2)

1998.3말

실적

한도

6말

실적

한도

9말
실적

232,700 225,193 235,800 220,351 235,400 207,989
(-9.5) (-12.5) (15.2) (7.7)
(13.5)
(0.3)
-30

-30

38

82

139

265,710 258,193 178,750 101,450
15.4

13.9

13.5

14.3

191

40,800 -59,411
14.1

13.2

한도

12말
실적

254,300 220,260
(14.2) (-1.1)
150

245

한도

실적

(-)

207,030
(-8.1)

237

312

2,480 -110,625 -7,770 -198,570
14.0

13.9

13.5

12.5

주 :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연중 본원통화 잔액은 대체로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및 경기침체 지속으로 민간의 現金通貨需要가 크게 감소하여 通貨乘

<표 Ⅲ-2>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 내역
단위 : 억원
1997

1998

9～12월중1)

Ⅰ

제일은행특별대출
종합금융회사특별대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금융시장안정 지원
총액대출한도 증액

10,000
10,000
20,000
‐
60,039
10,000

‐
-613
‐
65,000
13,959
10,000

계

110,039

88,346

Ⅱ

계

Ⅲ

Ⅳ

‐
-1,578
‐
‐
-15,862
‐

‐
-1,142
‐
‐
4,714
20,000

‐
-6,667
‐
-2,300
-380
‐

10,000
0
20,000
62,700
62,470
40,000

-17,440

23,572

-9,347

195,170

주 : 1) 제일은행 특별대출(1997. 9월), 종합금융회사 특별대출(1997. 10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인수
(1997. 11월),금융시장안정지원 및 총액한도증액(199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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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M3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본원통화를 적절히 조절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1997년말 이후 金融市場 安定 및 金融産業 構造調整 支援을
위해 제일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별대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예금
보험기금채권의 인수, 총액대출한도 증액 등을 통해 약 20조원의 본원통화를 공
급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이 공급된 본원통화가 物價上昇壓力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당부분을 RP매각 및 通貨安定證券 發行을 통하여 흡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RP매각 잔액은 1998년말 현재 본원통화의 2.4배인
49조 1천 731억원에 달하여 앞으로의 通貨管理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상된다.

<표 Ⅲ-3>

본원통화 및 유동성조절규모 추이
단위 : 억원
12말

1998.3말

6말

9말

본 원 통 화( A ) 220,859

1997.11말

225,193

220,351

207,989

220,260

유 동 성 조 절 ( B ) 186,118
(R P 매 각) -15,000
(통화안정증권) 201,118

285,258
50,549
234,709

404,258
79,954
324,304

443,124
19,593
423,531

454,608 423,229 459,260 491,731
47,417
59,997 19,998 34,998
407,191 363,232, 439,262 456,733

1.3

1.8

2.1

B / A ( 배 )

0.8

2.1

10말

11말

12말

202,598 197,660 207,030

2.1

2.3

2.4

제4절 금융지원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企業 및 金融産業 構造調整 과정에서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신용경색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중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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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은행은 低利의 總額限度貸出制度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
의 中小企業貸出取扱誘因을 제고하였다. 總額貸出限度를 3월에 1조원 확대한
데 이어 9월에는 2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7조 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
편 9월 1일에는 總額限度 貸出金利를 연 5.0%에서 연 3.0%로 2%포인트 인
하하였다.
그리고 總額貸出限度의 金融機關別 配定方式도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첫째, 종전 中小企業 商業어음割引 貿易金融 素材部品生産資金貸出 등 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자금 취급잔액을 기준으로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하던 것을
3월부터는 貸出 純增額을 우대하여 한도를 배정하였다.
둘째,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함에 있어 中小企業貸出 義務比率을 준수한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간에 차등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즉, 종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
율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 미달금액의 50%를 총액대출한도에서 차감하던
것을 7월 들어서는 차감비율을 60%로 높인 데 이어 11월에는 동 비율을 100%
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그 결과 발생한 총액대출한도 여유분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초과하여 달성한 은행에 전액 추가로 배분하였다.
셋째, 은행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總額貸出限
度를 배정하는 방식을 12월부터 도입하였다. 이는 은행의 중소기업관련 지원실적
을 종합·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부진한 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
액중 일정비율(10～15%)을 차감하여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전액 재배정하는 제
도로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5월 1일에는 商業어음 만기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90일 이내로 되어 있던 총액한도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滿期規制를 전면 철폐하였다.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 활성화
한국은행은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에 대한 金融支援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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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출기업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貿易金融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역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5월 1일 융자방
법별(신용장 또는 실적기준) 또는 자금용도별(원자재구매자금 생산자금 포괄금
융)로 각각 산정하던 融資限度를 철폐하고 평균기준환율의 90%(중소기업) 또는
60%(비계열 대기업)로 각각 제한하던 融資比率 규제도 폐지하였으며 10월 1일
에는 최장 90일로 제한하였던 융자기간 규제를 철폐하였다.
아울러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와 무역금융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충하였다. 먼저 8월 20일 수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포
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包括金融의 이용 대상업체 범위를 과거 1년간 수출실적 1
천만달러 미만인 업체에서 2천만달러 미만인 업체로 확대하였다. 10월 1일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및 용역수출에 대한 지원대상업체의 범위를 종전 중소
기업에서 비계열대기업까지 확대하였다.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애니메이션 영화 소프트웨어 등 용역
수출 증가로 동 수출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월 1
일부터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용역수출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체 생산시설 없이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중견·중소무역상사 등이 수출에 따른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같은 날 完製品 購買資金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
였다. 12월 14일에는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기업의 부도가 크게 늘어나고 생산시
설의 가동률도 낮아져 유휴설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원활한 담보물 처분을 위해 遊休設備와 中古品
輸出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8월 20일에는 대기업 등이 수출품 생산 및 원자재 구매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신용장 등 수출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건
별로 발행하도록 제한하던 貿易어음 發行方式을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범위내에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외화금융 지원 확대
中小企業에 대한 輸出金融 支援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3억달러 범
위내에서 중소기업 발행 輸出換어음을 매입하는 국내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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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수출환어음매입자금 지원금리 추이

1998.5월

7월

9월

11월

12월

LIBOR+4.35%p

LIBOR+3.35%p

LIBOR+2.59%p

LIBOR+2.67%p

LIBOR+2.67%p

外貨資金을 지원하는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였다. 한국은행은 시장
금리의 하락을 반영하여 동 담보대출금리를 5월중 LIBOR+4.35%포인트에서
12월중 LIBOR+2.67%포인트까지 낮추었으며 支援對象銀行도 당초 10개 은행
에서 8월에는 모든 국내은행(산업·수출입·평화·충북은행 제외)으로 확대하
였다.
또한 原資材의 安定的 確保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可用外換保有
額의 최저유지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20억달러 이내에서 외환보유액으로 중소
기업의 수입자금을 지원키로 IMF와 합의함에 따라 8월 10일부터는 한국은행이
국내은행(평화·충북은행 제외)을 통해 原資材 輸入資金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
입·운영하였다.
또한 8월 1일에는 국내기업의 對外競爭力을 높이기 위해 外貨貸出에 대한 제한
을 대폭 완화하였다. 먼저 제조업의 시설재수입자금 등으로 한정하였던 외화대출
의 融資對象을 물품수입, 용역대가 지급 등 기업의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일체
의 對外外貨決濟資金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외채무와 관련하여서도 早期償還資金으
로 한정하였던 것을 滿期償還資金까지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外貨貸出 融資比率도 종전에는 자금의 용도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소요자금의 70～100%로 차등 적용하였으나 이를 소요자금의
범위내로 확대하는 한편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1천 500만달러로
제한하던 外貨貸出限度를 철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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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금융시장
연중 정부는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증자, 합병 등 강력한 자
구노력을 전제로 증자지원 및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경영의 早期 正常化를 도
모하는 등 構造調整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금융산업 구
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
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먼저 1월에는 預金保險公社가 業務停止 종합금융회사의 개인 및 법인예금 代支
給 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5조원의 預金保險基金債券을 인수하는 한편 제
일은행 및 서울은행에 대한 증자지원을 위해 발행한 1조 5천억원의 預金保險基金
債券을 추가로 인수하였다.
아울러 9월에는 1997년 9월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되었던 特別貸出金(1조원)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同行의 海外賣却 등을 통
한 정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금 전액을 재지원하
였다. 다만 동 특별대출 재지원시의 貸出利率은 종전과 달리 市場金利를 적용함
으로써 특별대출 지원에 따른 道德的 解弛 유발소지를 방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5개 부실은행의 퇴출 등 金融産業 構造調整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市中流動性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였
다. 특히 5개 은행의 퇴출과 관련하여서는 9월 이들 은행이 소재한 지역의 한국
은행 지점에 대해 總額貸出限度(支店別限度)를 5천억원 증액 지원함으로써 退出

<표 Ⅲ-5>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채권인수 내역
예금보험기금채권
업무정지종금사
예금대지급지원

제일·서울은행
출자 지원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
권

계

인수 규모(억원)

65,000

50,000

15,000

20,000

85,000

인수 일자

–

98.1.3, 1.21 및 1.23

98.1.30

97.11.28

–

5%

–

인수 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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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 거래 中小企業에 대해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한편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거액의 국공채
시장매각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국공채 인수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공채의 원활한
소화를 뒷받침하였다.

제6절 통화정책수단
1998년 들어 한국은행은 公開市場操作을 더욱 활성화하고 通貨政策手段을 정비
하는 등 通貨政策의 運營與件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연중에는 公開市場操作의 빈도 및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金融
機關의 資金過不足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日日 公開市場操作이 보다 活性
化되었다.
아울러 종전의 韓國銀行法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미 발행한 通貨安定證券을 매입
하는 경우 이를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4월 1일부터 시행된 改正 韓國銀
行法에서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5월 21일 RP 거래대상증권에 通貨安定證券을

RP 매매 조작1) 추이

<표 Ⅲ-6>

단위 : 10억원, 회
1996

1997

1998

연간

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매

입

38,902
(31)

72,786
(80)

9,065
(18)

4,735
(10)

4,330
(8)

매

각

32,350
(37)

30,784
(42)

471,253
(261)

243,769
(139)

227,484
(122)

합

계

71,252
(68)

103,570
(122)

480,318
(279)

248,504
(149)

231,814
(130)

주 : 1) ( )내는 조작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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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재할인 및 대출담보대상증권 변경 내용
종

전

현

행

(어음재할인)
‐ 금융기관이 다음의 대출결과 취득한 만기 6개월
～1년 이내의 약속어음, 환어음, 기타신용증권
·農·林·畜·鑛·水産物의 생산, 가공 또는 공업
생산에 관한 대출
·수출입, 매매 또는 수송중의 생산품에 관한 대출
·창고 등에 보관된 물품에 관한 대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건설 및 기타용역*에
대한 대출
광공업생산설비, 도로 및 해상화물운송, 해외
건설업 등

(어음재할인)
‐ 금융기관의 산업활동과 관련한 대출 및 정부대행
기관에 대한 대출 결과 취득한 만기 1년 이내의
약속어음, 환어음, 기타 신용증권
가계에 대한 대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
한 대출은 제외

(증권담보대출)
‐ 재할인대상 신용증권
‐ 정부채무 또는 정부보증채무를 표시한 유통증권
‐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 국민은행이 대출에 의해 취득한 신용증권

(증권담보대출)
‐ 재할인대상 신용증권
‐ 정부채무 또는 정부보증채무를 표시한 유통증권
‐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새로이 추가하여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더욱 확충하였다.
4월 13일에는 한국은행의 再割引 및 貸出擔保 對象證券을 금융기관의 산업활동
과 관련한 대출의 결과 취득한 어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이 할인한
融通어음(CP)과 非製造業部門에 대한 대출 결과 취득한 信用證券도 대상증권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5월 23일에는 금융기관이 必要支給準備金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인
現金保有認許率을 25%에서 35%로 上向 調整하였다. 이는 1996년 4월 이후
세차례에 걸친 支給準備率의 대폭적인 인하로 金融機關 時在金中 支給準備金
인정규모도 함께 감소하여 時在金이 상시적으로 동 인정규모를 크게 상회함으

<표 Ⅲ-8>

평균지급준비율 인하 추이
단위 : %

1996.4월 하반월 이전

1996.4월 하반월

1996.11월 상반월

1997.2월 하반월

9.4

7.4

5.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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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금융기관의 資金 및 收支負擔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金融의 開放化 및 自律化 進展 등 與件變化에 맞추어 그 동안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오던 與信禁止部門과 擔保取得制限制度를 1월 26
일 전면 폐지함으로써 金融機關 與信運用의 自律性을 제고하였다.
한편 연중에는 財政赤字 보전을 위한 國債의 발행이 크게 늘어났으며 발행방식
도 종래의 한국은행 인수 또는 명목상 시장발행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전액 實勢金
利에 의한 市場發行方式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국채물량 증대 및 발행방식
개선은 國債金利의 指標金利로서의 역할 확립, 국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하여 債券市場의 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通貨政策의 수행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9>

종전의 여신금지부문 및 담보취득제한 내용
여신금지부문

담보취득제한

‐ 토지의 매입(단 서민주택건설용, 공장건설용, 실
수요자 농지용, 학교 교지용, 비영리법인 사옥용,
제1종 시설사업 및 도로건설사업용은 제외)
‐ 세대당 100㎡ 초과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 오피
스텔, 스키장 및 유원지의 건설 및 매입, 콘도미
니엄의 매입
‐ 여신금지업종
○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주점업, 댄스홀 및 댄
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증기
탕업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건평 또는 대
지 330㎡ 초과 식당업

‐ 금융기관이 다음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
○ 연면적의 1/2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 대지
○ 연면적의 1/2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 및
당해 대지(주택 및 당해 대지 제외)
○ 법인소유 비업무용부동산 및 개인기업 영위자
의 비업무용부동산
○ 개인소유 유휴토지, 사치성재산, 제3자명의 부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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