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부의 외환정책 및
금융제도 운영
제1절 외환정책
1. 외화유동성 확충
정부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화유동성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연중 금융기관 短期外債의 만기연장, 外國換平衡基金債券 발행, 國際通
貨基金(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긴급지원자금과 미국 및 일본 수출입은행차
관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
정부는 금융기관의 단기외채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년 12월 및
1998년 1월 국회로부터 총 270억달러의 정부 支給保證에 대한 동의를 받고 1월
28일 뉴욕에서 채권은행들과 금융기관 短期外債 만기연장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
의하였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연중 만기도래하는 1년 미만의 短期外債를 정부
지급보증하에 만기 1～3년의 중장기채무로 연장하고 1년 만기의 경우 LIBOR
+225bps, 2년 만기는 LIBOR+250bps, 3년 만기는 LIBOR+275bps의 금리를 적
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경우를 상정하여 2년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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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기외채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債權銀行들과의 협상을 거쳐 4월 8일자로 217억달러의
금융기관 단기외채가 1～3년 만기 신규채무로 전환되었는데 기간별로는 1년 만기
38억달러, 2년 만기 98억달러, 3년 만기 82억달러로서 2년 이상 중장기채무로의
전환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외채중 단기외채 비중이 3월말의 40%에서 4월말에는
20%대로 대폭 낮아졌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정부는 1997년 12월 22일 국회로부터 100억달러 이내의 외화표시 外國換平衡
基金債券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우선 美달러貨 및 엔貨표시 채권을 국내에
서 거주자와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동 채권은 1년 만기
무기명채권으로서 美달러貨표시의 경우 연리 8%, 엔貨표시의 경우 연리 2.5%로
각각 발행되었는데 4월 3일까지 美달러貨표시분 1억 8백만달러와 엔貨표시분 26
억 5천 1백만엔이 판매되었다.
이어 정부는 4월 8일 국제금융시장에서 5년 만기 10억달러, 10년 만기 30억달
러 등 총 40억달러의 美달러貨표시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을 글로벌본드 형식으로
발행하였다. 발행금리는 5년 만기의 경우 5년 만기 美財務部債券(TB) 금리
+345bps, 10년 만기의 경우 10년 만기 TB 금리+355bps 수준에서 각각 결정되
었다.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의 지원자금 도입
정부는 전년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지원자금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연중 IMF로부터 4차에 걸쳐 補充準備金融(SRF)
79억달러, 世界銀行(IBRD)과 아시아開發銀行(ADB)으로부터 각각 2차에 걸쳐
구조조정차관 30억달러 및 금융부문프로그램 융자 17억달러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350억달러중 연
말까지 총 287억달러가 도입되었는데 기관별로는 IMF 190억달러, IBRD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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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내역
(1998년말 현재)
약정액

기인출액

210.01)
(크레딧
트란셰)

IMF
(보충준
비금융)
<SRF>

상환액
190.02)

97.12. 5～8

56.0

97.12.19～22
97.12.30～31
98. 1. 8～12

35.0
20.0
20.0
20.0
19.0
10.0
10.0

98. 2.20～27
98. 5.29～6. 3
98. 8.28～9. 2
98.12.17

28.0

-

18.03)
10.03)
-

단위 : 억달러
잔액
162.0

56.0

17.0
10.0
20.0

-

20.0
19.0
10.0
10.0

60.0

-

60.0

97.12.23

30.0

-

30.0

98. 3.27
98.10.23

20.0
10.0

-

20.0
10.0

37.0

-

37.0

20.0
10.0
7.0

-

20.0
10.0
7.0

287.0

28.0

259.0

100.0

IBRD

40.0
97.12.24
98. 1. 5
98.12.31

ADB

합 계

350.0

금리 및 상환조건

‐ IMF 신용수수료율
(약 3.9% 수준)
‐ 3년 거치후 2년간
8회 분할상환

‐ IMF 신용수수료율
+300～350bps
‐ 인출후 1년 및 1년 6개월
경과시 1/2씩 분할상환

‐ Libor+100bps
‐ 5년 거치후 5년간 10회
분할상환
‐ Libor+75bps
‐ 5년 거치후 10년간 20회
분할상환

‐ Libor+40bps
‐ 7년후 일시상환

주 : 1) 155억 SDR
2) 140.5억 SDR
3) 1998.12.18일부터 12.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상환

달러, ADB 37억달러이다. 한편 외환수급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연중 만기도래한
IMF 지원자금 28억달러를 모두 상환하였다.
또한 정부는 5월 23일 일본정부와 일본수출입은행 자금 1,300억엔 도입에 합
의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차입한 동 자금은 2년 만기, 연리 2.2%로 대일 원
자재 및 시설재 수입용 무역금융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 10월 8일에도 한일 정
상회담을 통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8년 만기,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고시하는 商業參照金利(CIRR) 조건으로 30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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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이 지원자금의 경우에는 일본제품 수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자금이
27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중소기업에 13억달러, 에너지산업에 10억달
러, 한일합작기업에 4억달러가 각각 배정되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미국수출입은행과 20억달러 규모의 貿易金融借款 도입
에 합의하였다. 이 자금은 향후 1년 이내에 미국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
는 국내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만기는 2～5년이고 OECD 상업참조금리가
적용된다.

2. 자본시장 개방 확대
정부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말 債券市場을 개방한 데
이어 연중에는 株式 및 短期資金市場을 전면 개방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업종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는 한편 투자절차 간소화,
조세감면 확대 등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 자유화
2월 16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대상에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하였다. 5월 25일에는 당초 연말까지 개방할 예정
이었던 讓渡性預金證書(CD)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還買條件附債券
(RP) 賣渡 등 금융기관발행 단기금융상품도 조기 개방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자의 국내주식투자 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5월 25일부터 완전히 폐지하였
다. 다만 포철 한전 등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한도를 계속 유지하되
전체투자한도를 종전 25%에서 30%로, 1인당 투자한도를 1%에서 3%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7월 1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대상에 비상장 주식 및 채권, 신탁
회사발행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이 證券去來法상 모든 유
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증권
투자관련 지정거래은행제도 및 투자등록증 발급제도를 폐지하되 주식투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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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등록증 발급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증권예탁원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 상호간 원貨표시 증권의 차입
또는 대여거래를 허용하였다.

외국인투자업종 개방 확대
연중 外國人投資業種에 대한 개방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즉 4월 1일 주
거용·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증권거래업 등 7개 업종을 전면 개방하고 선물거래
업의 경우에는 제1 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사 주식의 50% 미만까지
투자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외국인투자 완전개방업종에 상품교환업 투자회사 주유소운
영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한 데 이어 7월 1일에는 신용조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담
배제품제조업의 경우 기존사 주식의 25% 이하(1인당 한도 7%) 범위내에서 외국
인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8월 1일에는 원유정제처리업도 전면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미개방 13개 업종, 부분개방 18개 업종 등
31개 업종으로 축소되어 외국인투자 自由化率은 98.9%로 높아졌다.

외국인 부동산취득 전면 허용
국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기업인수·합병 촉진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였다.
먼저 6월 26일 外國人土地法 施行令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종전
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즉 국내거주 여부, 용도 및 면적
등에 제한 없이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가
능토록 하였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존구역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지역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전에 미
리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7월 1일에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토지 이외 不動産을 취득할 때에 대한 재정경
제부장관의 허가절차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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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의 개선
9월 2일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을 폐지하고 外國人投資促進法을
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하였다. 종래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
의 체제로 바뀐 새로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제도를 종전 신고수리서
를 교부하는 신고수리제에서 단순신고제로 전환하고 외자도착보고제와 신고대리
인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관련 구비서류를 69종에서 29종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조세감면대상 외
국인투자사업에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국세의 전
액 면제기간을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3년, 고도기술 수반사업 5년에서 일
률적으로 7년으로 늘리는 등 조세감면기간을 확대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5월 25일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주식의 1/3 이상을 취득할 경
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
업의 敵對的 인수·합병을 허용하였다.

3.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정부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貿易信用
도입을 자유화하고 거주자 外貨借入 제한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기업 및 금융기
관의 외화자산 매각 제한을 완화하였다.

기업의 무역신용도입 자유화
2월 3일 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을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360일로 확대한 데
이어 4월 6일에는 외국 수출신용기관의 신용공여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도입규모가 배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에
관계 없이 연지급수입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였다.
한편 기업 수출입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貿易信用 도입을 완
전 자유화하였다. 즉 연지급수입 및 분할지급수입의 대상품목 및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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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착수금의 영수한도와 180일 이내로 묶여 있던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자유화하
였다.

거주자의 외화차입 제한 완화
2월 6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外貨借入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
용하였다. 이에 따라 업체당 연간 2백만달러 한도내에서 3년 이하의 단기외화자
금 차입과 상환기간 또는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1백만달러 미만의 외화차입
이 가능케 되었다.
또한 6월 13일에는 해외증권의 발행자격 제한과 발행자금 용도를 모두 폐지하
여 海外證券 발행을 자유화하였다.
그리고 7월 1일 신용경색에 따른 우량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외자조달
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만기 3년 이상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기업의 중장기 외화차
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만기 1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의 信用
狀(L/C)개설 회피 등으로 원자재 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
해 국내수입업자가 외국소재 금융기관에서 수입 L/C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편 단기차입 위주의 은행 外債構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외국
환은행의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즉 종전에는 1천
만달러 이상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5천

<표 Ⅳ-2>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관련 외화자금조달 제한 완화 내용
(1998. 7. 1)
종

조달방법

보고체계

전

변

경

○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
터의 차입
○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
터 예입된 금액
○ 외국에서의 외화증권 발행

┐
│
│
│ 좌 동
│
│
┘
○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매각

○ 차관단방식의 2천만 달러 이상, 1년 초과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 사전보고
○ 비차관단방식 또는 2천만달러 미만, 1년
초과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 사후보고

┐
│
│ ○ 5천만달러 초과, 1년 초과 차입시 재
│
정경제부장관 사전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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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러 초과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보고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과 관련한 외화자금조달 제한을 완화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화자산매각 제한 완화
7월 1일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外貨資産 해외매각 제
한을 완화하였다. 먼저 외국환은행이 1천만달러 이상 외화대출채권 수출환어음
등 외화자산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 사전신고하던 것을
사전보고로 변경하고 보고대상 금액도 5천만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外
貨資産을 擔保로 한 證券(ABS) 발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수리하던 것을
단순신고로 완화하였다.
한편 신용장 양도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였던 거주자간 외화채권
의 매매·양수도 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거주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1천만달러 이하의 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또는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외환시장 규제완화 및 건전성 감독 강화
정부는 외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를 개
선하고 비거주자의 선물환거래를 일부 확대한 데 이어 外換仲介業務의 경쟁체제
를 도입하였다. 한편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환업무에 대한 健全性 감독을 강화하
였다.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 개편
7월 1일 外國換銀行이 포지션 관리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물환포지션과 종합포지션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포지션 한도를 종합포지션
한도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월말 자기자본의 5%이던 현물환 매각초과 및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는 폐지되었으며 종합 매각초과 포지션 한도는 전월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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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10%에서 15%로 확대 조정되었다. 종합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는 종전대
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5%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外國換포지션 관리대상 자산·부채의 범위에 종금사의 리스자산 및 부
채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비거주자의 선물환거래 확대
자본거래관련 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비거주자의 先物換去來를 7월 1일부
터 경상거래관련 실수요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지정증권사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대금결제일까지의 기간(주식
의 경우 3영업일, 수익증권의 경우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었던 외국인투자
자와의 국내증권투자관련 先物換去來期間 제한을 폐지하였다. 다만 환위험 관
리를 위해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의 5%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
였다.

외환중개업무의 경쟁체제 도입
11월 23일 외환시장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종래 금융결제원이
독점적으로 담당해 온 외국환중개업무를 韓國資金仲介株式會社에 대해서도 인가
하였다. 한편 보고 및 검사와 사후관리 및 제재 등 외국환중개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도록 하였다.

거주자 외국환매입 제한 완화
외환가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1997년 10월 31일부터 실시되어 오던 거주자의
外國換買入 제한을 7월 22일 폐지하여 외환거래가 시장참가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내에
서는 자유롭게 외환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기 위한 외
국환매입도 자유화되었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외국환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매입시기 제한도 폐지하였다. 다만 海外預置目的의 외국환매입은 계속
제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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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7월 1일 은행의 외국환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외국환업무에 대한 健全性 監督을 강화하였다.
먼저 외국환은행의 중장기외화대출 융자재원 조달의무비율 산정시 대출금 범위
에 리스자산을 포함하고 관리대상을 종전의 만기 3년 이상 외화차입·대출에서
만기 1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잔존만기 90일 기준 외화부채에 대한 外貨資産比率을 70% 이상으로 유지
토록 하는 외화유동성비율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국내본지점과 해외지점외에 해외
현지법인과 역외계정도 이 비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화총자산 대
비 기간별 자산부채 갭(gap) 금액 비율을 7일 이내 0% 이상, 1개월 미만 -10%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단기 외화자산·부채의 滿期不一致比率 管理制度를 도입하
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5.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 마련
정부는 6월 22일 외국환거래 제도의 전면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外國換去來 自
由化方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제1단계 자유화 방안
9월 2일 제1단계 외국환거래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 外國換管理法을 대
체한 外國換去來法을 제정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새로 제정된 外國換去來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
급 및 환전상 설치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의 대외거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계, 제3자지급 등 일부 외국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
지하였다.
그리고 資本去來에 대해「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
에서「원
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
로 전환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를 자유화하였다. 自由化留保 對象去來(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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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로는 기업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용공여, 비거주자의 만기 1년 미만의 원화예
금, 개인의 해외차입·해외예금·해외신용공여, 국내 증권사를 경유하지 않는 대
내외 증권투자, 해외금융기관과의 직접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을 명시하였다. 이
밖에 국내 외환거래에 있어서 實需要原則을 폐지하여 실수요가 없을 경우에도 외
국환매매 및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可變預置義務制度
(VDR)의 도입근거를 명시하였다.

제2단계 자유화 방안
정부는 제2단계로 2000년말까지 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등 국제평화와 공공질
서를 저해하는 거래 이외의 모든 外換去來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
라 제2단계 자유화에서는 제1단계 자유화 대상에서 유보된 거래가 모두 자유화될
예정이다.

제2절 금융제도 운영

1. 금융기관 구조조정
외환·금융위기 이후 야기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
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 가
능한 금융기관은 합병, 경영진 교체, 조직 및 인력 감축 등 강력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증자지원,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긴요
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연중 金融機關 構造調整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預金者保護法, 金融機
關 不實資産 등의 效率的 處理 및 成業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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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정리
정부는 IMF와 협의하여 부실은행 및 부실종합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증권 보험 리스 등 非銀行金融機關의 경우에는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급불
능사태에 직면하는 금융기관은 즉시 정리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은 대주주의 책임
하에 증자 또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하에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추
진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銀行의 경우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서울·제일은행을
제외한 24개 일반은행중 전년말 현재 國際決濟銀行(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12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위임을 받은 민간회계법인이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이들 은행으로 하여금 經營正常化計劃을 제출케 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표 Ⅳ-3>

금융권별 부실금융기관 정리 내역
(1998년말 현재)
1997년말
금융기관수
(A)

은

3)

단위 : 개

구조조정내역
1)

퇴출

2)

합병

4)

계(B)

신규설립
(C)

영업중인
기관수
(A-B+C)

행

33

5

3

8

-

25

종합금융회사

30

16

-

16

-

14

증 권 회 사
투 자 신 탁 회 사7)

5)

6)

36

6

-

6

1

31

31(8)

7(2)

-

7(2)

-

24(6)

보 험 회 사

50

4

1

5

-

45

리 스 회 사

25

108)

-

10

-

15

상호신용금고

231

22
10)

2

24

9)

4

211

신용협동조합

1,666

69

14

83

9

1,592

계

2,102

139

20

159

14

1,957

주 : 1) 인가취소(신청), 파산, 해산 포함
2)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 수
3) 16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4개 특수은행, 장기신용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4) 한일·상업, 하나·보람, 국민·장기신용은행간 합병으로 소멸되는 은행수
5) 국민투자신탁증권, 한남투자신탁증권 포함
6) 삼성투자신탁증권(구 동양투자신탁)
7) ( )내는 기존 투자신탁회사
8) 대주주가 정리계획을 발표
9)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 금고를 인수하여 신설
10) 파산 28, 인가취소 1, 해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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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우량자산과 부채를 BIS기준 自己資本比率이 8%
이상인 우량은행(각각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에 이전토록 계약이전
(P&A)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들 은행을 퇴출 조치(1998. 6. 29)하였다.
한편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7개 은행중 코메르츠은행
(Commerzbank)과의 합작을 통하여 3,500억원을 증자한 외환은행과 외국환업
무 등 국제업무를 포기하기로 한 평화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합병을 완료하였
거나 추진중이다. 즉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합병(1999. 1. 6 합병
등기)하였으며 충북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이하‘금감위’
라 함)로부터 합병명령
(1999. 2. 8)을 받아 조흥은행과 합병 절차를 추진중이며 강원은행도 조흥은행과
합병 절차를 추진중이다. 그 밖에도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1999. 1. 6
합병등기)으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1999. 1. 5 합병등기)으로
각각 합병하였다.
綜合金融會社(이하‘종금사’
라 함)는 30개 종금사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하여 경남·경일·고려·삼삼·신세계·신한·쌍용·청솔·한화·항
도(1998. 2. 17), 한솔(3. 16), 대구(4. 1), 삼양(4. 15), 제일(5. 18), 새한·
한길종금(8. 12) 등 16개 부실종금사의 인가를 취소하고 이들 종금사의 자산과
부채는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1997. 12. 31 설립)로 이관토록 하였다.
證券會社(1997년말 현재 34개사)는 전년 12월 영업정지된 고려 및 동서증권의
인가를 취소(1998. 6. 1)한 데 이어 부실화 정도가 심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
로 평가된 한남 동방페레그린 장은증권 등 3개사에 대해서도 인가취소(한남,
1999. 1. 6)하였거나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한국산업증권도 母銀行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정리방침에 따라 정리절차를 밟고 있다.
保險會社(전년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33개사, 손해보험회사 17개사)는 전년말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18개 생명보험회사와 자본금이 전액 잠식상태
인 4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국제 BYC 고려 태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삼성 교보 제일
흥국생명 등 우량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이전토록 하였다. 한편 손해보험회
사중 한국 대한 등 2개 보증보험회사는 양사를 합병(1998. 11. 25)하고 자구노
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하였다.
리스會社(1997년말 현재 25개사)는 대부분이 은행의 자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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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銀行 책임하에 은행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 현재 5
개 리스회사(동화 대동 동남 경인 중부리스)가 개별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5개
리스회사(서울 부산 대구 광은 중앙리스)가 가교리스회사인 한국리스여신(1998.
7. 22 설립)으로의 재산·채무이전을 통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投資信託會社(1997년말 현재 기존 투자신탁회사 8개사, 신설 투자신탁운용회사
23개사)중에서는 전년 12월 영업정지된 신세기투자신탁(1998. 2. 17)과 8월에
영업정지된 한남투자신탁이 인가취소(1999. 1. 6)되었으며 대주주가 정리의사를
밝힌 5개 투자신탁운용회사중 동방페레그린(1998. 9. 2), 보람(10. 14), 으뜸
(11. 21), 고려투자신탁운용(12. 31) 등 4개사는 인가가 취소되었고 동서투자신
탁운용도 정리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그 밖에도 연중 22개 상호신용금고와 69개 신용협동조합이 퇴출되었다.

회생가능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정부는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자본충실화 및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預金保
險公社와 不實債權整理基金 등을 통해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총 40
조 9천 223억원(정부보유 국공채 등으로 지원한 7조 4천 254억원을 포함할 경우

<표 Ⅳ-4>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내역
(1998년중)

지원일자
1. 3
1.21
1.23
7.30
7.31
9.30
9.30
10.23
11.23
11.23
12. 4

지원대상

단위 : 억원
예금대지급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의 개인예금 대지급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의 법인예금 대지급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의 법인예금 대지급
종금사, 금고, 신협의 예금 대지급
종금사, 금고, 신협의 예금 대지급
5개 인수은행 손실 보전
4개 인수보험회사 손실 보전(선지급)
금고, 신협의 예금 대지급
4개 인수보험회사(추가 정산)
인수금고에 대한 손실 보전
증권회사, 금고, 신협의 예금 대지급

합 계

30,000
10,000
10,000
10,378
5,702
57,790
9,247
7,997
2,287
89
3,800
7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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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을
위한 출연 등

69,413

<표 Ⅳ-5>

예금보험공사의 은행증자 지원 내역
(1998년중)

은행별

일자

출자방법

93.8
93.8

예금보험공사 : 현금출자
정부 : 현물(정부보유 공기업
주식) 출자

32,6423)

94.8

예금보험기금채권(보통주)
예금보험기금채권(우선주)

7,500

제 일 은 행
1. 30
서 울 은 행
합 병 은 행

단위 : 억원, %

정부지분율1)

출자규모
(15,000)2)
7,500
(15,000)2)
35,937

(한

빛)

9. 30

(하

나)

12. 28

인 수 은 행

3,295

-

11,923

-

(국

민)

2,000

10.4

(신

한)

2,925

-

(주

택)

(하

나)

(한
합

12. 28

2,965

16.1

1,433

-

미)

2,600

-

계

62,860
(77,860)2)

예금보험기금채권(우선주)

주 : 1) 公的資金 출자후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한 것으로 우선주는 지분율 산정
시 제외
2)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포함시
3) 상업·한일은행에 각각 1조 6천 321억원
4)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은행증자 지원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보유 국공채로 1997년 12
월 24개 일반은행(한미·제주은행 제외)과 중소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4조 4천 737
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1998년 12월에도 5개 인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11개 중
소기업지원 우수은행의 후순위채권 1조 4천 517억원을 매입하여 은행들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지원

48조 3천 477억원)을 지원하였다.
먼저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인수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퇴출 금융기관 預金代支給金 등 7조 7
천 877억원과 인수 금융기관에 대한 損失補塡 出捐金 등 6조 9천 413억원을 합
하여 총 14조 7천 29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합병은행과 부실금융기관 인수은행에 대해서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6조 2천 860억원(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의 現物出資 1조 5천억원 제외)의 증자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각각 1조 6천 321억원, 보람은행과 합병하는 하나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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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29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5개 인수은행에 대하여 1조 1천 923억원을 출자하
였다.
또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減資措置(각각 자본금 8천 200억원 → 1
천억원)와 함께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1조 5천억원을 출자한 후 제일은행
은 미국계 투자회사인 뉴브릿지 캐피탈(Newbridge Capital)사를 주축으로 하는
투자콘소시엄에, 서울은행은 영국계 은행지주회사인 HSBC (HSBC Holdings
BV)그룹에 각각 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교환(1998. 12. 31 및 1999. 2. 22)하
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의 거액 부실채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 11월 성업공
사내에 설치한 不實債權整理基金을 통하여 연말까지 44조 756억원 규모의 금융
기관 부실채권을 매입(매입가격 19조 9천 73억원)하였다.

<표 Ⅳ-6>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내역
단위 : 억원

매입일자
1997.11.28
11.29
11.29
12.15
1998. 2.19
7.23
7.31
9.29
9.29
9.30
11. 6
12.30
합

대상금융기관
서울은행
제일은행
30개 종금사
30개 은행
대한·한국보증보험
서울은행
제일은행
13개 은행
대한·한국보증보험
정리·인수 10개 은행
3개 은행, 2개 증권사, 5개 생보사
특수은행, 개발기관

계

부실채권 장부가액

부실채권 매입가격

19,586
24,357
26,988
39,510
28,166
10,400
11,335
127,048
30,461
72,260
5,337
45,308

13,827
15,276
17,555
24,743
4,121
4,989
6,066
59,350
9,543
21,772
2,800
19,030

440,756

199,073

2.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정부는 연중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預金者保護法 등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촉진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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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을 개정(1998. 9. 14 시행)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 범위
와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개선 권고·조치요구·조
치명령 등 適期是正措置를 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기시정조
치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 합병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동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종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예금 등
고객의 債權이 지급정지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었던 부실금융기관
의 범위에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
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금감위 또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
가 결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였다.
둘째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
치내용도 강화하였다. 먼저 종전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가 일정수준에 미달하
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던 적기시정조치 대상금융기관에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에 따라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금감위가 판단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에 종전의 주의, 경고, 증자, 감자, 조직 축소, 주
식의 일부 소각 또는 병합,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및 인수 등 이외
에 주식의 전부 소각, 영업의 전부 정지,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의 이전, 기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
치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금감위가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 등
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금융기관의 합병, 감자 등을 위한 주주총회소집 통지기간, 채권자 이의제
출기간 등을 商法 및 證券去來法에 규정된 기간보다 대폭 단축하고 금감위의 적
기시정조치에 따라 減資命令을 받은 금융기관과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
는 금융기관으로서 금감위의 증자명령을 받아 주식을 병합하는 금융기관은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 대신 당해 금융기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減資 및 株式倂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합병, 감자 등에 관한 절차를

‐ 119 ‐

대폭 간소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동 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기시
정조치의 단계별 발동요건을 정하고 그 발동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
개선 권고·조치요구·조치명령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기관별 감독규정
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 이상 8% 미만인 경우 또
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재무상태 등이 취약한 경우) 이상이
더라도 자산건전성이 4등급(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하 또는 자본적정
성이 4등급(자본부족이 현저한 경우) 이하인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이 자본금의
增額 또는 減額,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등 經營改善勸告를 하
도록 하였다.
한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이거나 經營實態評價結果 종합평가등급
이 4등급(재무상태 등이 크게 취약한 경우) 이하인 은행 또는 경영개선권고를 받
고도 경영정상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이 자회사의 처분, 영업의 일부 정지 등 經營改善措置要求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주식의 소
각 및 병합,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합병 등 經營改善措置命令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방법인 CAMEL(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Management, Earnings, Liquidity)의 평가요소에 거액여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등을 추가(1998. 6. 30 시행)하고 CAMEL에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Sensitivity to Market Risk)를 추가한 CAMELS 방법을 사용(1999. 1. 1
시행)토록 하였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와 부실금융기
관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預金者保護法을 개정(1998. 9. 16
시행)하여 보호대상예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정리
금융기관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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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동안 제외되었던 종금사의 CMA 예탁금,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등
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예금채무가 아닌 종금사의 擔保附賣出어음(지급보
증채무)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금보호대상을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별로 차등화(0.05～0.15%)되어 있
던 예금보험료율의 상한을 0.5%로 인상하였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
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에 의한 합병·전
환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소멸된 금융기관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신설 또는 존속 금융기관 및 소멸된 금융기관을 합병 및 정관변경 등기일로부터
1년간 별도의 附保金融機關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整理金融機關(架橋金融機關)을 신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株金納入銀行 및 납입장소의 지정 등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절
차에 관한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3.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 강화
정부는 연중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銀行法, 綜合金融
會社에 관한 法律 등 관계법규를 개정하였다.

은행
먼저 銀行法 개정(1999. 4. 1 시행) 내용을 보면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 설정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에서
BIS기준에 의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관리대상도‘與信’
(대출 및 지급보증)에서‘信用供與’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기타 금융거
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동일인(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45%(대출 15%, 지급보증 30%)에서 자기자본의 20%(신용공여 기준)로 축소하
고 종전의 동일계열기업군(동일한 系列主와 특수관계인 및 그 소속회사가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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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同一借主(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관리제도로 변경하
고 그 한도도 자기자본의 45%에서 25%로 축소하였다. 또한 대주주(의결권 있는
은행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동일인 주주, 단 지방은행은 15% 이상)에
대한 여신한도를‘은행 자기자본의 4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자
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주주의 당해 은행에 대한 출자금액중 적은
금액’
에서‘자기자본의 2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신용공여 기준)과 출자금액중 적은 금액’
으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되는 巨額與信의 기준을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여신에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로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銀行監督規程 등을 개정하여 은행의 資産健全性 分類基準 및 充當
金 積立基準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강화하였다. 먼저 要注意 與信
의 기준을 종전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여신에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여신으로 변경하고 固定以下 與信은 종전의 6개월 이상 연체여신에서 3개월
이상 여신으로 변경하였다(1998. 7. 1 시행). 그리고 전년말까지 부분적립을 허
용하던 대손충당금 등을 전액 계상토록 하고(1998년 6월말 가결산기부터 시행)
요주의 여신에 대한 貸損充當金 적립비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998. 7. 1 시행) 1999회계연도부터는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였다.
한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과 관련하여서는 종래 위험가중자산 총액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던 대손충당금중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보완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1999. 1. 1 시행)하도록 하였
으며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信託資産의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信用換算
率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2000년부터 시행)하고 일률적으로 20%를 적용
하던 危險加重値도 신탁자산구성 내역별로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 적용(1999.
1. 1 시행)토록 하였다. 한편 BIS기준 자기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던 원본 또
는 이익보전 신탁의 留保金(債權償却準備金 및 특별유보금)을 1999년부터는
50%, 2000년부터는 전액을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인정토록 하고 금융채 발행한
도도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였다.
또한 信託業監督規程 등을 개정하여 은행계정의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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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債權償却準備金 적립대상을 종전의 이익보전 금전신탁 자금으로 취급한 대
출금에서 원본 또는 이익보전 금전신탁 자금으로 취급한 대출금으로 확대(1998.
4. 1 시행)하고 신탁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 및 私募社債도 채권상각준비
금 적립대상에 포함(1998. 7. 1 시행)시켰다.
그 밖에도 정부는 은행 외국환업무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잔존 만기별
자금조달·운용 불일치(gap)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外貨流動性리스크 관리제
도를 정비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1절 4. 외환시장 규제완화 및 건전성 감
독 강화 참조)

비은행금융기관
정부는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1999. 4. 1 시행) , 證券投資信託業法
(1998. 9. 16, 1999. 2. 1 시행) , 證券去來法(1998. 5. 25, 1999. 4.
1 시행), 與信專門金融業法(1999. 2. 1 시행) 및 관련감독규정 등을 개
정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먼저 종금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관리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
자본의 정의를 BIS기준에 의한 基本資本과 補完資本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관
리대상도‘여신’
에서‘신용공여’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금사의 직·간접적 거래)로 확대하
였다.
그리고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50%(대출
25%, 지급보증 25%)에서 자기자본의 20% 이내(신용공여 기준)로 축소하였으
며 종전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同一借主(은행법상 동일차주의
개념과 같음)에 대한 신용공여관리제도로 변경하고 그 한도도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25% 이내로 축소하였다. 이와 함께 종래의 대주주(소유지분 10% 이상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關係人(주주·임원·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로 변경하고 그 한도도 자
기자본의 50%에서 25%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巨額信用供與管理制度를 새로이
도입하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 123 ‐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도입(1998. 4. 1 시행)하여 자
산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고정이하(6개월
이상 연체),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으로 분류하고 정상 여신은 0.5%, 요주의
여신은 1%, 고정이하 여신은 20%, 회수의문 여신은 75%, 추정손실 여신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投資信託會社(이하‘투신사’
라 함)에 대해서는 그 동안 투신사의 수지악화 요인
으로 작용해 온 불합리한 還買慣行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이에 응하도록
하고 환매가격도 유가증권의 帳簿價基準에서 환매청구시 시가기준으로 변경하였
다. 그리고 대주주의 증자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인의 투신사
주식소유한도(서울소재 투신사 15%, 지방소재 투신사 30%)를 폐지하고 동일인
의 複數 投信社 지배금지(2개 이상 투신사에 대한 지분율이 각각 10%를 초과하
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투신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불건전한 자금조달 및 운용관행
을 개선하기 위하여 連繫借入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동
일 투신사내에서 고유계정이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콜자금(연계콜), 투신사
상호간 상대 투신사 신탁계정으로부터 고유계정이 차입한 콜자금(교환콜), 투신
사 신탁계정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신 고유계정이 증권금
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의 연계차입금 잔액을 1998년 8월 11일자로 동결하
고 1999년 3월말까지 동 잔액을 1998년 6월말 잔액의 일정비율(서울소재 투신사
70～77%, 지방소재 투신사 50%) 이하로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證券會社에 대해서는 고객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고객예
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고객예탁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를 강화하는 한편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한도를 순재산액의 300%에
서 150%로 축소(1998. 7. 15 시행)하였다.
與信專門金融會社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대규모 유통업자 등 겸영여신업자
의 신용카드업 허가요건을 종전의 자본금 2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과 자기자본 모
두 2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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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시장 기반의 정비·확충
연중 정부는 자산유동화제도 및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제도 등 새로운 금융기법
의 도입,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 제도의 확충, 은행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CP 및 회사채 보유한도제 시행 등을 통하여 金融市場의 基盤
을 정비·확충하였다.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채권 등의 유동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자금공급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설립하는 내용의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
(1998. 9. 16 시행)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住宅抵當債權
流動化會社法(1999. 4. 30 시행)을 각각 제정하였다.
流動化專門會社는 자산유동화업무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특별목적회사
로서 그 형태는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의 유한회사로 하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
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서류상의 회사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와 채권추심 등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자(자산보유자 또는 신용
정보업자 등)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資産流動化業務란 자산보유자(은행 종금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한
국토지공사 등)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 ABS)을 발행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자산유
동화업무는 유동화전문회사 이외에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포함)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동화자산은 債權 부동산 기타 재산권 등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형
태의 자산을 포괄하며 유동화증권은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신탁회사에 한함)
기타 증권 또는 증서 등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에 관
한 계획을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동 계획에 따른 債權讓渡시에는 양도인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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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채권양도사실을 금감위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양도시 민법에 규정된 저당권
이전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금감위
에 등록할 수 있는 流動化計劃은 1개(신탁회사 제외)로 제한된다.
한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1회에 한해 자산을 유동
화한 후 해산되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동질적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대출관련 債權買入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
동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住宅抵當債權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住宅抵當債
權擔保附債券을 발행하고 그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그 住宅抵當債權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
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이며 금감위
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형 증권투자신탁회사제도 도입
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육성, 기업구조조정 촉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會社型 證券投資信託制度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證券投資會社法을 제정(1998. 9. 16 시행)하였다.
증권투자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조달한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委託者(투자신탁회사)와 受託者(은행신탁계정)간의 신탁계약에 의해 발행되는 수
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契約型 증권투자신탁(기존의 투자신탁회사)과 구
별되는데 동 회사는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원 또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서류
상의 회사이다. 증권투자회사의 형태는 주식의 환매가 가능한 開放型과 환매가
불가능한 閉鎖型의 2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폐쇄형만 허용하고 개방형은 법 시행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허용하기로 하였다. 증권투자회
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규모(8억원) 등의 요건을 갖
추어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권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同一種目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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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의 10% 이내, 동일기업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는 해당기업발행 주
식총수의 10%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채무보증과 외부자금 차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권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자산의 운용, 보관, 주식의 모
집 및 판매, 기타 일반사무는 각각 별도의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신탁회사
또는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판매회사(은행 증권회사 투신사 자산운용회사 등),
일반사무수탁회사(통상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위하여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에 대해
서는 일반 증권투자회사에 적용하는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 동일회사 주식
투자한도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회계 및 공시 제도의 확충
정부는 금융기관의 財務諸表를 통해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
의 경영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및 공시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제·개정하였다.
먼저 은행과 종금사의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國際會計基準대로
100% 적립을 의무화하여 은행은 1998년 6월말 가결산기부터, 종금사는 1999년
3월말 결산기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종래 금융기관보유 주식과 외화채권은 장부가와 시가중 낮은 가격,
원화채권은 장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時價基準으로 평가토록 하여 은행은 1998년 6월말 가결산기부터, 종금사와 증권
회사 및 투자신탁회사는 1998년 9월말 반기결산기부터, 보험회사는 2000년 3월
말 결산기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은 물론 비금융업 회사와
도 비교할 수 있도록 1999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다(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제정).
이와 함께 공시의무대상 금융기관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시내용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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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여 1998회계연도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먼저 은행의 정기공시내용에 外貨流動性比率,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추가하여 공시내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였으며
정기공시회수를 종전의 연 1회(정기결산후)에서 연 2회(반기결산결과도 공시)로
늘리고 최소공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은행이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
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정공시 및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공표하는 은행의 無收益與信統計에 회수의문 여신, 추정
손실 여신 이외에 고정이하 여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표회수도 연 1회에서 매반
기로 늘렸다.
또한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경영공시제도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그 동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경영공시제도를 외
국은행국내지점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정기공시항목 및 공시방법 등도 통일하였다.

은행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제도의 개선
정부는 실적배당상품인 신탁상품이 고정금리부상품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신탁상품의 만기를 장기화하고 은행신탁의 원본 및 이익보
전상품 신규수탁을 금지하는 한편 은행신탁 및 투신사 보유 채권에 대한 시가평
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먼저 은행 신종적립신탁의 만기를 1년 이상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장기화
(1998. 2. 9 시행)하고 개발신탁의 신규수탁을 금지(1999. 1. 1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1998년 11월 15일 이후 신규로 설정되는 은행신탁 및 투신사의 펀
드에 편입되는 채권(후순위채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제외)은 장부가
(취득가+
경과이자)가 아닌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기존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채
권도 2000년 7월부터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
가는 上場債券의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가, 非上場債券은 증권업협회가 채
권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별로 공시하는 債券時價評價 基準收益率表(Matrix
Pricing Table)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1월부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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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채권(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은 제외)은 신용평가전문기관
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주주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신탁 및 투신사가 고
객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주식에 대한 中立的 議決權 行使義務를 폐지
하여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의 동일기업발행 어음 및 회사채 보유한도제 시행
정부는 금융기관의 企業어음(CP) 및 회사채 매입이 소수의 대기업 발행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여타 기업의 CP 및 회사채 발행을 제약함에 따라 관련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동일기업발행 CP 및 회사채 보유한도제
를 시행하였다.
먼저 CP의 경우 은행신탁과 투신사의 동일기업발행 CP 보유한도는 신탁재산
의 1% 이내,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발행 CP 보유한도는 신탁재산의 5% 이내
로 각각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 대출한도(총자산의 5%)에 CP와
私募社債引受를 포함하도록 하였다(1998. 7. 25 시행).
또한 회사채 보유는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발행 회사채를 기준으로 은행(신
탁계정 포함)과 보험회사는 전월말 현재 회사채 총보유액의 10%, 투신사는 15%
이내로 제한하였다(1998. 10. 28 시행).
한편 정부는 그 동안 증권회사 및 종금사의 만기 1년 이하 회사채 인수를 금지
하여 기업의 회사채 발행만기를 실질적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이를 발행회사와 引
受主幹事會社가 협의하여 인수대상 회사채의 만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기 1년 이하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였다(1998. 6. 13 시행).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등
정부는 證券投資信託業法을 개정(1998. 9. 16 시행)하여 그 동안 증권회사와
투신사(투자신탁운용회사 제외)로 제한하였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은행도 취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은행신탁계정에 기업보유부동산의 원활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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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투자신탁(1998. 11. 28 시행)과 근로자 퇴직금의 안
정적인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일시금신탁(1998. 12. 12 시행)의 취급을 허
용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은행들이 외화자금사정
악화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부담 등으로 단기 수출입금융을 축소하여 수
출기업들이 자금난과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정부는 韓國輸出入
銀行法을 개정(1998. 9. 16 시행)하여 수출입은행의 융자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6개월 이하의 단기 수출입금융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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