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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 및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환율이 급등하자 4월 5일 外換市場 安定化 方
針을 발표하여 환율관련 불안심리가 조기에 진정되도록 유도하였다.

2. 외환자유화 확대 및 조기정착 도모

제`5`장 정부의 외환정책 및 금융제도 운영

정부는 1월 1일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예정대로 실시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
한 일부 핵심적인 유보사항을 제외하고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自由化하였
다. 이로써 1998년 6월 外換自由化 基本計劃 발표 이후 2단계에 걸쳐 추진해 온 외환자유
화가 마무리되었으며 정부는 이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제`1`절 외환정책

강화, 자유화 일부 유보조치 등 기존에 마련된 각종 補完對策을 시행하는 한편 제도개선 노
력을 함께 경주하였다.
정부는 11월 16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하여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규정상

1.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불명확한 부분이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補完措置를 마련하였다.
먼저 역외펀드를 통한 변칙적인 외자유치, 자사주 취득한도 회피 등 변칙거래 가능성 및 역

政府와 韓國銀行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제2단계 外換自由化 조치 실시로 외환 및 자본거

외펀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투자로 분류되던 역외펀드를 域外金融會社로

래에 대한 規制가 대부분 폐지됨에 따라 外換市場의 安定化 노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국내

변경하여 海外直接投資로 분류함으로써 감독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외 경제여건 악화시에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外換電算網 등

이 설립한 역외금융회사는 개별업법 감독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설립제한, 출자한도 및

을 통해 경상 및 자본거래 동향 전반에 대한 실시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신용공여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자회사 감독조항을 적용받게 되는 등 監督體系가 대폭

아울러 불법적 자금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9월 3일에는「특

강화되었다. 한편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비거

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주자에 대한 원貨證券 대여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권대차 관련자금을

한 법률」등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을 立法化하였다. 동 法에 따라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

비거주자 증권투자전용계정에 예치 및 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등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대차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이 출범하였으며 금융기관들은 외환·자본거래를 통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대한 예치 및 처분요건을 완화하였다. 이 밖에

한 특정범죄의 자금세탁이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義務化되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의 원貨換錢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었다.

도록 국내은행 국외점포의 위탁매매방식에 의한 외국금융기관 및 환전상의 원貨賣買를 허

또한 환율은 시장에서 需給事情에 따라 自律的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대내외 충격이나 일

용하고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유

시적인 수급불균형 등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먼

학비 및 체재비 반출항목 이외에 일반해외여행자에 준하여 세관신고후 5만불이내에서 휴대

저 외환시장의 일시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중 6차례에 걸쳐 총 3조 6천억원의

반출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을 발행하여 외환매매 財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월 하순 이후 엔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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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연중 정부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24개 相互信用金庫와 49개 信用協同組合을 퇴
출 또는 합병시켰다.

1. 금융기관 구조조정

1998년 이후 국외매각을 추진해 온 서울은행은 연중에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국외매각
이외에 국내매각 또는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0년부터 매각을 추진

政府는 2001년중에도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을 계속 정
리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과
하나로종합금융 등을 동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한편 경영이 부실한 종합금융회사 보험회
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인허가 취소, 합병 등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우량금융
기관중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10월)하였으며 신한은행·신한증권 등이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설립(9월)하였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預金代支
給,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약 27조원의 公的資金

해 온 현대투신증권도 AIG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른 국외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대신생명과 대한·국제·리젠
트화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다.
한편 연중에는 일부 우량은행들이 대형화 또는 겸업화를 위해 合倂하거나 金融持株會社
를 설립하였다. 10월에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하였으며 9월에는 신
한은행·신한증권·신한캐피탈·신한투자신탁운용회사 등이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
였다.

을 사용하였다.
<표 Ⅴ-1>

1998~2001년중 금융기관1) 수의 변화내용

금융기관 합병 및 퇴출

단위 : 개
1998~2000년

1997년말
기관수

정부는 2001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출자한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과 하나로종

합병3)

2001년
신설

퇴출2)

2001년말
신설

기관수

4)

20

합병3)

행

33

5

6

-

-

2

-

종 합 금 융 회 사

30

18

3

1

4

35)

-

3

자회사중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평화은행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한

증

사

36

6

1

14

-

-

3

46

투자신탁(운용)회사

31

6

1

3

-

-

3

30

빛은행에 흡수합병시키고 평화은행은 우리신용카드회사로 전환인가하였다(12월).

생 명 보 험 회 사6)

31

5

5

-

2

-

-

19

손 해 보 험 회 사

14

-

1

-

-

-

1

14

합금융회사(9월 우리종합금융회사로 명칭 변경)를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데 이어 동

또한 2000년 11월 契約移轉(P&A) 방식으로 우리종합금융회사에 통합된 한국·한스·영
남·중앙 등 4개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취소하였으며 2000년 12월 영업정지된 리젠트종
합금융은 동양현대종합금융에 합병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 30개에 달하였던
종합금융회사 수가 2001년말에는 3개로 줄어들었다.
保險會社중에서는 정부가 2000년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매각을 추진하던
3개 생명보험회사(현대·삼신올스테이트·한일)중 契約移轉 방식으로 대한생명에 통합(4

은

퇴출2)

권

회

상 호 신 용 금 고

231

72

25

12

23

1

-

122

신 용 협 동 조 합

1,666

257

101

9

48

1

-

1,268

계

2,072

369

143

39

77

7

7

1,522

주 : 1) 가교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제외
2) 인가취소(신청), 파산, 해산 포함
3) 합병으로 소멸된 금융기관 수
4)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되고 평화은행이 전환인가
5) 현대울산종금과 동양종금이 합병되어 동양현대종금이 설립되고 동양현대종금이 리젠트종금을 합병한 후 다시 동
양증권에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된 종금사의 수는 3개임
6) 우체국보험 제외

월)된 현대·삼신올스테이트생명을 허가취소(11월)하였으며 한일생명은 契約移轉 등의 방
식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0년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한 대신생명
과 4개 손해보험회사(대한·국제·리젠트·쌍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이들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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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표 Ⅴ-2>

2001년중 공적자금 지원내역1)
단위 : 억원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2001년중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
구 분

충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약 27조원의 公的資金을 사용하였다.
2001년중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지원주체별로 보면 預金保險公社가 25

은

조 614억원, 韓國資産管理公社가 1조 9천 53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예금보험공사는 퇴출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에 10조 3천 858억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종합금융회사 예금의 대지급분(7조 428억원)이고 그 밖에 상호신용금고 및 신

예금보험공사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한국자산
관리공사

31,190

5,961

16,812

66,506

증자지원

손실보전2)

12,543

합

계

행

49,694

시 중 은 행

30,978

-

-

25,017

5,961

8,039

39,017

지 방 은 행

5,303

-

-

5,303

-

2,631

7,934

특 수 은 행

13,413

-

12,543

870

-

6,142

19,555

82,451

70,428

12,023

-

-

374

82,825

종

금

사

-

증

권

사

용협동조합 예금의 대지급으로 3조 3천 430억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

-

-

-

-

-

-

보

험

사

80,562

-

71,001

9,561

-

354

80,916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으로 9조 5천 567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서울보증보험(5조 6천억

투

신

사

-

-

-

-

-

△1743)

△174

금 고 · 신 협

37,907

33,430

-

4,477

-

685

38,592

1,4874)

원), 대한생명(1조 5천억원) 등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이 7조 1천 1억원으로 주종을 이루었고

기

타

-

-

-

-

-

그 밖에 부실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우리종합금융에 1조 2천 23억원, 자본

소

계

250,614

103,858

95,567

45,228

5,961

잠식상태에 있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1조 1천 581억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흡수

주 : 1) 본 통계는 2001년 8월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공적자금백서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수록된 자금지원 내역을 기초로 한국은행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임
2) 출연금 및 대출금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매입계약액과 실제 매입액과의 차이에 따른 회수분
4) 외국금융기관 보유 대우그룹관련 부실채권 및 여신전문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매입액
자료 :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합병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962억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한빛·평화·광주·경남·서울·제주은행 등에 2조 9

19,538

1,487
270,152

천 677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대한생명 등 4개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도 1조 4천 911억원을 출연 또는 대출하였다. 그 밖에 제일은행의 부실채
권 풋백옵션(put-back option) 행사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으로 5천 961억원, 대손충당금
적립지원으로 640억원을 지원하였다.

2. 금융관계 법령 정비

한편 韓國資産管理公社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1조 9천 538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액이 1조 6천 812억원으로 대종을 이루었다.

2001년중 정부는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액주주 등 증권투자자 보

2001년중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금융권별로 보면 종합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가 각각 8조 2

호를 강화하는 한편 대형 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회사 등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천 825억원 및 8조 916억원, 은행이 6조 6천 506억원,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이 3

도입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관계법령을 정비

조 8천 592억원이었다.

하였다.

기업구조조정 촉진
정부는 金融機關 不實債權의 신속한 정리, 금융기관 채권의 추가부실 억제 등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을 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회
사정리절차기간을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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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企業構造調整促進法」
(2001.9.15 시행, 이하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의 상환목적이나 재무구조개선 약정·회사정리 및

괄호내의 일자는 시행일임) 및「동 시행령」
(2001.9.15)을 제정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

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금융기관간 채권조정제도를

분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동 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

마련하였다. 동 법은 채권은행에 대해 금융기관 채무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신용위험을

립되고 최저자본금이 500억원이며 동 자산의 운용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특히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 평

자산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가

그 밖에 정부는「會社整理法」
을 개정(2001.4.7)하여 회사정리계획안 제출이 가능한 시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

를 앞당김으로써 회사정리 지연으로 기업 부실이 늘어날 소지를 줄였다. 즉 종전에는 채권

관리 또는 회사정리·화의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영정

자 및 주주가 최초로 소집되는 관계인 집회일 이후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법원에 직접 당해 기업의 파

회사 채무의 50%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동 계획안을 제

산신청을 하거나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법원에 해산·청산·파산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출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 방식
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행)협의회를 소집·구성하도록 하
였다. 동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 지정, 채권금융기관(은행) 공동관리 여부, 채권행사 유예기
간 설정,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협의회의 결정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75% 이상을 보유한 채
권금융기관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며 채권금융기관(은행) 공동관리,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신
용공여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대하여 채권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채
권은행은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 이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이를 바탕
으로 협의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동관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신용공여액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의 결정에 따
라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에 규정된 출자한도 투자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동 법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의 신용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 채무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년도말의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해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내부회계관리규정
과 회계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不動産投資會社
法」
을 개정(2001.7.1)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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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는 소액주주 등 증권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법인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장·등록법인의 집중투표권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증권투자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하였다.
먼저「증권거래법」
(2001.4.1) 및「동 시행령」
(2001.7.7)을 개정하여 자산총액이 1억원 미
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등록법인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되 자
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등록법인은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 되도
록 하고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의 이사선임시 집중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주주의 최저지분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고 정관의 집중투표에 관한 사항 변경시 3%
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상장·등록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
장·등록법인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동 거래내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장·등록법인의 少數株主權중 유지청구권 및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각
각 총발행주식의 0.5% 및 1%에서 0.05% 및 0.1%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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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證券投資信託業法」
을 개정(2001.3.28)하여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법령 또는

하기 위해「상호신용금고법」
(2001.6.29) 및「동 시행령」
(2001.6.30)과「여신전문금융업법」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2001.6.29) 및「동 시행령」
(2001.6.30)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상호신용금

손실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증권투자회사법」
을 개정(2001.3.28)하

고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주주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여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

을 상법상 요건의 1/200~1/2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정부는「農業協同組合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을 제정(2001.12.13)하여 상호금
융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공제금을 포함하고 상
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을 종전의 보험료, 정부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연금 이외에 정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채
권 발행으로 확대하였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정부는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카드회사
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정부는 연중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다.
먼저「與信專門金融業法」
을 개정(2001.6.29)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
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법령 준수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
여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內部統制基準을 정하도
록 의무화하였으며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遵法監視人을 1인 이상 두도록 하였다.

먼저 정부는「相互信用金庫法」
(2001.6.29) 및「동 시행령」
(2001.6.30)을 개정하여 자산

또한「相互信用金庫法」
을 개정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을 특별시는 60억원에서

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이사 총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120억원으로, 광역시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道의 경우에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하고 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인상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2002.3.1)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또한「與信專門金融業法」
(2001.6.29) 및「동 시행령」
(2001.6.30)을 개정하여 자산총액이

관리인 선임을 통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되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는 출자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반복하거나 과다한 대출로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

1/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

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2001.3.28).

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農業協同組合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

한편 정부는「證券去來法」
을 개정(2001.3.28)하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증권회사의

律」
을 제정(2001.12.13)하여 농림부장관이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을 지정하고 이들 조

경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로 하여금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합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등의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명령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서 상장·등록법인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
도록 하였다.
그 밖에 대형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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