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경제일지

1. 通貨·金融

1. 3

▶ 韓國銀行, 예금보험기금채권 인수
○ 인수금액 : 총 6조 5천억원(1월 3일 : 3조원, 1월 21일 : 1조원, 1월 23일
: 1조원, 1월 30일 : 1.5조원)

3

▶ 通商産業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 ADB 차관자금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이를 재원으로 1998년 1월 12일부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부대출 및 수출
입관련 금융(환어음담보부, 수출용 및 기초원자재 수입 L/C)에 대해 특별보
증을 실시

8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은행채무와 재산의 평가기준
제정·시행
○ 재산과 채무의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신탁계정포함)상자산 및 부채의 각 계정과목
○ 평가기준 :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현금 예치금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출금 유가증권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평가

9

▶ 政府, IMF와 제4차 자금인출과 관련한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에 합의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
○ 단기채무의 신속한 만기연장 및 신디케이트론, 채권발행 등을 통한 국제자본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확대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 제한 및 변동환율제도 유지를 통한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 견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
○ 외환지원은 익일신용(O/N) 등 만기연장이 안된 신용·대출로 한정하고 외
화예금 축소 등에 대한 지원은 조속히(통상 1개월 이내) 회수
○ 추가지원에 대한 금리를 LIBOR+400bps에서 2월 15일까지 단계적으로

‐ 187 ‐

LIBOR+800bps까지 인상하되, 외환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동 벌칙금리 수준

○ 해외점포의 유동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설

을 하향 조정

정하여 분기별로 점검

○ 한국은행은 은행의 지원요구사항에 대한 일일점검 및 사후거래 증명을 통해
검사를 강화하고 한국은행 자금지원에 계속 의존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15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요청
및 자본금 감소명령

자산 매각을 유도
<주요 거시·금융지표>

19

○ 1998년 GDP 성장률은 1～2%, 물가상승률은 9% 수준으로 전망(2월 15일

▶ 財政經濟院, 업무정지 종합금융회사의 법인예금 지급 결정(1월 21일 시행)
○ 지급대상 :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의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중 일반법인예

재검토시 거시경제전망 재논의 예정)하고 3월말 기준 본원통화, 대내순자산

금(금융기관예금은 추후 지급시기 결정)

(NDA) 및 대외순지급자산(NIR) 등을 예시목표로 제시

○ 지급재원 : 업무정지 종금사의 시재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으로 조달

‐ 본원통화 : 23조 5,230억원(전년동기대비 14.9% 증가)
‐ 대내순자산 : 12조 3,860억원

26

‐ 대외순지급자산 : 81억달러

▶ 韓國銀行,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 총한도의 50%는 종전 방식대로, 나머지 50%는 월중 신규취급실적 기준으

<금리 및 유동성 공급>

로 하되 1월중 취급실적부터 반영

○ 개혁의 가속화와 신뢰성 회복을 통해 금리의 점진적 안정기반 마련
○ 은행의 자금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을
통한 담보부 수출금융지원,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확대 등을 실시

26

▶ 韓國銀行, 여신금지제도 폐지

26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시 계열회사의 과다한 중복 채무보

<재 정>

증 요구행위 금지

○ 세수확대를 위한 세법개정 추진 및 재정적자의 자동안정화 기능(automatic

○ 금융기관이“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

fiscal stabilizers) 제고

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를불

<금융부문 구조조정>

공정거래행위로 규제

○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를 추진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
월 15일까지 두 은행의 감자시기 등에 대해 발표

26

○ 신종적립신탁의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 자유화

○ 금융부문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업공사는 상업적 베
이스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공공부문(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이 금
융기관에 대해 지원할 경우 재정에 투명하게 기록

27

보험금 수령시까지)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 2월 15일 재검토시까지 다음의 구조조정조치 이행

정된 기업과 전문가 고용

14

▶ 財政經濟院,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비과세요건 완화
○ 장기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보험유지기간(최초 납입일부터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이행기준>

‐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및 대차대조표 실사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

▶ 財政經濟院, 신종적립신탁 제도개선(1월 26일 시행)

30

▶ 財政經濟院,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1월 31일 시행)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
의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금융

‐ 모든 종합금융회사들의 경영개선계획서 수정 제출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거 10개 종금사에 대하여“계약이전의

‐ 정부에 의한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의 잠정인수와 경영진 퇴진

결정”
을 내리고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실시

‐ 한국은행은 기존 외환지원에 대한 금리를 LIBOR+800bps까지 인상

‐ 인가취소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종금사(10개사) : 경남·경일·고려·삼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국내 일반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 강화

‐ 188 ‐

삼·신세계·신한·쌍용·청솔·한화·항도종합금융(주)
○ 업무정지중인 종금사의 업무정지기간을 1개월 연장(2월말까지)

‐ 189 ‐

30

▶ 政府,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26

○ 제일·서울은행에 대하여 각각 7,500억원 현물(한국전력공사 및 담배인삼공

▶ 財政經濟院, 종합금융회사 최종 경영평가결과 조치
○“종합금융회사 경영평가위원회”
의 최종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대구·한솔·

사 주식) 출자

삼양·대한·나라종합금융(주) 등 5개 종금사에 대하여 3월말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한 후 대구·한솔종합금융(주)은 인가취소, 삼양·대한종합금융

2. 9

▶ 財政經濟院,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

(주)은 재실사, 나라종합금융(주)은 영업재개여부를 검토하고 나머지 15개

○ 1단계 개방계획

종금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조치

‐ 대상 :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

‐ 정상화 가능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비율 중간목표(1998년 3월말

‐ 시기 : 1998년 2월 16일

4%, 6월말 6%, 1999년 6월말 8%) 준수여부를 점검

○ 2단계 개방계획
‐ 대상 : CD 표지어음 RP 자발어음 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

3. 16

▶ 財政經濟部, 한솔종합금융(주) 인가취소

‐ 시기 : 1998년말
9

23

▶ 財政經濟部, 제일종합금융(주) 업무정지(1998.3.23～4.30) 명령

23

▶ 財政經濟部, 업무정지 종합금융회사의 예금 지급 등

▶ 財政經濟院, 기업자금지원 활성화대책 발표
○ CP시장 및 회사채 보증시장 활성화, 고금리상품 억제, 은행대출 활성화 유

○ 업무정지 또는 인가취소된 15개 종합금융회사의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중 일

도등

부를 1998년 3월 24일부터 우선 지급
13

‐ 지급대상 예금 : 1998년 2월 26일 추가로 업무정지된 대구·삼양종합금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금융기관과 주거래계열간「재무구조 개선약정」체결·

융(주)의 개인 및 법인예금과 업무정지중인 15개 종금사의 금융기관 예금

시행

중 제3금융권*의 예금

○ 대상계열기업군 : 주거래계열(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

은행 증권 투자신탁 보험 종합금융 금고를 제외한 금융기관

○ 체결당사자 : 당해 주거래은행과 대상계열기업군의 주기업체
17

▶ 財政經濟院,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인가취소 처분

30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1998년도 주거래계열 선정
○ 1997년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 여신잔액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종합금융회사 경영평가위원회”
의 1차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998년 1월 31

66개

일까지 계약이전결정 처분을 내렸던 10개 종금사에 대하여“영업인가취소
처분”결정
‐ 인가취소 대상종금사 : 신한·삼삼·한화·경남·고려·쌍용·항도·청

31

▶ 財政經濟部, 종합금융회사 업무정지 연장명령 등
○ 나라·대한종합금융(주) : 4월 30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연장

솔·신세계·경일종합금융(주)

○ 대구종합금융(주) : 4월 1일자로 인가 취소
19

○ 삼양종합금융(주) : 청문을 거쳐 4월 중순경 인가 취소

▶ 財政經濟院, IBRD 구조조정차관 도입관련 금융부문 제도개선
○ 국내 회계기준을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도록 회계제도를 강화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에 대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년 2월말

31

▶ 財政經濟部, 증권회사 설립허가 세부심사기준 마련
○ 설립허가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증권업 진입문호 확대, 증권업 종류

까지 제출하도록 요구

별 설립허가 기준의 차등화 및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위하여 자기자본

○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부지원시 승인을 얻은 자본확충계획, 자구계획 또는

규모,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 등 증권회사 설립 세부심사기준 마련

법상 청산절차에 의해서만 지원
○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은행구조조정 특별

4. 14

▶ 韓國銀行, 한국은행 재할인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 결정(4월 15일 시행)

대책반 설치 등

‐ 190 ‐

‐ 191 ‐

○ 대상증권 : 금융기관이 산업활동과 관련한 대출의 결과 취득한 어음 등

주는 제도를 중소기업 신규대출 실적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은행의

‐ 상업어음, 은행이 할인 취급한 CP, 건설 및 기타 용역에 관한 대출의 결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유도

과 취득한 어음 등

· 중소기업은행 자본금을 1.5조원 증자
·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을 특별보증 대상에 포함시켜 상업어음할인

14

▶ 財政經濟部, 종합금융회사 인가취소 등

과 무역금융 취급을 원활화

○ 삼양종합금융(주) : 청문절차를 거쳐 4월 15일자로 인가취소

‐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 제일종합금융(주) : 원리금보호대상 예금중 개인예금을 4월 20일부터 지급
21

· 투자신탁회사 벤처펀드가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벤처기업 전환사
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지원

▶ 韓國銀行, 총액한도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 폐지(5월1일 시행)

· 벤처기업 발행 주식 등의 환금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신탁기간 만

○ 종전 90일 이내로 되어 있던 총액한도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을 폐지

료시 현물상환 허용
21

▶ 韓國銀行, 무역금융 융자한도 등의 자율화(5월1일 시행)

·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 무역금융의 융자한도와 융자비율을 은행이 자

○ 수출입금융 지원 확대

체기준을 마련하여 설정·운용하도록 자율화
5. 7

‐ 수출환어음매입을 위한 외환보유액 3억달러 지원
‐ 외환보유액 20억달러를 원자재 수입금융에 추가 지원

▶ 韓國銀行, 현금보유인허율 상향조정(5월 23일 시행)

‐ 수출입은행이 20억달러 규모의 자체자금을 조성하여 수출입금융을 지원

○ 은행이 필요지급준비금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비율(현금보유인허율)을

○ 주택금융 지원 확대

25%에서 35%로 상향조정
15

▶ 信用管理基金, 새한종합금융(주) 업무정지(1998.5.15～6.30) 명령

15

▶ 財政經濟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 발표
○ 금리의 하향안정
‐ 금융기관 단기금융상품(CD RP 표지어음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
개방(5월 25일)
‐ 외국인의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또는 폐지(5월 25일)
· 일반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 공공적 법인(한전 포철 등)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전체 : 25% →
30%, 1인당 : 1% → 3%)

‐ 미분양주택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주택은행을 통해 9,000억원 지원
‐ 주택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19

▶ 財政經濟部, 제일종합금융(주) 인가취소

6. 1

▶ 財政經濟部, 고려·동서증권 증권업 허가 취소

5

▶ 財政經濟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
‐ 1998년 8월 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2000년
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하고 2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시중은

·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허용

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

·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회가 정하는 금리수준의 이자를 보장

·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취득 허용
·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투자한도 폐지
○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대로 2000년
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
○ 1998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 유도
· 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해 담보부대출을 특별보증부대출로 전환해

‐ 192 ‐

○ 1998년 7월 25일 이후 은행 또는 증권회사 발행 RP를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 193 ‐

○ 예금보험요율을 법정한도까지 인상

에 자산과 부채를 이전토록 결정
‐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충

12

▶ 信用管理基金, 한길종합금융(주) 업무정지(1998.6.12～7.31) 명령

13

▶ 證券監督院, 부산투자자문에 대한 영업정지 및 투자자문업 등록취소 요청

18

▶ 韓國銀行,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7월 1일 시행)

북·강원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조건부 승인”
하여 경영개선
계획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조치
7. 1

▶ 銀行監督院, 국내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 규제 강화
○ 종전“요주의”
로 분류되던 3개월 미만 연체 여신을“고정”이하로 분류

○ 각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대출 등 총액대출한

○“요주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 1%→2%

도 지원대상 자금별로 취급실적의 순증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전액 지원

○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유가증권을 자산건전성 분류대
18

▶ 金融監督委員會, 기업부실 판정 결과 발표

상에서 제외

○ 각 은행의 부실판정위원회 자체 판정결과를 토대로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

○ 신탁계정의 기업어음과 보증어음을 일반여신에 준하여 분류하고 사모사채와

로 판정

함께 채권상각준비금 적립대상에 포함

‐ 5대 계열 : 20개 기업
‐ 6～64대 계열 : 32개 기업
‐ 비계열 : 3개 기업
24

3
24

○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대기업 주식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부여

○ 지원한도 : 업체당 1,000만달러 → 폐지

○ 코스닥등록기업에도 자기주식 취득 허용

○ IBRD 자금(10억달러) 소진후 외환보유액 20억달러를 같은 방식으로 지원
24

○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도하여 코스닥시장의 공신력과

▶ 銀行監督院,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제도 완화
○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에 대한 승인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은행감

지명도 제고 등

독원장으로 위임하고 그 승인결과를 매분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의
무화

▶ 韓國銀行, 중소기업대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7월 시행)

○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비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동 의무비
율 초과달성 은행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자회사 출자요건을 금융자회사에 비해

‐ 미준수은행 : 의무대출비율 미달금액의 60% 해당액(종전 50%)을 총액대

대폭 완화

출한도에서 차감

24

‐ 준 수 은 행 : 미준수은행에 대한 제재로 발생한 한도여유분을 대출의무비

▶ 金融監督委員會, 은행구조조정 관련 5개 퇴출은행 발표

▶ 信用管理基金, 새한 및 한길종합금융(주)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 새한 및 한길종합금융(주)의 자산과 부채를 한아름종합금융(주)로 이전

율 초과달성 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
29

▶ 財政經濟部, IBRD 자금의 수입금융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30대 계열기업 → 5대 계열을 제외한 모든 기업

▶ 財政經濟部,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코스닥증권(주)의 유상증자 및 코스닥위원회 설치

26

▶ 證券監督院,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1998.7.4～8.3)명령

○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 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앞 요청
25

▶ 證券監督院,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기간(1998.8.4～9.11) 연장

25

▶ 金融監督委員會, 금융기관의 CP 및 사모사채 보유한도제 도입

○ 1998년 6월 28일“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에서 통보한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동화·동남·대동·충청·
경기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각각 신한·주택·국민·하나·한미은행

‐ 194 ‐

○ 은행신탁 및 투자신탁의 동일인 CP 보유한도제 도입

‐ 195 ‐

‐ 동일기업 발행 CP : 총신탁재산의 1%

○“고정”
이하 분류 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보완자본 인정대상

‐ 동일계열 발행 CP : 총신탁재산의 5%

에서 제외

○ 투자신탁회사의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종전 신탁재산의 10%에서 3%

○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손충당금(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로 축소

및 위험가중자산의 1.25%를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은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 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 통합관리제 도입

차감

‐ 현행 동일계열별 대출한도(총자산의 5%) 대상에 대출금 외에 CP 사모사

○연차적으로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 자산을 난내자산

채 등 여신성자금도 포함

과 동일하게 처리

○ CP 및 사모사채의 발행정보 집중관리 및 공시 강화

○ 아울러 1999년부터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과 관련한 특별
유보금과 채권상각준비금의 50%를, 그리고 2000년부터는 100%를 각각 기

27

▶ 證券監督院, 한국산업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인정

○ 업무정지 기간 : 1998년 7월 27일부터 증권업 폐지일까지
20
29

▶ 政府, IMF와의 1998년 3·4분기 합의사항 발표

▶ 財政經濟部,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국채지표채권(Benchmark)의 육성

○ 주요 거시경제 목표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 도입

‐ 경제성장률 : -4%

‐ 물가 : 9%

‐ 경상수지 : 330～350억불

‐ 재정적자의 대GDP 비율 : -4%

○ 일반인의 국채발행시장에서의 국채 인수 허용(1999년 1월 시행)
○ 채권유통시장 하부구조 개선

‐ 본원통화 및 M3 한도(말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채권매매정보 공시 강화
단위 : 10억원, %

본원통화

3·4분기

4·4분기

25,430

25,640

(증가율)

(14.2)

(13.9)

M3

775,110

794,822

(증가율)

(14.0)

(13.5)

‐ 신용평가기능의 활성화
‐ 채권 장외결제시스템의 개선
22

▶ 財政經濟部,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방안
○ 신용보증여력 확충을 통한 선별 보증지원기능 강화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추가출연 :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이 국회에서 통
과되는 대로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중 공적자금 10억 달러 추가출연 추진

8. 12

▶ 金融監督委員會, 보험회사 경영개선조치

‐ 중점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기업구조개선(workout) 대상 중소 기업 및

○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임원직무 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국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9～12월중 10조원(월 2.5조원 수준) 공급

BYC·태양·고려생명(4개사)

○ 보증요율 차등화

‐ 영업정지기간 : 1998년 8월 11일～11월 10일(3개월)

‐ 현행 기본보증요율에 업체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일정률을

○ 이행계획서 제출 : 조선·국민·태평양·한덕·한국·두원·동아생명(7개사)

가산 또는 차감하여 보증요율을 조정

○ 이행각서 제출 : 한일·신한·한성·대신·동양·SK·금호생명 및 해동·

○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유도

동부화재(9개사)

‐ 우대금리(Prime rate)와 연계한 보증부 대출분에 대해 신용리스크 가산
금리를 배제하여 현행 금리평점상 최고금리를 1～2% 수준 인하 유도

14

▶ 金融監督委員會, 한남투자신탁운용(주) 영업정지(1998.8.14～10.13)

19

▶ 銀行監督院,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변경(1999년 1월 시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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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券監督院,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 대상 증권회사 : SK·쌍용·장은·동방페레그린증권(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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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7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

○ 상업은행 : 1조원 → 1,002억원

는 한국산업증권(주)은 제출명령대상에서 제외
25

▶ 金融監督委員會, 한남투자신탁운용(주)의 신탁재산 인계명령

○ 한일은행 : 8,300억원 → 806억원
15

○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 한남투자신탁운용(주)의 신탁계약을 국민투자신탁운

○ 지원규모 : 4조 5,300억원(증자지원 3조 2,700억원, 부실채권매입 1조

용(주)으로 인계명령
31

▶ 金融監督委員會,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 발표

2,600억원)

▶ 韓國銀行, 총액한도대출 금리 인하 및 한도 증액(9월 1일 시행)

16

○ 총액한도대출 금리 : 5% → 3%

▶ 韓國銀行, 장기금리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실시
○ 국채인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장

○ 대출한도 : 5.6조원 → 7.6조원(2조원 증액)

기물 RP 매입조작 실시
○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단순매입

9. 8

▶ 財政經濟部, 1998년 하반기 국채발행계획 발표
16

○ 발행규모 : 13.9조원

▶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합병 발표
○ 합병일자 : 1998년 12월 1일

‐ 당초계획분중 잔여물량 : 1.8조원
‐ 추가경정예산관련 재원확보 등 : 12.1조원
○ 발행방법 : 국채인수단을 통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17

▶ 韓國銀行, 199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발표
○ 개정 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하여 9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

발행

쳐 처음으로 공표
10

○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 證券監督院,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제도 개선
○ 계열그룹이 고려된 평가등급과 기업자체의 등급을 동시에 공시

‐ 1998년중 물가안정목표 : 9±1%

○ 연간부도율이 높은 평가회사에 대하여 동일법인 연속평가 금지

‐ 하반기중 M3증가율 : IMF와 합의한 예시한도(1998년 9월말 전년동월대
비 14.0%, 12월말 13.5%)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특별관계법인에 대한 평가 제한
11

▶ 金融監督委員會,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연장

25

○ 1998년 9월 12일부터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제31조 규정에 의한

▶ 韓國銀行, 수출촉진을 위한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 은행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대출 취급실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여부 결정일까지

적이 많은 은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를 우대하여 배정
‐ 금융기관별 기본한도 산정시 벤처기업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실제 취급액

11

▶ 金融監督委員會, 평화·강원·충북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의 1.3배를 총액대출한도 배정기준 대출취급실적으로 인정

○ 평화·강원·충북은행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까지 감자하도록 인가
12

▶ 金融監督委員會,「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개정(9월 12일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증권회사가 1개월 이
내에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승인여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제도”
를 폐지

14

▶ 金融監督委員會,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자본금 감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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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1998년 9월 대출실적이 반영되는 11월 배정시부터 시행
25

▶ 金融監督委員會, 쌍용투자증권 등 4개 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조치
○ 조건부 승인 : 쌍용투자증권, SK증권
○ 불승인 : 장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 쌍용투자증권 SK증권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세부이행계획 및 이행각서
를 1998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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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財政經濟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 증권거래 결제위험을 제거하고 국제표준방식의 지급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 재정지원규모 : 64조원(기투입 14조원 포함)

증권예탁원과 공동으로 BOK- Wire를 통한 증권대금 동시 결제제도를 도입

‐ 부실채권 매입 : 32.5조원(기투입 7.5조원 포함)

키로 함

‐ 증자 및 예금대지급 : 31.5조원(기투입 6.5조원 포함)

○ 1단계로 채권거래에 대하여 1999년 상반기중 도입하는 한편 주식거래는 제
반여건을 보아가며 추진시기를 결정키로 함

30

▶ 韓國銀行,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 발표
○ 1998년 9월 30일부터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를 통하여 8% 수준인 콜금리

16

▶ 金融監督委員會, 1998년 6월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
○ 자산건전성이 불량한 부산·경남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하여 부실

를 7% 수준으로 인하 유도

자산 감축 등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1998년 12월 16일까지 제출토
30

▶ 국민·장기신용은행 합병 발표

록 함

○ 합병일자 : 1998년 12월 31일
16
10. 1

▶ 韓國銀行, 무역금융지원 확대

▶ 韓國銀行, 대국회 통화신용정책 보고
○ 개정 한은법(제96조)에 의거 처음으로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국회에

○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

보고

○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융자대상품목 제한 철폐
○ 해외건설 및 용역수출금융 지원대상에 비계열대기업 포함

18

▶ 金融監督委員會, 금융기관 보증관행 개선
○ 주요내용

○ 매90일로 되어있던 융자한도 산정주기 폐지

‐ 포괄근보증의 취급 금지
10. 7

▶ 金融監督委員會,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개정

‐ 기업고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 출장소의 지점전환 및 지점의 출장소전환 허용

‐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금지

○ 업무용 고정자산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 시행일

○ 해외소재 점포의 대손상각 승인 예외인정 등
9

‐ 1999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취급분은 보증유효
기간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金融監督委員會, 금융기관의 경영공시제도 개선
○ 금융업 경영통일공시기준 마련

19

○ 경영공시제도 도입 확대(현행 은행 증권 보험 외에 종금 신협 외은지점 등을

▶ 한국외환은행과 한외종합금융 합병 발표
○ 합병일자 : 1999년 1월 1일

추가)
○ 경영공시내용의 확충 및 정기공시횟수 확대(연 1회→연 2회) 등

21

▶ 金融監督委員會,「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준칙」제정
○ 작성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10

▶ 金融監督委員會, 동방페레그린증권 등 4개사에 대한 증권업 등 허가취소 요청

○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 1998년 10월 9일 동방페레그린(주) 및 장은증권(주)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

○ 시행일 :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최초 결합재무제표는

정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앞 상기 2개사와 한남투자증권(주), 한남투자신

2000년 7월에 작성 제출)

탁운용(주) 등 총 4개사에 대한 허가취소를 요청
21
15

▶ 韓國銀行,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
도입 추진 발표

▶ 韓國銀行, 중소기업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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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기신용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1998년 12월 10일까지 은행감독

‐ 미달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을 미달금액의 60%에서 100%로 대폭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확대하고 동 한도차감으로 발생한 여유분을 초과달성은행에 재배분
○ 중소기업 수출입금융 지원 및 만기연장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수출환어음매입실적, 수입 L/C개설 실적 등이 부진한

13

○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감소 인가

은행으로부터 총액대출한도를 차감하여 동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재배분
○ 무역금융 지원 확대

14

‐ 자체 생산시설이 없이 완제품을 구매·수출하는 업체(30대계열 제외)의

반영
○ 위탁회사의 경영공시제 및 비상장채권의 시가평가제 도입

▶ 金融監督委員會, 채권시가평가제도 시행
○ 적용대상펀드 및 채권 :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

▶ 金融監督委員會,「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의 개정내용 및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규제완화 합의사항

완제품구매자금도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21

▶ 金融監督委員會, 제주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14

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시가평가 실시

▶ 金融監督委員會,「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 1998년 9월 16일자로 시행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금융감독

‐ 1단계 :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자산을 유동화함에

‐ 2단계 :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도입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시행계획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
위원회에 부의(11월 13일)

17

▶ 政府, IMF와의 1998년 4·4분기 합의사항 발표
○ 거시경제분야

28

▶ 金融監督委員會,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 실시

‐ 내년중에는 물가의 안정속에 플러스성장이 재개되고 경상수지 흑자 및 외

○ 내용 :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사모사채포함) 보유한도를 전월말 현재

환보유고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회사채 총보유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 통화·금리·재정 등 거시정책의 신축적 운용으로 경기회복을 지원

○ 보유한도 : 은행(신탁계정 포함) 및 보험사 10%, 투신사 15%

· 종래 예시목표로 기재되던 본원통화 한도를 삭제하고 총유동성도 구속

○ 경과조치 :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은 1999년말까지 50%, 2000년말까지

성없는 전망치로 변경

전액 단계적으로 해소
11. 2

· 저금리정책의 지속과 적자재정의 차질없는 집행에 합의
○ 금융구조조정분야

▶ 財政經濟部, IBRD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 추진

‐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의 상업적 운영과 조속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배정자금(약 3.4억달러)중 2억달러를“벤처기

한 민영화를 추진

업지원 특별보증재원”등으로 전담·활용함과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 비은행금융기관(보험 투신 증권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준을 국제적 수

출연배정자금(약 6.5억달러)중 1억달러를“기술집약형 중소기업지원 특별보

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증재원”
으로 전담·활용

‐ 상호지급보증과 거액여신의 단계적 감축목표 설정
9

▶ 金融監督委員會, 장기신용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9월말 기준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

17

○“국채관리기금채권”
을“국고채권”
으로 변경(11월 13일 국채법 시행령 개정

급 이상이나 자산건전성부문 평가가 4등급 이하로 나타나 동 은행에 대하여

공포)

무수익여신 감축, 자기자본 확충, 내부통제 운영개선 등을 포함하는“경영개
선권고”조치를 내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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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政經濟部, 국채명칭 변경

▶ 韓國銀行,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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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자금 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은행별

28

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이를

▶ 金融監督委員會,「은행감독규정」개정(1999년 1월 1일 시행)
○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
에서

기준으로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을 1998년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함

‘100분의 100이내’
로 확대

○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퇴출은행거래 중소기업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 외화유동성비율 관리제도*와 단기외화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관리제도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의 지점별 한도를 2,000억원

**를 경영지도기준으로 제도화

증액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

27

▶ 金融監督委員會,「신탁업 감독규정」개정(11월 28일 시행)

외화자산 및 부채를 잔존만기에 따라 7개 기간으로 구분·관리

○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상품 신규도입
○ 신탁계정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도 개선

28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선정된 신탁부문 규제폐지

▶ 韓國銀行, 국채전자입찰제도 도입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연결되어 있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하여 입찰

○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감독강화

공고, 입찰참가, 입찰결과 통보 등 전과정을 전산으로 수행(1999년 1월 첫
국채입찰시부터 실시)

28

▶ 金融監督委員會, 조흥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요구

○ 財政經濟部, 국채입찰에 있어서 내정금리 폐지 예고

○ 임원진 교체, 자회사 정리, 자본금 증액 계획 및 경영개선계획의 1개월 이내

‐ 정부는 국채인수기반 확충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1999년 7월부터「국

제출 등
28

채전문딜러」
제도 시행과 함께 국채입찰시 내정금리제를 폐지할 계획

▶ 金融監督委員會,「은행감독규정」및「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은행감독분야 규제사항 완화

2. 實物部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9월 14일)에 의거한 적기시정 조치
제도 보완
28

1. 8

▶財政經濟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4월 1일 시행)
○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시

▶ 金融監督委員會,「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개정

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 증권업무 등에 대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의 경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통보받은 기업집단은

영·업무 등에 대한 각종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동 재무제표를 작성할 계열회사를 선정하여 증권
12. 4
14

▶ 무디스사, 우리 나라 원화표시 국채신용등급 Baa1으로 확정 발표
▶ 韓國銀行, 유휴설비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 국내경기 침체로 유휴설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98년 12월 14일부터 국
내 유휴설비 및 중고자동차 등 중고품수출에 대하여도 무역금융을 지원

19

▶ 무디스사, 한국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실사대상(Review for
Possible Upgrade)에 올려놓았다고 발표

22

▶ IBCA, 한국을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긍정적 관찰대상(Rating Alert

선물위원회에 신고토록 의무화
8

▶ 財政經濟院,「특별소비세법」개정(1월 9일 시행)
○ 세율인상
‐등

유 : 리터당 25원 → 60원

‐ 석유가스 : 킬로그램당 18원 → 40원
‐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14원 → 40원
‐ 골프용품 에어컨 등 제1종 물품과 고급모피 등 제4종 물품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

Positive) 대상에 올려놓았다고 발표

‐ 204 ‐

‐ 205 ‐

8

▶ 財政經濟院,「교통세법」개정(1월 9일 시행)

○ 불공정거래합동감시반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혐의가 짙은 밀가루 설탕 라면

○ 세율인상

식용유 등 20개 품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가격인상 등에

‐ 휘발유 : 리터당 345원 → 455원

대한 신고를 접수

‐ 경 유 : 리터당 48원 → 85원
30
13

▶ 大統領 當選者·4大그룹 總帥, 재벌개혁 5대 원칙에 합의

▶ 建設交通部, 수도권 민간보유택지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발표
○ 1998년 2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분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양가를 자율화. 단, 국민주택 및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계속

○ 상호지급보증 해소

규제

○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핵심부문 선정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15

▶ 勞使政委員會 출범

2. 6
12

▶ 大統領職 引受委員會,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20

▶ 勞動部,「고용정책기본법」개정(2월 20일 시행)

○ 한국노총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 전경련회장, 경총회장, 재정경제원장관,

○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사

노동부장관, 4개 정당대표 각 1명, 위원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노사정위원

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회가 정식 출범

‐ 근로복지공단이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외부차입,

○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등을 위해 공동

채권발행 등에 의해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

노력
17

로복지진흥기금으로 관리·운용

▶ 建設交通部,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

20

○ 2001년까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의 수요·공급 관련업무에 대한

‐ 최저임금액의 50% → 최저임금액의 70%
○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 勞使政委員會, 노사정 3자가 고통분담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

‐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210일 → 6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용의 5개항에 합의

○ 고용보험요율 변경

○ 정부는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아울러 기업의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경영투명

‐ 임금액의 15/1000 범위내에서 결정 → 임금액의 30/1000 범위내에서 결정

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 구직급여 최저지급기간 변경

○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과 무분별한 해고 방지, 경영정보 공개, 재무구

‐ 30일 → 60일

조 개선 등에 솔선수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기간 조정(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노동조합은 기업의 급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 12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에 노력
○ 노사는 대화와 타협으로 산업평화를 유지
○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제는 조속히 일괄타결
23

▶ 勞動部,「고용보험법」개정(3월 1일 시행)
○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액 상향조정

종합전산정보체계 구축
20

▶ 勞使政委員會, 정리해고 시행 등 노사정공동협약 체결

▶ 公正去來委員會, 물가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 개설

20

▶ 勞動部,「근로기준법」개정(2월 20일 시행)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해고요건으로 간주
○ 해고시 성차별 불허, 해고 60일전까지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기준의 근로자
대표앞 통보, 일정규모 이상 해고시 노동부장관앞 신고 등을 의무화

‐ 206 ‐

‐ 207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회사 장부가격의 합계액(출자총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

우선 고용

을 두는 제도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시행을 1999년 3월 13일에서 1998년 2월

○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을 2001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

20일로 변경
24
20

▶ 勞動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5월 1일 시행)

▶ 財政經濟院,「법인세법」개정(2월 24일 시행)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지 아니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

한 지급이자 손비불인정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

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 노동조합 관련업무를 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는 한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로 이관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노·사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의 해고통고시한을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연장

24

▶ 財政經濟院,「조세감면규제법」개정(2월 24일 시행)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

20

면율을 50%에서 100%로 변경

▶ 勞動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7월 1일 시행)

○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확대

○ 근로자파견대상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 또

‐ 1998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금융기

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일시적으로 인력

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임

법인이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

○ 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

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의 일종

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3개월 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그 금

가능

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

○ 근로자파견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

○ 주주 등이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아야 함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20

▶ 勞動部,「임금채권보장법」제정(7월 1일 시행)

○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

○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산의 受贈으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 법인간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따른

보장기금에서 이를 대신 지급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통

○ 노동부장관은 기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을 조성하기

를 감면

위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0.2% 범위안에서 부담금
24

을 징수

▶ 財政經濟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4월 1일 시행)
○ 상장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공신력을

24

▶ 公正去來委員會,「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4월 1일 시행, 단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인 및 회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

사의 회계관계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

○ 출자총액한도제*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 주식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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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政經濟院,「파산법」개정(2월 24일 시행)

‐ 209 ‐

○ 파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위

10

원회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및 감독, 채권자집회에 관련

▶ 財政經濟部,「조세감면규제법」개정(4월 10일 시행)
○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

된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 및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

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
○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산기자재와 외국기자재의 차별을 폐지하여 단일공

24

▶ 財政經濟院,「화의법」개정(2월 24일 시행)

제율을 적용

○ 화의제도의 왜곡운용 방지 및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의

○ 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관련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요건을 확대하고 각종 기간을 법으로 정하여 절차를

우대세율을 인상(10% → 12%)하는 한편 기타의 공공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의 취소신청권을 인정하는 등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우대세율 폐지

강화
24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단일화 : 30～100% → 25%
○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세율

▶ 財政經濟院,「회사정리법」개정(2월 24일 시행)

을 조정

○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회사의 청산시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 일반법인 : 12% → 15%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 법원은 당해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

‐ 중소기업 : 10% → 12%

○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은 보전처분 여부를 신청일로부

‐ 개인사업자 : 30% → 40%

터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관리인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정리계획안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리절

10

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정

○ 선박 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

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 결정을 할 수

는 경우 이를 미리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 실제로

있음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손비로 인정

○ 회사정리계획의 보다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채무의 최장유예기간을 20년에

○ 재평가대상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고 당해 토

서 10년으로 단축
28

▶ 財政經濟部,「법인세법」개정(4월 10일 시행)

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建設交通部, 1998년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발표
○ 1998년중 공공부문에서 20만호, 민간부문에서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되

10

전체물량의 50%인 25만호를 수도권에 공급

▶ 財政經濟部,「소득세법」개정(5월 1일 시행)
○ 거주자가 선박 등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당해

○ 1998년중 공공부문에서 930만평, 민간부문에서 970만평 등 총 1,900만평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의 택지를 공급하고 이중 수도권에 450만평을 공급

폐지

○ 1998년중 총 13조 266억원의 자금을 조성·지원할 계획

○ 의사, 연예인, 기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상 : 1% →

‐ 정부재정 600억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

3%

‐ 국민주택기금 4조 4,666억원은 공공주택 20만호 건설 및 영세민 전세자
14

금 등에 지원
‐ 주택은행·할부금융 등에서 민영주택자금 8조 5,000억원을 조성, 민영주
택 건설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

▶ 政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발표(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제일은행 주식의 조기 매각
○ 대형·우량금융기관간 합병유도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폭 확대 추진

4. 6

▶ 建設交通部,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 210 ‐

○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 211 ‐

○ 기업보유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세제·개발부담금 감면 등

○ 부실기업 인수 등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
는 기업결합의 요건을 구체화

6. 2

▶ 保健福祉部, 실업자 의료보험료 지원 발표(6월 3일 시행)

○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제한효과가 적은 일부 유형의 기업결합은 15

○ 경영상의 이유 또는 사업장 폐업·도산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의료보험료

일내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

의 50%를 1년간 경감
○ 퇴직근로자가 원할 경우 직장조합의「임의계속피보험자」
로 남아 있을 수 있

20

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勞動部, 실업자재취업훈련제도 개선대책 발표(7월 1일 시행)
○ 훈련비 일부의 자비부담제도를 도입하여 훈련생이 일정기준의 훈련비 지원
범위를 넘는 고급훈련과정의 선택을 가능토록 함

4

▶ 中小企業廳, 지역특화산업을 지역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발표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및 시범기관제도 도입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집
적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998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30

추진키로 함

▶ 産業資源部, 40개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및 향후 계획 발표
○ 21～25인치 컬러 TV, 일반화물차, 모터사이클 등 40개 품목을 수입선다변

○ 향후 5년 동안 지역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40개 산업을 광역자치단체

화 대상에서 제외(7월 1일 시행)

의 추천을 거쳐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

○ 나머지 48개 품목에 대해서도 1998년 12월말(32개 품목)과 1999년 6월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산업 군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16개 품목) 두차례에 걸쳐 모두 해제할 계획

는 자금 기술 인력 입지 판로 수출 세제 등의 지원책을 확충함으로써 지역특
7. 4

화산업을 집적화

▶ 企劃豫算委員會,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 대상기관 :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

8

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

▶ 中小企業廳,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고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6월 8

융,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21개 출자회사

일 시행)

민영화 검토대상 108개 공기업(모기업 26개, 자회사 82개)중

○ 지원자격

1차 선정기업의 비중은 기관수 기준 30%, 종업원수나 매출액

‐ 외국인불법체류자를 자진신고기간중(1997.12.17～1998.4.30)에 출국시

기준 70% 수준

킨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자격을 부여

○ 향후추진계획 :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

‐ 외국인산업연수생을 활용중인 기업은 연수만료 2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추진기획단과 실무추진팀(Task Force)을 구성·운영

○ 지원내용
‐ 업체당 지원한도 : 1억원 → 2억원
‐ 지원기준 : 기본 2,000만원+
대체고용 1인당 1,000만원 → 기본 5,000만

6

▶ 財政經濟部, 기업빅딜시 세제지원 방안 발표
○ 빅딜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을 교환시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

원+
대체고용 1인당 3,000만원

의 일정비율 감면 등
10

▶ 公正去來委員會,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M&A의 원활한 촉진을 지원하고 국내
시장의 과도한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보완
○ 경쟁제한성 판단의 주된 기준인 시장점유율은 현행 수준(1사 50%, 3사합계
70%)을 유지하되 3사합계 70% 이상이더라도 경쟁제한으로 보지 않는 경우

9

▶ 企劃豫算委員會, 1998～1999년 재정운용 방향 발표
○ 199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총소요재원 : 11.5조원(세수부족: 5.5조원)
‐ 재원조달 방안 : 한국은행 이익잉여금(1조원), 공기업 매각대금(1.2조
원), 세율조정(7천억원) 등

를 구체적으로 명시

‐ 212 ‐

‐ 213 ‐

‐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 당초 GDP대비 -1.7%(7.8조원) → -4.0%

한 보험요율을 적용

(17.5조원)
○ 1999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8. 1

▶ 建設交通部,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변경안 확정 발표
○ 서울～경주～부산 노선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 금융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시행

‐ 1998～2002년간 중기재정계획 수립

‐ 1단계(2004년 4월) : 서울～대구구간을 완료하고 대구～경주～부산 및

‐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전·대구시내 통과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전
14

▶ 中小企業廳, 실업 고급기술인력의 활용계획 발표

철화

○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고급실업기술자가 대량 발생되고 있어 이들 인력

‐ 2단계(2004～2010년) : 대구～경주～부산구간 완공 및 대전·대구 시내

을 중소업체에 2개월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갖게 하는‘실

통과구간의 지하화

업 고급기술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을 1998년말까지 시행키
3

로 결정

○목

○ 사업내용

적 :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사 업 비 : 20억원

○ 기금규모 : 1조 6,000억원

‐ 선발인원 : 1,000명 내외
‐임

▶ 財政經濟部,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발표

○ 주요내용 :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을 각각 설립하여 운용

금 : 95만원(20일 근무)

‐ 주식투자기금 : 신규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
15

▶ 財政經濟部, 199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본금 확충을 지원

○ 기업 금융기관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대한 경제구조개혁의 신속

‐ 부채조정기금 : 상환기일 1년 이하의 금융기관 단기차입금(회사채포함)을

한 추진

장기부채(2～3년)로 전환할 경우 지원

○ 재정의 역할 강화(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4%까지 확대)
5

○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 수출·중소기업, 주택부문 지원 강화 등

▶ 企劃豫算委員會,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
○ 민영화 계획
‐ 대상 :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모기업의 55개 자회사

31

▶ 中小企業廳,「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개정 (8월 3일 시행)

‐ 기준 : ①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회사 및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

○ 기업전체 매출액 및 수출액에서 특허기술제품과 신기술사업에 의한 제품의

사는 매각 또는 폐지 ② 유사기능 수행 자회사는 통폐합 또는 모기

비중이 각각 50%, 25%에 미달하는 기업도 당해 권리 또는 기술의 사업성

업에 흡수 ③ 모기업의 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는

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면 벤처기업·벤처사업으로 인정

매각 또는 통합
‐ 방안 : 총 55개 대상 자회사중 40개는 민영화, 6개는 통폐합, 8개는 자회

31

▶ 中小企業廳, 어음보험제도 개선(8월 1일 시행)
○ 일정한 기한내에 보험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보험청약 이후 인수지연으
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 종전까지 보험가입을 제한해오던 3백만원 미만의 어음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을 허용함으로써 영세 소기업의 보험수요를 충족

사로 존치하면서 구조조정
○ 경영혁신계획
‐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향
상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하에 기업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설정

○ 보험요율을 연 1～2%에서 연 0.5～3%로 차등화하여 기업신용상태에 상응

‐ 214 ‐

‐ 215 ‐

21

▶ 勞動部, 실직자대부사업 대부요건 개선(8월 21일 시행)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 구직등록요건 폐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

‐ 생업자금(3,000만원 이하)과 소규모영업자금(1억원 이하)에 대해 1개월

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이상 구직등록기간 요구 → 前職실업자 확인만으로 대부신청 자격 부여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 생업 및 소규모영업자금의 지원방식 변경

등록세를 면제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대부신청금액의 30%만 우선 대부하고 사업비의 100% 투자 확인후 나머

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지 70% 지급 → 최초 30%만을 대부하는 것은 동일하나 사업비의 30%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이상 투자 확인만 되면 나머지 70% 지급

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

○ 학자금대부사업의 경우 가구당 인원수에 따른 대부제한을 폐지

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

○ 대부심사방식을 간소화

○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5

‐ 포장마차업 등 소액이며 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심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사위원회 심사를 생략
22
27

▶ 勞動部,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10월 1일 시행)

▶ 財政經濟部, 기업개선작업과 빅딜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 발표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10. 3

▶ 5大그룹, 사업구조조정방안 발표
○ LG반도체와 현대전자의 합병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책임경영

9. 3

▶ 全國經濟人聯合會, 5대 그룹 업종 구조조정안 발표

주체 선정(지분비율 7:3)

○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 발전설비 정유 선박용엔진 반도체 등 7개 업종 구

○ 발전설비부문 : 삼성중공업의 보일러 설비사업을 한국중공업에 이관

조조정안 합의

○ 철도차량 : 대우와 한진을 별도법인으로 통합
○ 석유화학 : 대산단지의 삼성과 현대를 동일지분에 의한 단일법인으로 설립

16

▶ 財政經濟部,「소득세법」개정(10월 1일 시행)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상향조정

16

▶ 財政經濟部,「법인세법」개정(10월 1일 시행)

16

▶ 銀行圈, 117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으로 선정

21

▶ 金融監督委員會, 5대그룹 구조조정 세부지침 확정

○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상향조정

○ 구조조정 기업선정, 주채권은행에 제출(10월말)
○ 업종별 실무위원회 평가(11월 15일)

16

▶ 財政經濟部,「교통세법」개정(9월 17일 시행)

○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심의(11월말)

○ 세율변경

○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12월 15일)

‐ 휘발유 : 러터당 455원 → 691원
‐ 경 유 : 리터당 85원 → 160원

23

▶ 企劃豫算委員會, 91개 공기업 경영공시제도 도입 발표
○ 3년간 결산서, 재무제표, 예산 이외에 경영진 구성과 경력, 인건비 구성, 은

16

▶ 財政經濟部,「조세감면규제법」개정(9월 16일 시행)

행거래 상황, 성장 전망 등을 기재한 경영공시표를 본·지사에 비치하고 인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터넷, PC통신에도 게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 216 ‐

11. 12

▶ 建設交通部, 신규주택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 주택건설과 건축관련 규제폐지 및
완화방안 발표

‐ 217 ‐

12. 7

▶ 政府·財界 5大그룹, 구조조정추진 합의문 확정 발표

3. 17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 정리

▶ 財政經濟部,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 결과 발표
○ 만기연장액 : 217.4억달러

○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도 항공 등 과잉중복투자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 32개국 134개 금융기관 연장신청

○ 1998년 12월 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 2000년 3월말까지 상호지급보증 해소

27

▶ 財政經濟部, 세계은행 제1차 구조조정차관 도입 합의내용 발표
○ 차관액 : 20억달러

○ 1999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

○ 이자율 : LIBOR + 0.75%
15

▶ 5大그룹 채권단협의회, 현대·삼성·대우·LG·SK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 만 기 : 5년거치포함 15년 분할상환

약정을 최종 확정
○ 5대그룹은 2000년말까지 계열사 및 자산 매각, 국내외 주식발행을 통해

31

▶ 財政經濟部, 외국은행 국내 현지법인(자회사) 설립기준 마련
○ 최저자본금 :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251억 6,900만달러의 외자조달과 45조 4,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

○ 설립요건

○ 또한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32조 7,7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감축할

‐ 모은행의 총자산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모(업종평균 업계순위 등

계획

을 기준으로 총자산 영업규모가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규모) 이상이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야 함

3. 外換·國際金融

‐ 모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3년간 8% 이상
‐ 모은행이 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 9
28

▶ 財政經濟院, 거주자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각 자유화
▶ 財政經濟院,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협상 기본원칙 타결

사실이 없어야 함
4. 1

○ 1998년중 만기도래하는 1년 미만 단기외화채무를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 財政經濟部,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 확대
○ 전면개방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만기 1～3년의 중장기 채무로 연장키로 합의

비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증권거래업, 골프장운영업, 곡물도정업
○ 부분개방 : 선물거래업

30

▶ 財政經濟院, 한아름종금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인가

○ 개방범위 확대 : 투자조합, 유선방송업

○ 업무정지 및 정리대상 종금사로부터 외국환업무를 인수 또는 정리할 수 있도
록 한아름종금사에 대해 외국환업무 인가

6

▶ 財政經濟部, 기업의 무역신용 도입 자유화폭 확대
○ 외국 수출신용기관의 신용공여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우리 정부와 외국

2. 3

▶ 財政經濟院, 기업의 무역신용 도입 자유화폭 확대

정부간 합의에 따라 도입규모가 배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에 관계없

○ 모든 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360일로 확대
6

▶ 財政經濟院, 기업의 외화차입 규제 완화
○ 벤처기업의 단기외화차입 한시적 허용(1998년말까지)

16

▶ 財政經濟院,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폭 확대
○ 투자대상 증권에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

이 연지급수입기간을 3년까지 허용
8

▶ 財政經濟部,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실시
○ 만기연장 대상으로 확정된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채무 217.4억달러에 대해 정
부의 지급보증을 실시
‐ 지급보증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지급보증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징구

추가

‐ 218 ‐

‐ 219 ‐

8

▶ 財政經濟部,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발표

25

○ 외국인투자관련법령 전면개편

▶ 金融監督委員會,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폭 확대
○ 주식투자한도 폐지 및 투자대상증권에 CD, 표지어음, 종금사 발행어음,

‐ 1998년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RP 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시장상품 추가

‐ 개방제한업종의 절반을 추가개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능 개편

6. 13

▶ 證券監督院,「해외증권발행규정」폐지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 제한하던 해외증권의 발행자격을 폐지하여

‐ 외국인직접투자 one-stop 서비스 기구로 확대 개편

모든 법인이 신용도에 따라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자격 기준완화

○ 시설재도입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조기상환자금 등 해외증권 발행자금의

○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등

용도제한을 폐지
8

▶ 財政經濟部,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 총규모 40억달러의 미화표시 외평채를 글로벌본드 형식으로 발행

26

○ 외국인 비거주자의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국내 토지 취득 및 처분허가제를 外

‐ 만기 5년 : 10억달러, TB+345bps

國換銀行長의 신고로 자유화

‐ 만기 10년 : 30억달러, TB+355bps
28

▶ 韓國銀行,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5월 1일 시행)

29

증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비상장 주식·채권, 신탁회사 발행 수익

○ 융자대상어음 : 국내 중소기업이 발행한 기한부 및 인수도조건부 수출환어음

증권, 출자증권 등도 취득 가능하게 됨

으로서 액면금액 2만달러 이상
30

○ 융자금리 : 시장실세금리(5월중 : LIBOR+4.53%)

리스크 관리제 도입,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외화자금에 대
한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은행감독원 보고체계의 정비를 통해 상시감독 강화

▶ 韓國銀行,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금 상환유예(5월 1일 시행)
○ 상환유예대상 :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7. 1

지원된 외화대출금중 5월 1일부터 1998년말까지 상환기일이

▶ 財政經濟部, 기업의 외자조달 제한 완화
○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 자유화

도래하는 외화대출원금 약 7억달러

○ 기업의 무역신용도입 완전 자유화

○ 상환유예기간 : 1년
5. 6

▶ 銀行監督院,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환업무 건전성 감독 강화(7월 1일 시행)
○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감독 강화, 신용리스크에 대한 종합한도제 도입, 국가별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
30

▶ 證券監督院, 외국인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제한 폐지(7월 1일 시행)
○ 외국인이 증권거래법상의 모든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유가

○ 지원한도 및 기간 : 총 3억달러 이내에서 1년간

○ 건별 융자한도 : 융자대상 수출환어음 금액범위내

▶ 財政經濟部,「외국인토지법」개정

○ 국내 수입업자의 외국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입 L/C 개설 허용

▶ 財政經濟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폭 확대

1

○ 상품교환업, 투자회사, 주유소운영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 財政經濟部, 외국인직접투자 업종개방 확대
○ 신용조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담배제품제조업은 부분 개방

기타 해상운송업, 기타 여신금융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등 9
23

개 업종을 전면 개방

▶ 韓國銀行,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제한 완화(8월 1일 시행)
○ 외화대출 융자대상 확대

25

▶ 財政經濟部,「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
○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 1/3 이상 취득시 이사회 동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 융자비율제한 폐지
○ 국산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동일인한도 제한 폐지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완전 허용

‐ 220 ‐

‐ 221 ‐

○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중장기 융자재원 조달의무 강화
9. 2

▶ 財政經濟部,「외국환거래법」제정(1999년 4월 1일 시행)
○ 외국환은행 인가제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제로 전환하고 취급기관을
일정요건을 갖춘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 환전상 인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본거래 제한을 원칙자유·예외규제
(Negative System)로 전환
○ 외환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전성 감독도 강화

2

▶ 財政經濟部, 「외국인투자촉진법」및「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중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외국인투
자촉진법」
을 신규로 제정

3

▶ 財政經濟部, 세계은행 제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 합의내용 발표
○ 규 모 : 20억달러
○ 이자율 : LIBOR + 0.75%
○ 만 기 : 5년거치포함 15년 분할상환

11. 11

▶ 財政經濟部,「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발표

1998년도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4

▶ 財政經濟部,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시행

…›

○ 기본경비 : 미화 1천달러 이내

1999년 5월 31일 인쇄·1999년 6월 1일 발행

○ 기타경비 :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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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한 관광경비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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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政經濟部,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에 대한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 외국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기준환율의 고시 등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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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서 울 특 별 시 중 구 남 대 문 로 3가 110
12. 9

▶ 財政經濟部, 1998년 12월중 만기도래하는 IMF 긴급보완자금 상환결정
○ 만기도래 금액 : 28억달러(12월 18일 18억달러, 12월 30일 10억달러)
○ 1999년 1월 이후 만기도래분은 만기도래 당시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
여 결정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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