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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리와 유동성 조절을 통해 경제활동을 적
정 수준으로 유도하고자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체계라고 하
며 이는 최종목표 명목기준지표 제도 수단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중 어떤 지표를 명
목기준지표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통화량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
리나라는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

1.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최종목표 명목기준지표 제도 수단 등
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먼저, 통화신용정책의 최종목표는 경제성장, 고용증진,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
여러 가지로 설정될 수 있겠으나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가안정이 뒷받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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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두 번째로 명목기준지표는 중앙은행이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
하는 명목변수로서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 등이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명목기
준지표에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통화신용정책의 제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등과 관련한 각
나라의 법과 관행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은 중앙은행이 금리와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사
용하는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을 말한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를 명목기준지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통화량목표제 환율목
표제 물가안정목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57~78년에는 통화
(M1), 1979~96년중에는 총통화(M2), 1997년에는 M2와 MCT(M2 + 양도성예금증서 +
금전신탁)를 중심통화지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운용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물가안
정목표제를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체계로서 채택하고 있다.

가. 통화량목표제의 주요 변천내용
(1) 1957~96년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이 체계적인 틀 아래서 수립,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재정안정계획(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재정안정
계획의 도입은 정부수립 이후 사회경제질서의 격변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초래된 극심
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계획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통화(M1)
의 공급한도를 정하고 재정 비료 민간 해외 기타 부문 등 각 공급원천별 한도를 따로 정
하여 통화가 공급되도록 한 것이다.
재정안정계획은 5·16 군사정변으로 1961~62년중 일시 중단되었으나 제1차 경제개
발 5개년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개발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외화준비자산이 고갈되어 경
제안정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자 1963년 다시 부활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965년 3월 국제통화기
금(IMF)과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조건의 하나로 통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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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규제대상지표는 종전의 M1에
서 중앙은행의 순국내자산(1966~69년 상반기), 본원통화(1969년 하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용(1970~82년), 순국내신용(1983~86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재정안정
계획은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수립, 집행되었다.
한편 국제수지의 개선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76년부터 IMF와의 협정과는 별도로
M1의 증가율 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M1의 움직임이 매우
불규칙하여 실적치와 목표치간의 괴리가 커짐에 따라 1979년부터 중심통화지표를 M2로
변경하였으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도 본격적인 통화량목표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통화공급목표 설정은 대체로 EC(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방식을 이용
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통화유통속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
화공급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M2 증가율 목표치와 실적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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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치
24.6

산정기준

1979

25

1980

20 (25)

27.0

〃

1981

25

25.2

〃

연도말 기준

1982

20~22 (25)

27.0

〃

1983

18~20 (15)

14.7

12월 평잔기준

1984

11~13

8.9

〃

1985

9.5

13.9

〃

1986

12~14 (16~18)

17.4

〃

1987

15~18

22.5

〃

1988

15~18

18.8

연평잔 기준

1989

15~18

18.4

〃

1990

15~19

21.2

〃

1991

17~19

18.3

12월 평잔기준

1992

18.5

18.6

〃

1993

13~17

17.3

〃

1994

14~17

17.6

〃

1995

12~16

13.7

〃

1996

11.5~15.5

17.8

〃

주 : ( )내는 수정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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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단위 : %

1980년대 초반에는 2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달러화 약세 저유
가 저금리 등에 힘입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M2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경제가 안정
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M2가 대체로 목표범위내에서 유지되었는데 M2가 물가와 전반
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M2관리 체제를 유지하였다.
(2) 1996~97년
중심통화지표인 M2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4월 정부가 신
탁제도를 개편하면서부터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금전신탁은 원래 장기·실적배당형 상
품이어야 하는데도 만기가 짧고 중도해지 수수료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고정금리상품같
이 운용되어 신탁으로서의 성격이 약했다. 여기에 금전신탁은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어 수익률이 은행의 다른 예금상품보다 높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정부는 금전신탁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단만기를 연장하고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높은 증가세를 보여오던 일반불특정신탁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신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호조를 보여 오던 금전신탁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반면 여기서
이탈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저축성예금을 포
함하는 M2의 증가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95년 5월부터
제도 개편 직전인 1996년 3월까지 금전신탁은 39조원이 증가하였는데 제도 개편 이후
인 1996년 5월부터 이듬해인 1997년 3월까지 증가액은 19조원에 그쳤다. 반면 은행의
저축성예금 증가액은 같은 기간동안 14조원에서 26조원으로 늘어났다.
저축성예금의 증가세 확대로 M2 증가율은 1996년 5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
작하였다. 1·4분기까지만 해도 14%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M2 증가율이 4·4분기에는
18.3%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했던 1996년 목표범위 11.5~15.5%의 상
한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통화신용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제도 개편의 영향때문에 통화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한국은행이 과도하게 완화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자산간의 이동효과가 상쇄되는 새로운 통화지표를 중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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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새로운 지표는 기존의 M2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전신탁을 합한 MCT
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금전신탁에서 저축성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M2는 증가하지
만 MCT내에서는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MCT의 과거 시계열을 대상으
로 검증해 본 결과 MCT는 중심통화지표로서 갖추어야 할 대부분의 요건, 즉 실물경제
변수(명목GDP와 물가)와의 장기안정적인 관계, 본원통화 조절을 통한 통제가능성, 실
물경제변수에 대한 영향력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7년부터 M2와 MCT 두 지표를 중간목표로 하는 복수통화
목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M2의 증가율 목표(12월 평잔기준)를 14~19%, MCT의 증가율
목표를 15~20%로 설정하였다. 두 개의 통화지표를 목표로 두었지만 사실상 M2보다는
MCT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또 다른 제도개편에 의해 MCT의 유용성이 저하되었다. 1997년 2월 지급준
비금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은행의 CD에 대해서도 2%의 지급준비금을 새로이 부과하였
는데 그 결과 CD의 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만기가 도래한 CD의 상환이 큰 폭으로 이루
어졌다. CD에서 이탈한 자금은 발행한도가 폐지되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상한 표지
어음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MCT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1996년 2~4월중
불과 2천억원 증가에 그쳤던 표지어음은 CD에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1997년 2~4월중
6조원이 늘어났고, CD는 같은 기간중 2조원 증가에서 2조원 감소로 돌아섰다. 이로 인
해 1996년 12월 19%에 달했던 MCT 증가율은 1997년 3월 17.7%, 5월 15.6%로 계속 낮
아져 증가율 목표의 하한에 근접하게 되었다. 통화신용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심통화지표 증가율이 지나치게 하락하여 한국은행이 긴축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제도개편이나 금융혁신 등에 따라 중심통화지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나아가 최종목표와의 관계도 모호해지는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것이었
다.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M2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MCT로 중
심지표를 변경하였으나 그 유효성이 계속 의문시됨에 따라 통화량목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70

한국은행 60년사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M2 및 MCT 증가율 변동

(3) 1998년 이후
통화지표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물가안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이 확산되면서 한국은행은 1990년대 중반경부터 통화량목표제의 대안으로 물가안정목
표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1998년 4월
1일 발효)으로 물가안정목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고 이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은 정부
와의 협의를 거쳐 1998년에 적용할 물가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9±1%로 설
정·발표하였다. 당시 물가목표를 이처럼 높게 잡은 것은 외환위기 발발로 인한 환율 급
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달성가능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러한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의 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IMF 자금도입 당시 서명
한 대기성차관 협정문에 제시된 통화운용방식을 따르는 게 불가피했다. 이 방식은 당시
통화통계 편제상 가장 광의의 지표인 M3의 적정증가율에 상응하는 본원통화 공급한도
를 예시한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통화량목표제의 체제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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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C방식을 원용하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통화유통속도 등을 감안하여 M3
의 적정증가율을 구하고 M3의 통화승수에 근거하여 본원통화규모를 정한다. 본원통화
의 공급경로를 순대외준비자산(Net International Reserves; NIR)과 순국내자산(Net
Domestic Assets; NDA)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NIR은 한국은행의 가용외환보유액
에서 대외부채를 차감한 것이며, NDA는 본원통화에서 NIR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IMF는 NIR 목표의 하한을 설정한 후 본원통화 목표치로부터 NIR을 차감한 NDA를 목
표상한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NIR을 하한으로 관리한 것은 대외지급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NDA 상한을 관리한 것은 국내에 공급되는 통화
의 양을 제한하여 빠른 시일내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IMF가 대기성
차관을 제공한 나라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통화관리방식이었다.
IMF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분기별로 협의, 확정하고 이를 계속 검토하였는데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NIR은 IMF가 제시한 하한을 웃
돌았으며 국내신용도 고금리 등으로 목표범위 이내에서 머물렀다. 이와 같은 본원통화
예시한도는 1998년 10월 IMF와의 4·4분기 협의시 삭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2000년 9월 IMF와의 협상 종료시까지 NIR과 NDA 기준만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IMF 통화프로그램 운용 현황
1998년
12월말

1999년
3월말

1999년
6월말

1999년
9월말

1999년
12월말

2000년
9월말

합의

237

318

403

552

624

840

실적

312

392

484

585

670

865

합의

-5,170

-17,341

-25,787

-42,540

-47,917

-71,794

실적

-19,857

-28,548

-36,646

-45,361

-51,913

-77,111

NIR 하한
(억달러)

NDA 상한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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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9년부터 IMF와의 M3 적정수준에 관한 협의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한국은행
은 당해연도 물가목표와 함께 M3의 평잔기준 증가율 목표를 13~14%로 설정하였다. 이
와 같이 물가목표와 함께 M3 목표를 발표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실시해 온 통화량목표
제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
대심리가 통화지표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 통화증가율을 제시함으
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물가
안정목표제가 정착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양자를 혼용하자는 의도도 있었다.
2000년에도 물가목표와 함께 M3 증가율 목표를 7~10%로 제시하였으나 2001년부
터는 M3 증가율을 중간목표가 아닌 감시지표로 전환하면서 통화량이 감시범위를 벗어
나더라도 곧바로 대응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나아가 2003년부터는 M3 증가율을 정
보변수로만 활용하고 있다.

나. 현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
(1) 물가안정목표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는 종래 중앙은행이 물가 등 최종목표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
는 통화량 등을 중간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조절하는 중간목표관리제와는 달리 최종목표
인 물가안정에 대해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중앙은행은 명시적인 중간목표는 따로 두지 않는 대신
통화량은 물론 금리 환율 자산가격 상품가격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
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
용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금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등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물가목표를 중심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은
행의 물가안정목표제를 목표대상 물가지수, 물가상승률 목표수준, 물가안정목표 달성
기간의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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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와 통화량목표제의 운영체계 비교
운영방식

물가안정
목표제

통화량
목표제

운

영

체

정책수단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운용목표
•단기금리
•본원통화
•지급준비금

정책수단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운용목표
•단기금리
•본원통화
•지급준비금

계
최종목표
•물가안정
정보변수
•각종 금리
•통화량
•환율 등
중간목표
•통화량

최종목표
•물가안정
•경제성장
•완전고용

(가) 목표대상 물가지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초기인 1998년과 1999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목표대상 지
표로 하였다.
그런데 소비자물가는 통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농산물 작황, 국제원자재 가격 변화,
공공요금 인상, 간접세율 조정 등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는 무관한 일시적·단기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 변동에서 통화신용정책만의 효과를 정확하게 계측하
기가 곤란한 데다 물가목표 달성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성과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
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지
표로서 석유파동 이상기온 제도변화 등과 같이 비통화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
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이 제거된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
한국은행은 근원인플레이션의 유용성, 작성방법 등에 관한 심층연구를 거친 후
2000년부터 근원인플레이션을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대상 지표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날씨 작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곡물 이외의 농산물’
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석유류’
를 제외하여 근원인플레이션을 산정하였는데 이렇게 산출된 새로운
목표대상 물가지수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작아 추세적 변동을 잘 나타내며 정책금리 조
정에 대한 반응정도가 크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 운용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런데 근원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에서 생계비중 중요 항목인 곡물 이외의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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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석유류가격을 제외하고 있어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한 대부분의 물가안정목표제 채택국가들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지표로 하고 있는 데
다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계획상의 물가지표도 소비자물가지수임을 감안하면 한국은행
이 근원인플레이션을 대상지표로 계속 사용할 경우 국민들이 물가수준을 판단할 때 혼
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부터 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다시 환원하였다.
(나) 물가상승률 목표수준
물가상승률 목표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규범적인 방식과 실증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범적인 방식은 경제의 기초여건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바람직한 수준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다. 실증적인 방식은 목표수준 설정시점의 대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
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첫해인 1998년에는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 급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물가안정목표를 9±1%로 비교적 높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목표수준대를 낮추어 연평균 기준으로 1999년 3±1%, 2000년 2.5±1%,
2001∼03년중 매년 3±1%로 설정하였다. 중기목표체제로 전환된 2004~06년에는
2.5~3.5%(기간중 연평균 기준)로 설정하는 한편 물가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기
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표범위의 변동 허용폭을 종전의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축
소하였다. 2007~09년에는 다시 중심치를 설정하고 상하 변동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환원하여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3.0±0.5%(3년간 연평균 기준)로 정하였다. 이는 국민
들로 하여금 한국은행의 정책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국민들
의 인플레이션기대를 수렴하는 데에도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이후 3년(2010~12년)간 물가안정목표는 3.0±1.0%(전년동기대비)로 설정하여 상하변
동폭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물가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등 불확
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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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 및 물가상승률

실제 물가상승률을 보면 1998년과 199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7.5%, 0.8%
로서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환율 임금 및 기타 생산비용
요인이 목표설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된 데 힘입은 것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안정목표 대상지수로 채택된 2000년 이후 대체로 목표범
위내에서 안정되었다. 중기목표제로 전환된 2004~06년중에는 연평균 2.3%로 목표범
위의 하한을 다소 밑돌았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는 목표범위의 중심선 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수요면에서의 물가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았
던 데다 원화 절상 등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여 그해 6월부터 2006년 말까지
목표범위의 하한인 2.5%를 하회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물가안정목표 대상지수로 환원된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
재가격 상승으로 2007년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평균 2.5%의 상승률을 기록,
전년의 2.2%를 상회하였으나 대체로 목표범위내에 머물렀다. 2008년 들어서는 국제원
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된 데다 환율이 절하되면서 4.7%를 기록하여 중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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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정목표 상한을 크게 벗어났다. 그러나 2008년 4·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물가
가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2009년 6~11월중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범위의 하
한을 밑돌게 되었다. 결국 2007~09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급등
등 공급충격의 영향으로 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긴 하였으나 물가안정목표(3.0±
0.5%) 범위내인 연평균 3.3%를 기록하였다.
(다) 물가안정목표 달성기간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물가안정목표를 매년 설정하였다. 이는 1998년
4월 시행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매년 다음해에 적용될 물가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하고 이듬해 초에 연중 통화신용정책방향 발표시 함께 공표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단년제 물가안정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통화신용정책이물가에영향을미치기까지상당한시차가존재한다는사실이다.
연구에 따르면 통상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했을 때 그 최종 효과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정도 지나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정책효과의 시차가
12개월인 상황에서 목표달성기간도 1년이라면 이론상 해당연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아
무런정책을취할수없게된다. 지금의정책선택이내년이되어서야효과를나타낼것이므
로 금년 목표달성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위해서는정책목표달성시계를좀더장기화할필요가있다.
둘째, 물가여건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 물가는 환율 유가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화와 같이 정책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다른 수준의 물가목표
를 제시하게 되면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이 달성해야 할 목표만을 제시하여 불확실한 요인에 의해 물
가가 변동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을 운
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2000년부터 연간 물가목표와 더불어 근원인플
레이션율을 2.5%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중기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목표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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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로 제시한 것은 1970~80년대 고성장기중 물가가 안정되었던 기간의 물가상승률
이 3% 내외에 그쳤기 때문에 중기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낮출 필요가 있고, 현재 물가안
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물가목표 또한 대체로 2~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2003년에는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기
목표를 2.5%에서 2.5~3.5%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제시는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것으로서 단년
제 물가목표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가목표 달성
여부를 중기목표보다는 법에 규정된 연간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피하였으며 일반국민 언론 등의 관심도 연간목표의 달성 여부에 집중되었다. 또한 물
가목표를 연간목표와 중기목표의 두 가지로 달리 제시하면 물가목표별로 상이한 정책대
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일반국민이 중앙은행의
정책의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3년 8월 한국은행법 개정시‘연간 물가목표’대신‘중기
물가목표’
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부터 단년제 물가안정목표제
에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하였다. 이 때 목표달성기간은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
차, 외국의 사례, 중기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정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는 물가목표 적용기간은 3년(2010~12년)으로 하되 목표달성 여부를 물가목
표 적용기간 종료 후 대상기간중 연평균으로 평가하는 대신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종전방식에 의할 경우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이 종료되고 나
서야 정책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시행 → 평가 → 시행’
으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매
년 12월에 연단위로 물가동향 및 전망, 물가목표 운영상황 등을 점검·설명할 예정이다.
(2) 금리중심 운영체계
1997년 이전 통화량목표제에서의 통화신용정책 운용방식은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용목표로서 지급준비금 총액을 활용하였다. 즉, 통화량
과 지급준비금간에 안정적인 승수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목표로 설정한 통화량 수준
에 맞는 지급준비금 규모를 환산하고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이 수준을 달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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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화신용정책이 운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간목표로서 통화량의 유효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금리를 중심
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1990년대 말
까지만 해도 이러한 정책전환을 뒷받침하기에는 금융시장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리중심 통화신용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7년 12월초 IMF의 구제금융 수혜 이후 한국은행은 불안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
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의 역할에 주목하고 IMF와의 협의하에 콜금리의 대폭 상승을 유
도하였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시 적용되는 금리를 인상하여 콜금리를 당시 이자제
한법상의 상한인 25%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이자 상한이 40%로 상향 조정되자 콜금리
는 곧 30%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 은행의 예대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
하는 초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금리에 집중되었다.
이후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한국은행은 긴축기조를 조금씩 완
화하였고 그 결과 콜금리와 다른 금리들도 일제히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이 금
리를 명시적인 운용목표로 활용한 첫 사례는 1998년 9월 30일의 금리인하 조치이다. 한
국은행은 위축된 실물경기를 되살리고 극심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계기로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종전의 8.1%에서 7% 수준
으로 인하했다. 이는 목표금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조치이며 콜금리가 공개시장조작금리를 거의 따라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콜금리를 운
용목표로 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용방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9년 들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되는 통화신용정책 방향이 콜금리를 중심으로
언급되면서 콜금리는 운용목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1999년 5월부터 통화
신용정책 방향에서 콜금리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콜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
의에서는‘콜금리는 현 수준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고 표현하였다. 당시 콜금
리가 4.7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4.75%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후 콜금리 목표를 조정할 때는 그 폭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정책금리로서 콜금리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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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콜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유동성의 신축적 조절 여
력이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대우사태 신용카드사태 등과 같은 금융불안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불안심리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콜금리가 각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수급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는
한편 단기자금거래의 콜시장 집중으로 RP 등 여타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문
제가 나타났다. 그 결과 콜금리 목표 조정을 통해 콜금리로부터 단·장기금리로 이어지
는 통화신용정책 금리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이 제약되었다. 또한 지급준비제도 및 한
국은행 여수신제도가 기존 통화량목표제에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를 중심으
로 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에 제대로 부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통화신용정책의 파급경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책금리)

익일물
시장금리
(콜금리)

기일물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여수신금리

실물경제
(경기·물가 등)

자산가격 / 환율 / 기대심리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은행은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
편 금리중심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 여수신
제도 지급준비제도 등 정책수단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통화신용정책 집행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집행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하는 정책
금리가‘콜금리 목표’
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RP매매 등)의 기준이 되는‘한
국은행 기준금리’
(약칭‘기준금리’
)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지급준비제도에 있어서는
‘반월계산 7일 이연 적립방식’
을‘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
으로 변경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2007. 7. 21,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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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작과 관련해서는 매주 목요일 7일물 RP매매를 통해 단기유동성을 조절하도록 하
고, 매각시에는 기준금리를 일괄적용하는 한편, 매입시에는 기준금리를 최저금리로 하
는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콜금리가 일정범위 이내에서 변동되도록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여수신(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제도를 도입하였다.
(3) 정책 결정과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물가목표
와 월단위로 적용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때 결정의 주체는 한국은행의 정
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이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신용정책을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
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MPC),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다양
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개인 단독보다 정책결정의 오류를
줄이고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정책금리 수준을 월별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1998년초까지만 하더라도 통화량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금융통화위
원회에서는 매분기초마다 분기별 공개시장조작의 기본방향을 의결, 발표하였다. 그러
다가 1998년 3·4분기부터는 그 명칭을‘분기별 통화신용정책 방향’
으로 변경하고 이
전의 공개시장조작 방향을 포함시켜 의결하였는데 동 발표문에는 이전과는 달리 금리의
운용방향이 제시되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 계획 범위내에서
짜여진 월중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는데 1998년 9월부터는 월중 통화신용정책
방향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대상에 포함시켰으며 1999년부터 분기가 아닌 매월마
다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책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물가목표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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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금리의 변경 여부와 그 폭에 따라 물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경로를 거쳐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물
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금리 이외에도 국제유가 환율 공공요금 등 매우 다양하다. 다
시 말해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요
소들이 경제활동과 물가 변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판별한 후 이에 대응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통화신용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많은 요인들을 검토, 판단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한
국은행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내외 여건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계량경제모델이다. 다수의 변수와 방정식으로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면 통계지표나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각종 요인이 물
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쉽고 일관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의 추정이 과
거의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모델의 설명력이 떨어져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모
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GDP 갭률, 안정실업률(NAIRU), 장단기금리 격차 등과 같이 향
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알려주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수치화되기 어려운 정보나 최신 뉴스를 예측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기관 기업 가계 해외
경제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실물경기나 금융
시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연 물가안정만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최우선과제가 물가안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경제정책 목
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목표범위에 머문다면 경기나 금
융시장 상황을 우선시하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하강 또는 금융시장 불안의 위험이 겹친다
면 정책선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다수의 목표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셋째, 금리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제한적이나마 계량경제모델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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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리를 0.25%
포인트 단위로 미조정하는 소위‘그린스펀의 베이비스텝(Greenspan's babystep)’방
식을 활용해 왔다. 이는 금리를 조정해야 하나 조정이 필요한 정도가 크지 않을 때에는
0.25%포인트, 클 때에는 0.50%포인트씩 조정하는 것으로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다
른 나라 중앙은행으로 전파되면서 이제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 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 2009년까지 총 스물다섯 차례
정책금리를 조정하였는데 이중 조정 폭이 0.25%포인트였던 적이 스무 차례, 0.50%포
인트는 세 차례, 0.75%포인트 및 1.00%포인트는 각각 한 차례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처음으로 0.25%포인트를 넘는 수준으로 조정한 때는 2001
년 9월 19일이다. 당시 콜금리목표를 0.50%포인트 인하하였는데 이는 2001년 들어 세
계경제의 동반둔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국 9·11 테러사건 발생으로 금융시장
이 크게 불안해지고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대응적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2009 한국은행 통화정책 Workshop
(200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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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정책금리1) 변경 내용
정책 변경

변경폭

정책금리

하향안정화

－

－

5

유 지

－

4.75%

2

인 상

+0.25%p

5.00%

10

인 상

+0.25%p

5.25%

2

인 하

-0.25%p

5.00%

7

인 하

-0.25%p

4.75%

8

인 하

-0.25%p

4.50%

1999. 1~4

2000.

2001.

9

인 하

-0.50%p

4.00%

2002.

5

인 상

+0.25%p

4.25%

2003.

5

인 하

-0.25%p

4.00%

7

인 하

-0.25%p

3.75%

8

인 하

-0.25%p

3.50%

11

인 하

-0.25%p

3.25%

2005. 10

인 상

+0.25%p

3.50%

12

인 상

+0.25%p

3.75%

2004.

2006.

2007.

2008.

2009.

2

인 상

+0.25%p

4.00%

6

인 상

+0.25%p

4.25%

8

인 상

+0.25%p

4.50%

7

인 상

+0.25%p

4.75%

8

인 상

+0.25%p

5.00%

8

인 상

+0.25%p

5.25%

10

인 하

-0.25%p

5.00%

10

인 하

-0.75%p

4.25%

11

인 하

-0.25%p

4.00%

12

인 하

-1.00%p

3.00%

1

인 하

-0.50%p

2.50%

2

인 하

-0.50%p

2.00%

주 : 1) 2008년 3월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

한편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정책금리를 총 3.25%포인트
내렸는데 이 기간중 0.50%포인트와 0.25%포인트 인하가 각각 두 차례,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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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00%포인트 인하가 각각 한 차례 단행되면서 기준금리는 정책금리 목표치를 공표
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인 연 2.0%로 낮아졌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기
준금리를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인하한 것은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
이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는 데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다.
(4) 정책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및 설명 책임성
(가)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하에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책결정기구 구성이나 위
원들의 임기 등과도 관련이 깊다.
1998년 4월 이전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였다. 동 위원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았으며 위원회는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각계에서 추천
된 7명의 인사를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중앙은행의 독자적인
정책운영을 어렵게 하였는데, 우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책결정기구의 의장직을 수행하
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재정경제부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
나 임명직 위원 7명 가운데 정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5명이나 되었던 것도 금융통화운
영위원회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위원회 구성이 크게 바뀌었
다. 먼저 위원회 명칭에서‘운영’
이라는 자구가 삭제되어‘금융통화위원회’
로 변경되었
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추천위원수를 6인으로 축소하고 정
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추천은 2인으로 제한하였으며 통화신용정책 심의와
결정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추천위원 전원을 상근토록 하였다. 이러한 법적 변화 이
후 금융통화위원회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월 시행된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총 7명의 위원 중 추천위원 1인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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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2010. 4. 9)

(나) 투명성 및 설명 책임성
이전에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최근 들
어 투명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 등으로 금융시
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보
다는 금융시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 환경변화
에 기인한다. 금융시장과의 동반자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상호간
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이 투명해
야 한다. 또한 일반 경제주체와의 의사소통이 긴요한 물가안정목표제가 자리를 잡아가
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금융통
화위원회는 통상 매월 둘째주 목요일 회의에서 통화신용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한 후 통
화신용정책방향 발표문을 즉시 공표하는 한편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심의과정에서 토의한
최초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199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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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명시하여 1년에 두 차례 통화신
용정책의 수행상황을 기록한‘통화신용정책보고서’
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물가안정목표의 달성 여부와 함께 목표 달성 또는 미달의 이유를 기록하고
통화신용정책의 구체적 수행내용 및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은행 총재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방
향과 경제전망 등에 관하여 증언한다. 더욱이 2010년부터는 연단위로 물가동향 및 전
망, 물가목표 운영상황 등을 점검·설명하는 등 설명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 통화신용정책 수단과 운용
중앙은행은 금리와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신정책 지급준
비정책 등과 같은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
를 통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여수신정책이나 지
급준비정책에 비해 중앙은행이 능동적으로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고 유동성의 미조
정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시장조작은 조작대상이 되는 증권
물량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경제가 어느 정
도 발전한 단계에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이후 1980년대까지
금융시장 발달 미흡,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 규제, 자금운용에 대한 직접통제 등과 같은 직접규제수단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등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공개시
장조작을 핵심적인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여수신정책은 중앙은행이 적격어음의 할인 또는 적격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의 형
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공급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당초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금융시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개도국의 경우 고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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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공급 창구로 주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정산업에 대해 금리 또
는 대출한도를 우대 적용하는 등 산업정책을 위한 선별금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로 인해 통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
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융시장 발전과 함께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행도 오랜기간 원활한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정책금융 수단으로 대출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1994년 3월 정책금융을 축소
하고 유동성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은행 대
출제도를 전면 정비하였다.
지급준비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
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지급준비제도는 당초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법
정지급준비율의 변경이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능력에 영향을 미쳐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동성 조절을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개방화 등으로 법적 강제력보다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
신용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정책의 역할은 상
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으며 일부 국가
에서는 지급준비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개시장조작이 주요한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 자
리잡으면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하
지만 지급준비정책은 공개시장조작 등 다른 통화신용정책수단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

가. 공개시장조작정책
(1) 개요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운영으로 이
루어진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9조 및「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따라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만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발행일부터 상
환일까지 정책효과가 지속되므로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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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8조에 의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및 금융통화위원회
가 정한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증권매매는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
(RP)로 구분되는데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으로는 단순매매가, 단기적인 유동성 조
절수단으로는 RP가 주로 이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70조에 의거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유동성 조절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동 계정에 자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공개시장조작제도
(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상환 및 중도환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11월「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의 제정을 계기로 3억 4천
만원 규모의 91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연 8.0%의 할인율로 시중은행이 인수하면서 공
개시장조작이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중 유동성 조절이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 공개시장조작이라기보다 여신규제에 따라 발생한 시중은행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더욱이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
제개발 5개년계획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통
화안정증권의 발행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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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통화안정증권 견양

1966년 들어 해외 장기자본 도입의 급증으로 국외부문을 통하여 통화가 급격히 팽
창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동년 3월부터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재개하였다. 1968년 4월에
는 종전 금액한도제로 운용해 오던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통화량에 연결하는 방식으
로 변경하여 동 한도를 통화량(M1)의 10% 이내로 설정하였다. 1972년 12월에는 금융기
관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 이외에 공개시장에서의 일반공개매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973년 8월에는 종래의 모집 또는 매출방식에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추가하여 통화안정
증권 발행방법을 더욱 다양화하였다.
1977년 들어 해외건설 활황에 따른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으로 국외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12월「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을 개정하여 동 증
권의 발행한도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
라 1978년부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가 통화량의 30%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공개시
장조작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기구로서 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운영위
원회 위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는‘유동성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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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종래 매년 제정하여 오던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발행
요령을「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
과‘유동성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에서
정하는「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에서 규정하고 발행한도를
통화량의 40% 이내로 확대하였다. 1981년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종전 통화량
의 40% 이내에서 총통화(M2)의 15%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1983년 12월 다시 총통화의
25% 이내로 확대하였다. 1984년 7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내에 설치 운영되어 오던‘유
동성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를 폐지하고 공개시장조작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금융
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하되 일상적 유동성조절과 관련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시기·
금액·방법 등 실제 매매조작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통화
안정증권의 발행방법에 인수매출방식을 추가하였다.
한편 1986년 들어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으로 국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남
에 따라 한국은행은 1986년 9월 공개시장조작 전담기구로 자금부내에 공개시장조작실
을 신설하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7개 단기투자금융회사와 10개 증권회사를 선
정하여 공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
안정증권 발행방법도 종전의 직접매출방식 위주에서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의한 인
수매출방식 위주로 개선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통화조절용 채권의 주인수기관인 단
기투자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외에 은행신탁계정이 포함된 5개
그룹으로 인수단을 구성하고 총발행예정금액을 사전에 합의된 그룹별 인수비율에 따라
인수단이 자동적으로 전액 인수토록 하는 총액인수제도를 도입하였다.
1986년 이후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1988년 1월 동
증권의 발행한도를 총통화의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늘린 데 이어 8월에는 다시 총
통화의 50% 이내로 확대하였다.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의 실시와 함께 공개시장
조작을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실시하기 위해서 1982년 이후 중지되어 온 경쟁입찰방식
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발행도 재개하였다. 1989년 2월에는 기존의 364일 182일 91일
및 63일 만기 증권 등 7종 외에 546일 만기 증권을 도입하여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를 다
양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 통화안정증권 등 통화조절용 채권의 발행이 확대되어 매년 대규모의
상환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통화관리부담을 재정부문과 분담하고 통화조절용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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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만기를 분산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중장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임
시조치법」
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 이외에 액면발행도 가능
하도록「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보다
용이해졌다.
1990년 3월 한국은행은 채권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소액 통화안정증권 매출제
도를 도입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의 최저발행단위를 기존의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축
소하고 371일 만기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58개 본지점을 한
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매출창구를 확대하였다.
한편 1994년 3월에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확대하고자 통화안
정증권 발행 및 국공채 매매시의 가격결정방식을 복수금리방식(Conventional method)
과 단일금리방식(Dutch method)중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결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복수금리방식은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를 매매금리로 결
정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방식은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중 최고금리를 매매금리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1995년 3월 28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신규로 도입하였으
며 동년 9월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취급에 맞추어 통화안정증권의 수요기반을 확
대하기 위하여 392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들어 국내자본시장의 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외부문 통화공급 압력이 가중되
고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신
규 발행하였다. 1997년 7월 공개시장조작의 기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찰방식을 종
전의 서면입찰에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로 변경하였다.
1998년 5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통화안정증권을 폐기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RP대상증권에 통화안정증권을 새로이 추가하여 공개시장조작 기반을
더욱 확충하였다. 1999년 8월에는 종래의「한국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에 관
한 규정」
과「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
을 통합한「공개시장조작규정」
을 제정
하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통화안정증권의 만기 등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사
항 및 실무·절차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도록 하였다.
BOK-Wire를 통한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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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약정조건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다 재무상태 악화,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를 추가하였다.
2003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일일 자금수급사정에 대한 예측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증권 입찰계획의 공표시점을 입찰 당일에서 직전 영업일로 변경하고 통
화안정증권의 기일물별 발행시기를 정례화하였다.
2004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91일 만기 통화안정
증권을 정례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에는 입찰기관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통화안정증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시 최소입찰금액 및 최
소낙찰단위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06년 7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원활화 및 단기금융시장 발전기반 조성 등을 위
하여 통화안정증권의 정례입찰 규모 및 일정을 변경하였다. 월중 정례입찰 규모를 10조
원 내외에서 13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91일 이하 만기의 통화안정증권을 매주 발행하도
록 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금융시장 여건과 시중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동 한도를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6월부터는 시중유동성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를 개선하였다. 먼저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과 시장성 제고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
하여 만기 2년물을 대상으로 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조기상환제도를 함께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증권 입찰
대상기관의 발행시장 참여유인 제고 및 경쟁입찰 방식의 보완을 위해 동 대상기관을 상
대로 하는 모집과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낙찰실적이 우수한 일부 대상기관을 상대로
하는 우선모집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경쟁입찰시 기존의 사전내정금리 설정방식을 폐
지하고 발행예정물량에 따라 발행금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표채(coupon bond) 발행대상 통화안정증권에 기존의 만기
2년물 외에 1년 및 1년 6개월물을 추가하였다. 한편 2002년 이후 실적이 전혀 없는 통
화안정증권 창구판매는 폐지하였으며 통합발행되는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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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채 입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입찰일을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한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 이후 20~25조원 수준을 유
지하던 발행잔액이 1998년 이후 크게 늘어나 2005년말에는 155조 2천억원, 2006년말
에는 158조 4천억원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공급된 데다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국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공급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를 흡수하기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늘어났
기 때문이었다. 반면 2007년과 2008년에는 2006년 12월에 실시한 지급준비율 인상,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크게 감소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 및 실물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운용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말에는 149조 2천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나) 증권매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 병행하여 시중자금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기 위하
여 증권매매를 실시하여 왔다. 1969년 2월에 제정된「한국은행의 정부발행 또는 보증증
권의 매매조작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해 4월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중은행을 상대로 도
로국채와 주택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약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증권매매
를 처음 시행하였다. 그 후 1972년까지 각종 국채와 산업금융채권 등을 대상증권으로
한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총 1천 92억원의 자금을 은행에 지원하였으나 1972년 6월부터
대출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증권매매를 전면 중단하였다.
1977년 4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상기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던 매매대상기관의 범위를 단기투자금융회사 및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
였다. 매매방법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고 단순매매는 다시 상대매매와
경쟁매매로 나누었으며 실제 매매에 관한 사항은 통화안정증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1978년 6월 수출선수금
전환자금 지원 및 1980년 3월 외화표시채무 상환자금 지원을 위하여 5개 시중은행 및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국민투자채권을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1980년 9월 지급준비율이 인하되고 같은 해 11월 수출선수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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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외화표시채무 상환자금이 한국은행 일반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은행의
자금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동 증권매입을 중지하였다. 한편 1979년 이후에도 단기적인
유동성조절 및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증권을 매매하였으나 한국은행 일반
대출제도가 은행에 대한 자금조절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1983년 8월 환매조건부로 매
입한 국공채를 전액 환매하였다.
1986년 10월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시중은행 및 외환은행으로부터 총 149억원의 국공채를 단순
매입하였으며 1987년 4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계절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및 단기투자금융회사로부터 총 179억원의 외국환평형기금채
권을 단순매입하였다.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통화관리가 간접규제방식
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증권매매조작을 위한 대상증권의 확보를 위해 양곡증권 6천
900억원 및 재정증권 3천 700억원을 인수하였다. 1989년 5월에는 은행의 단기유동성
조절방식이 통화안정계정 운용방식에서 증권매매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RP거래가 활
발해져 1989년중 총 17조 5천 454억원의 RP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공채매매가
활발해지자 대상증권의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은 1989년 12월에도 양곡증권 8천 900억
원을 추가로 인수하였다.
1990년 3월에는 제2금융권과의 증권매매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
국은행 총재에게 위임된 일상적 유동성조절 범위에‘적정통화수준 유지를 위한 수시 유
동성조절’
을 포함하였다. 1993년 3월에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간접조절 통
화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경쟁입찰방식 증권매매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특히
1997년 7월부터는 증권매매에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유동성 조절의 기동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국내예금은행 외에 1997년 8월 종합금융회사, 10월 증권회사와 각각 새로이 증권
매매를 시작하였다. 한편 1998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서 국채 및 정부보
증채 이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됨에 따
라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과 관
련하여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을 대상증권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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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RP시장과 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금융
기관간의 RP거래를 담보부자금대차방식에서 증권매매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채권가
격 변동으로 인한 결제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증거금률을 설정하였다.
2008년 3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집행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RP매매제도를 변
경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7일 만기 RP매매를 공개시장조작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
고 금융기관과의 RP매매 시기를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1회로 정례화하였다. 또한 금
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은행과 상대 RP매매를
금융위기 관련 정책대응 보도기사
(2008. 12. 12, 머니투데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9월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
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과 유동성 공급경
로의 다양화를 위해 2009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을 은행채 토
지개발채권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12개 증권회
사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직접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 보험회
사 및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여 5조원을 출자하였는데
한국은행은 동 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RP매입 등을 통해 2008년 12월중 총
2조 1천억원을 지원하였다.
(다) 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운용
통화안정계정은 1967년 설치된 한국은행의 특별계정으로서 통화량의 수축이 필요
할 때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동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고 통화
량의 공급이 필요할 때에는 일정 금액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조절
하는 수단이다. 통화안정계정은 형태면에서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예치케 한다는 점에서
지급준비제도와 유사하나 기능면에서는 신속하고도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공개시장조작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한편 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는데 1993년 3월 이후 연 6.0%의 금리를 적용해 오다
1999년 8월부터는 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로 변경하였다.
통화안정계정의 운용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1967년 3월 고율의 한계지급준비
제도를 폐지하면서 금융기관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통화안정계정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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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1967년 7월부터는 통화안정계정에 선별금융기능을 부여하여 외화획득용
원자재에 대한 원화대출분을 동 계정에서 인출 또는 재예치하도록 하였다. 1968년 들어
금융기관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을 주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함에 따
라 대폭적인 통화안정계정 인출이 이루어졌고 1974년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로
통화안정계정 예치액 전액이 해지되었다.
통화안정계정은 1975년 4월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되어 금융기관과의 스왑거래
에 수반되는 원화자금은 을계정으로 흡수되었으나 1977년 1월 스왑거래가 폐지되면서
을계정 잔액은 같은 해 7월 모두 인출되었다. 1977년 5월부터 연말까지는 국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에 대처하여 한계지급준비금적립금액을 통화안정계정에 운용하도록 하
였는데 동 기간중 금융기관들은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0%와 요구불예금 증가액의 70%
를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는 누적적으로 증가하
여 1977년말 3천 736억원에 달하였으나 1978년 상반기중 단행된 지급준비율 인상조치
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통화안정계정의 단계적 인출이 이
루어졌다.
한편 1977년 12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는 통화안정계정의 설치를 명문화하였다.
이와 함께「통화안정계정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통화안정계정 운용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다. 1979년 말까지 통화안정계정을 통한 유동성조절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급준비율의 대폭 인하로 크게 늘어난 금
융기관의 여유자금 흡수와 스왑관련 원화자금의 동결을 목적으로 통화안정계정을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는 1984년 10월 이후 급
격한 증가세를 보여 1985년말 6조 5천 180억원에 달하였다. 이는 1984년 10월「법인세
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금융기관보유 유가증권의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늘어난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스왑관
련자금의 주된 동결수단을 종전의 통화안정증권에서 통화안정계정으로 전환한 데 기인
한 것이었다.
통화안정계정 예치잔액은 1986년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
금사정 호전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8년말 외채감축시책에 따른 대규모 뱅크론 상
환 등으로 스왑관련 예치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3조 1천 842억원으로 축소되었다.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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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통화관리방식을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정책방침에 맞추어 1989년 5월 유동성 조절 목적에서의 통화안정계정 활
용이 중단되었다. 이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수단으로만
활용하다가 1993년 3월부터는 사후관리수단이 상업어음재할인 한도차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치금액이 전부 인출되었다. 1998년 들어 IBRD 차관도입에 따른 한국은행의 한
국산업은행과의 외환스왑거래로 인해 1998년 4월부터 9월까지 일시적으로 동 계정이
운영된 이후 2009년 말까지 통화안정계정 예치잔액은 없는 상태이다.

나. 중앙은행 여수신정책
(1) 개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출할 수 있다. 대출
형태는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자금을 대출하고 받은 어음 등을 재할인·할인·매매하거
나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담보
로 활용 가능한 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및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어
음 등의 신용증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거나 전산시스템 장
애 등 우발적 사고로 유동성이 부족해질 때에는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도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
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심
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기타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대출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기간은 최장 1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의 과도한 중앙은행 차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출의 거부 및 벌칙금리 부과 등의 수단
을 두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4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
을 수 있다.
(2) 주요 변천내용
한국은행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늘어난 통화를 흡수하고 전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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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51년 7월 재할인 한도제도를 도입하여 매분기별로 도입외자
인수자금, 무역금융 등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한 재할인의 증가액을 금융기관이 한국은
행에 예치한 예금(예금지급준비금 제외) 증가액 범위내로 규제하였다. 전쟁이 끝난 이후
에는 공적사업부문자금 시설자금 원조물자인수자금 생필품생산자금 등 경제재건을 위
한 자금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재할인 한도제도는 금융경제여건에 따라 재할인한도를 일
정기간 동결하거나 동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금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운용방
식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계속 운용하다가 1960년 9월에 폐지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경제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재할인
제도 무역금융제도 일반자금대출제도 등을 산업정책 차원의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하
였다. 상업어음재할인제도는 1968년 2월「상업어음할인 취급규정」
의 제정과 함께 자동
재할인적 성격을 갖는 정책금융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만성적인 초
과자금수요와 이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현상의 지속으로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무역금융은 1961년 2월「수출금융규정」
의제
정으로 정책금융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후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지원대상이 계속 확대
되는 등 수출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금융지원 수단이 되었다. 일반자금대출
은 1960년대 이후 각종 중소기업자금, 서민금융자금 등이 대출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
금융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고 이후 그 포괄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경제운용방식이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
서 정책금융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당시 중앙은행 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던 무역금융을 축소하고 대기업을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
소기업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데다 산업합리화 관련자금, 투신사 경영정상화자
금 등 부실부문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자금대출 규모가 확대됨
에 따라 전체 정책금융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시장
원리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4년 3월‘총액한도대출제도’
를 도입하여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고 유동성 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전면 정비하였다. 기존의 상업어음재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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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을 총액한도대출로 통폐합하였으며 기타 대다수의 일
반자금대출은 정부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였다.
한국은행의 대출금 추이(1980~93년)
단위 : 억원

상업어음
재할인
1980년말

당해어음담보대출
무역금융

2,974

12,913

농수축산

방위산업

1,211

기타

일반자금
대출

167

2,674

4,510

계
24,450

1985년말

13,208

20,392

1,736

63

679

54,632

90,710

1990년말

38,196

8,919

3,482

63

4

59,684

110,348

1993년말

51,781

10,549

5,078

58

11

91,702

159,178

한국은행은 2000년 6월 총액한도대출과는 별도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
융기관에 대하여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동성조절대출제도’
를 도입하였다. 이어 9월에는 하루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
기관의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일중당좌대출제도’
를 도입하였다. 2008년
3월에는 통화신용정책 집행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단기시장금리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을 도입하였다. 자금조정대출의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저하된
일시부족자금대출과 유동성조절대출은 폐지되었다.
2009년말 현재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여수신제도는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
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특별대출 등 네 가지이다.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 현황(2009년말 현재)
구분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특별대출

기능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도
- 금융기관의 하루중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 지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하 일정폭의 금리
수준에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차입(자금조정대출)하거나
여유자금을 예치(자금조정예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의 변동폭을 제한
- 최종대부자 대출

주 : 1) 직전분기 말월의 평균금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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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금리

만기

10.0조원

연1.25%

1개월

-

3년물
국고채수익률
－콜금리 1)

당일
자금이체
종료시각

-

한국은행
기준금리
±1%포인트
(지준마감일은
±0.5%포인트)

1일

시행시 결정

한편 한국은행은 리먼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2009년 2월 담보증권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담보가액을 일정비율 할인하는‘담
보가액 인정비율(haircut ratio)’
을 도입하고 담보취득요건을 보완하는 등 대출담보자
산에 대한 위험관리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3) 총액한도대출제도 이전의 여수신제도
(가) 상업어음재할인제도
상업어음재할인제도는 1968년 2월「재할인한도제 운용요령」
과 금융기관의「상업어
음할인 취급규정」
이 제정되어 재할인한도가 설정되고 재할인대상업종의 선정기준이 마
련됨에 따라 정책금융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9월에는 재할인대상기업
을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하고 우대적격업체가 발행 또는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는 재할인한도 및 금리 면에서 우대하였다.
1975년 10월에는「상업어음 지급 및 매출 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신용보증기금 보증
업체 또는 적격업체가 물품구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업종제한 없이 재할인
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재할인대상 어음범위를 실물경제 변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확
대하였다.
1981년 3월에는 상업어음 할인 및 재할인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우대적격업체와 일
반적격업체를 적격업체로 통합하였으며 적격업체가 발행 또는 수취하였거나 신용보증
기관이 보증한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을 일정한도 내에서 모두 허용하였다. 1989년 2
월부터는 상업어음 재할인규모 급증에 따른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할인 의뢰한 상업어음을 재할인대상 어음에서 제외하였다. 1993년 4월에는「상업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자유화함으로
써 금융기관은 상업어음 외에 융통어음도 할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3월
동 제도는 총액한도대출제도에 흡수되면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재할인금리는 대체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65년 금리현실화조치 이후 금융기관들이 예
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인 연 2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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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포인트 높은 연 28%로 인상됨으로써 벌칙금리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68
년 3월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인하 추이에 맞추어 대체로 인하 조정되다가
1977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실시된 금융기관 여신금리 인하시 상업어음 할인
금리가 연 15~19% 범위 내에서 유동화됨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도 연 10~15%(우
대적격업체어음은 연 9~14%)사이에서 결정되었다.
1980년 1월에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라 환율과 금리가 대폭 인상되자 상업어음 재
할인금리도 연 21%(우대적격업체어음은 연 20.5%)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같은해
6월부터 국내외 경기가 크게 부진해짐에 따라 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자 상업어음 재
할인금리도 수차례 인하되다가 1982년 5월 일반적격업체어음과 우대적격업체어음에
대해 차등 적용되었던 재할인금리가 단일화됨과 동시에 연 5.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1986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
력에 대처하기 위해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1988년 9월에는
연 8.0%까지 인상하였다. 그러나 1989년 11월 이후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
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재할인금리를 연 5.0%까지 인하 하였으며
이후 1994년 3월 동 제도가 총액한도대출에 흡수될 때까지 동 금리수준을 유지하였다.
(나) 무역금융제도
무역금융제도는 1950년 7월「무역금융에 관한 규정」
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61년 2월「수출금융규정」
의 제정을 계기로 정책금융제도로 정착되었
다. 한국은행은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이 수출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취득한 어음을 담보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원하였다.
1964년 7월 한국은행은 수출소요자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방
식에서 달러표시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산정하는‘융자단가방식’
으로 무역
금융 취급방식을 변경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선수출조건의 수출이 무역금융 지원대
상수출에 포함되고 1969년 11월에는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내생산업자가 무역금
융 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는 등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다.
1985년 11월 제정된「무역금융규정」
은 소규모 수출업체의 무역금융 이용편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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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기 위하여 자금용도별 구분 없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이나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
비율 해당액을 일괄하여 지원하는‘포괄금융방식’
을 도입하였다. 1988년 2월에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마찰소지를 줄이고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무역금
융 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다. 무역금융제도는 1994년 3월 총액한도대출제도에 흡
수된 이후 현재까지 총액한도대출의 지원대상자금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무역금융 금리는 1980년대 초반까지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훨씬 밑도는 수준
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1982년 들어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 축소방침에 따라 상업
어음 재할인금리와의 금리차이가 크게 축소되었다. 1988년 9월에는 복잡다기한 재할인
금리 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지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다수 정책자금의 금
리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수준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무역금융 금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다) 일반자금대출제도
일반자금대출제도는 원래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각종
중소기업자금, 서민금융자금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정책금융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자금대출의 정책금융 기능은 198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어 장기 설비금융자금
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었다. 1980년에는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이, 1981년
에는 수출산업 설비금융과 중소기업 특별저리설비자금이, 1986년에는 수입대체 소재·
부품산업 시설자금 등이 일반자금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경제력 집중 완화 및 부문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지방금
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1983년 4월「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요령」
을 제정하
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을 지
원하였다. 또한 1985년 9월에는‘한국은행 지점장전행 대출제도’
를 도입하여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중소제조업체 등에 대한 대출취급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각 지점장이 지점
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8년 3월 통화신용정책 집행체계 개편시 자
금조정 예금·대출제도의 도입과 함께 일시부족자금대출과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폐
지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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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5년부터 1987년에 걸쳐 원유가 폭등 등으로 부실화된 해외건설 및 해운산
업 등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장기간 유예 또는 감면하여 대규모
수지 및 자금 부담을 안게 되자 한국은행은 이들 금융기관에 대하여 총 1조 7천 221억원
에 달하는 산업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 1987년 3월에는 농수축협이 영세농어가의
사채를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지원함에 따라 떠안게 된 자금 및 수지부담을 경감해 주
기 위하여 2천 500억원의 산업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 1992년 8월에는 수익증권
의 환매 증가와 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투자신탁회사 대한투자신탁회사
국민투자신탁회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총 2조 9천억원의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였다.
일반자금대출 금리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적용해 왔으나
한국은행 차입의존도가 큰 일반은행의 수지부담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금리보다 대체로 낮게 책정하였다. 다만 1965년 12월부터 1972년 1월까지는 금융기관
의 과도한 한국은행 차입 억제를 목적으로 동 금리를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금리보
다 높은 수준으로 운용하기도 하였다. 1976년 7월에는 일반자금대출이 우대금리가 적
용되는 정책금융지원자금(A자금)과 벌칙금리가 적용되는 유동성조절자금(B자금)으로
구분되면서 금리가 차등적용되었다. 유동성조절자금은 1984년 3월 일상적 유동성조절
자금(B1자금)과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또는 지급준비금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
부족자금대출(B2자금)로 구분되었으며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에 대하여는 상업어음 재
할인금리 수준의 금리가, 일시부족자금대출에 대하여는 벌칙금리가 각각 적용되었다.
(4) 현행 여수신제도
(가) 총액한도대출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는 1994년 3월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
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및 지방 중소기업자금은 총액
한도대출제도로 흡수되고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중소기업 기
술개발자금,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방위산업어음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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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등의 정책금융과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은 199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이관하였으며 금융
기관의 지급결제 및 지급준비금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부족자금대출(B2자금)
은 존속시켰다.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내용(1994년 3월 15일)
개편전
- 상업어음재할인
- 무역금융

개편내용
- 새로 도입하는 총액한도대출에 흡수

- 소재·부품 생산자금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로 운용

- 지방 중소기업자금

·지방 중소기업자금 : 지점별 총액한도로 운용

- 일시부족자금대출(B2자금)

- 종전대로 운용

- 농수축산자금

- 정부재정으로 단계적으로 이관

- 수출산업설비금융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공해방지
시설자금 및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등
- 방위산업금융
-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

폐 지

- 산업구조조정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산업합리화자금 등
신규취급이 없는 자금
- 투신사 경영정상화자금

- 6개월마다 연장지원 여부 검토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앙은행 대출제도가 과거의 정책금융창구 역할에서 순수 유동
성 조절기능을 발휘하는 대출제도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총액한도를 점차 줄이고 금리를 현실화하여 중앙은행 대출창구를 정상화시키
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였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 제도도입 당시 8조 8천억원이었던
총액대출한도를 1996년 11월과 199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3조 6천억원으로 대폭 축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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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세 차
례에 걸쳐 한도를 4조원 증액하였다. 이어 2001년 1월 한도가 2조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진 데다 잇따른 상호신
용금고의 영업정지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미국의 9·11 테러 발생 후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
도를 다시 2조원 증액하여 11조 6천억원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 10월 대외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도 개선됨에 따라 한도를 9조 6천억원으로 2조
원 감축하였다. 이후 2007년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도를 각각 1조 6천억
원, 1조 5천억원 감축하여 6조 5천억원으로 축소하였다. 한편 리먼사태 이후에는 국내
외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하
기 위해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도를 3조 5천억원 증액하였다.
그 결과 2009년말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설정·운용되고 있다.

총액대출한도 변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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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액한도대출 금리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 3월 도입 이후 연 5.0%를 적용하
다가 1998년 9월 연 3.0%로 인하하고 이후 2001년 9월 0.5%포인트, 2004년 8월 및 11
월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하였다. 이후 2006년 2월, 6월 및 8월 각각 0.25%포
인트씩 인상하고 2007년 7월과 8월, 2008년 8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로 인
상하였다. 그러나 리먼 사태 직후 2008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
하여 2009년 2월 이후 1.25%를 적용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 금리변경 추이
단위 : 연%

1994. 98. 2001. 04. 04. 06. 06. 06.
3월 9월 9월 8월 11월 2월 6월 8월

07.
7월

07.
8월

08. 08. 08. 08. 09. 09.
8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0

3.25

3.5

3.25
5.0

3.0

2.5

2.25

2.0

2.25

2.5

2.75

→

2.25

1.75

1.5

1.25

2.5

총액대출한도 배분기준도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
되었다. 1995년 1월부터는 당초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 지원
대상자금별 취급실적에 따라 배정하던 한도 배정방식을 기존 지원대상자금의 취급실적
외에 가계대출 실적, 주식투자 상황, 단기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1998년 3월 지원대상자금 취급잔액과 자금운용상황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해 오던 한도 배정방식을 지원대상자금의 취급잔액과 신규 취급실적 및
순증가액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기
관의 자금지원 확대유인을 대폭 강화하였다. 2000년 7월과 2001년 4월 기업간 상거래
에서 어음 대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각각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원대상자금에 포함시켰다. 2005년 10월 설비투자 촉
진을 위해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요소를 포함하였다. 2007년 1월 지원의 실효
성이 낮아진 상업어음할인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 대출을 지원대상자금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기업 및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실적도 지원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2008년 11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전철환 총재 중소기업 방문
(반월공단내 은성금속, 1998. 10. 26)

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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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액대출한도는 통화동향,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
위원회가 3개월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경제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
전이라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금융
기관별 한도와 지역본부별 한도를 구분하여 배정·운용하는데 총액한도의 10% 범위내
에서 한도배정을 유보하여 필요시 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결제지원한도, 무역금융한도 및 특별지원한도로 나누어진다. 결
제지원한도는 금융기관의 결제지원자금(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
보대출) 취급실적에, 무역금융한도는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각각 비례하여 배정된다. 특
별지원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실적을 고려하여 배정되는데
2008년 10월 이후「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에 의해 지원대상으
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실적에 따라 배정되고 있다.
지역본부별 한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배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역본부는 배정받은 한도의 90%를 우선지원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기준
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
정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의 부문별 지원한도 구성(2009년말 현재)
부문별 한도

부문별 내역
결제지원한도
•기업구매자금대출

3.0조원
금융기관별 한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한도
•무역금융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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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한도(90%)

지역본부별 한도

4.9조원

유보 한도

0.1조원

총 배정 한도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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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한도

•정책호응한도(10%)

총액한도대출의 적격담보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및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
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으로 하고 있다. 대출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규정된 어음재할
인 및 증권담보대출방식이 모두 가능한데 현재는 증권담보대출방식만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본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구경북본부 업무팀)

(나)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하루중 일시적으로 지급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한 금융기관에게
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
업간 대금결제·송금 등의 자금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9
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하루중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
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발생된다. 일중당좌대출은 도
입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무이자였지만 일중당좌대출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금
융기관의 결제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금융기관 자기자
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액(평잔기준)에 대해서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
리를 차감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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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당좌대출의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적격담보 및 대출형식은 총액한도대출과 동일하
게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일중당좌대출 상환마감시간까지 동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미상환금액
을 자금조정대출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금조정대출이 제한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중당좌대출 이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는 콜금리를 비롯한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을 일정범위 이
내로 제한하기 위해 2008년 3월 통화신용정책 집행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 결
과 금융기관은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액 횟수 등에 상관없이 한국은
행으로부터 자유롭게 차입하거나 예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자금조정대출은 콜금리의 상한, 자금조정예금은 콜금리의 하한을 형성함으로
써 단기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있다.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1%포인트이나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적용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
리×2배(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기준금리+0.5%포인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배중 낮은 금리)로 설정한다. 자금조정예금의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1%포인트(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0.5%포인트)로 하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이하일 경우 0%를 하한으로 한다.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의 대상기관은 지급준비금 예치대상 금융기관으로 하되,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금융기관에 대해
서는 자금조정대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금조정대출의 적격담보 및 대출형식은 총액한도대출과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다.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기간은 1영업일이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금조정대출의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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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대출
특별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별도 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대출이다.
한국은행은 1997년 하반기 들어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신
용질서가 위협받음에 따라 대규모의 특별대출을 실행하였다. 9월 부실여신 급증으로 유
동성위기에 직면한 제일은행에 대하여 1조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 부도유예협약 기업
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16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하였다. 같은 해 12월 14개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업무정지로
콜시장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가 극도로 위축되는 등 금융·자본시장이 위기상황
에 처함에 따라 은행에 대하여 6조 7천 671억원을,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각각 한국증권금융(주)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1조 1천 275억원 및 8천 710억원을 금융
시장안정대책자금으로 지원하였다.
2006년 2월 정부의‘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채무재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한국자
산관리공사에 4천 462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비하는 동시에 은행
의 신용공급 확대 및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2009년 10월 28일부터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을 통해 은행자본확충펀드에 3조 3
천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특별대출은 대체로 시장실세금리 수준으로 지원되었다. 이는 특별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이 대부분 대상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특별대출은 과거 정책금융 차원에서 대상기관의 수지보전적 성격으로 지
원된 저리 특융(일반자금대출)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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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준비정책
(1) 개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
예치금과 시재금(時在갏)으로 보유토록 하고 동 예금지급준비율은 금융상황에 따라 변
경하는 가변현금준비제도 형태의 지급준비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는데 최
고 50% 이하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현저한 통화팽창기에는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
을 초과하는 증가액 전액까지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추가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한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예금의 종류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지급준비율
1960년대 중반까지 지급준비제도는 유동성 조절보다는 주로 금융기관의 수지 및 자
금사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되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한도제, 융자사
전승인제 등 금융기관대출에 대한 직접규제가 통화관리방식의 주축을 이루면서 지급준
비제도는 직접규제수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기간중에 지급준비율은 10∼20% 사이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5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를 계기로 지급준비제도를 통화조절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급준비율이 적용되었다. 이후 외자유입의
증대와 수출의 급신장으로 본원통화 공급규모가 확대되자 한국은행은 1966∼67년중
10∼15%에서 1967년말에는 장기저축성예금 18%, 단기저축성예금 25%, 요구불예금
35%까지 지급준비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특히 1966년 10월부터 1967년 3월까지는 저
축성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45%, 요구불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50%의 한계지급준비율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8년 이후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가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지급준비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1971년말 저축성예금 12%, 요구불예금 18%로 다시 낮아졌다. 그
후에는 통화안정증권과 통화안정계정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지급준
비율은 대체로 15∼24% 수준에서 조정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978년 이후 해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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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이 확대되자 한국은행은 이를 흡수하기 위해 1979년말에는 지급준비율을 저축
성예금 20%, 요구불예금 27% 수준까지 인상하였다.
1980년대에는 높은 지급준비율이 은행 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
기됨에 따라 지급준비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1984년 9월 4.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가 압력이 커지자 1988년
말 지급준비율이 10%로 인상되었으며 1989년 5월부터는 예금 증가액에 대해 30%의 지
급준비금을 부과하는 한계지급준비제도가 실시되었다. 한편 1981년 7월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의 구분 없이 모든 예금에 대해 동일한 지급준비율이 적용되도록 지급준비제
도가 변경되었다가 1988년말 지급준비율 인상시에는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금종류별로 다시 차등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세 차례에 걸쳐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행되었고 정책금융의 재정
이관 및 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제고되었
다. 통화조절방식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지급준비정책보다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 등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0년 2월 한계지급준비제도 시
행을 중단하고 2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의 지급준비율을 8.0%로, 기타예금의 지급
준비율을 11.5%로 인상하여 동 수준에서 상당기간 유지하였다.
그 후 한국은행은 은행의 수지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제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의 활용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1996
년 4월과 11월, 그리고 1997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평균 지급준
비율을 9.4%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지급준비율 인하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흡
수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지급준비율 인하시에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었고 1996년
10월과 1997년 2월에는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되었다. 아울러 1997년 2월 지급준비율 인
하시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하여도 새로이 2%의 지급준비율이 부과되었다.
한편 1996년 이후 세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로 금융기관의 실제현금보유비율(시재
금/필요지급준비금)이 현금보유인정비율(25%)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및 수
지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1998년 한국은행은 현금보유인정비율을 35%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1999년 8월 한국은행은‘컴퓨터 2000년 문제’
로 인한 민간의 현금수요 증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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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 11월 23일부
터 2000년 3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현금보유인정비율을 50%로 인상하였다.
1997년 2월 이후 지급준비율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06년 12월 요구불예
금 등 단기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이 5%에서 7%로 인상되었다. 이는 주택가격 상
승 기대에 따른 대출수요 급증,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증가 등으로 여신이 급격히 팽창하
자 이를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현황(2009년말 현재)
단위 : %

예금종류

지급준비율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0.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2.0

•기타예금

7.0

(3)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한국은행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반월간의 필요지급
준비금(지급준비대상예금의 평균잔액에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같은 기간에 적립하
는‘반월평잔 동시적립방식’
을 1977년까지 활용했다. 그러나 필요지급준비금을 같은
기간중에 적립해야 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 등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78년부
터 필요지급준비금 계산기간과 실제지급준비금 적립기간 사이에 1주일간의 시차를 두
는‘반월평잔 일주일 이연적립방식’
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매월 1일
부터 15일까지(상반월)의 필요지급준비금을 같은 달 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중에, 그
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하반월)의 필요지급준비금은 같은 달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
지의 기간중에 적립하여야 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통화신용정책 집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지
급준비금 적립방식을‘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적립방식’
으로 변경하여 지급준비금
적립기간 개시 이전에 금융기관의 필요지급준비금 규모를 확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
리중심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지급준비금 적립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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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매 상반월의 필요지급준비금을 다음 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매 하반월중 필요지급준비금은 다음 달 넷째주 목
요일부터 그 다음 달 둘째주 수요일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제도 개편시 지급준비금 계산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을 당초
일자기준에서 요일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정례적 공개시장조작(매주 목요일 7일물 RP)
및 매월 금리정책방향 결정일(둘째주 목요일)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지급준비금 적립기
간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 일선 영업점의 업무 혼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급준비금 적립방식(2009년 10월 상·하반월 계산기간 기준 예시)
10. 1

15 16

10월

11~12월

31

상반월 계산기간

하반월 계산기간

11. 12*

25 26

(목)

(수) (목)

상반월 적립기간(2주)

12. 1

9
(수)

하반월 적립기간(2주)

* 정책금리 결정일

2008년 3월 통화신용정책 집행체계의 개편과 함께 필요지급준비금의 35% 범위내
에서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중 보유한 현금(시재금)을 지급준비금 적립금으로
인정해주는 현금보유인정제도도 변경되었다. 지급준비금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보유현
금을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중 보유현금에서 지급준비금 계산기간중 보유현금으로 변경
하여 현금 입출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급준비금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금융
기관이 반월중 적립한 실제지급준비금이 필요지급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반월중 부족금액 평잔의 1%를 과태금으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개월반 이
상 지급준비금 부족이 계속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지급준비
금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때까지 신규대출, 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1978년 1월 이후 도입되어 지급준비대상예금 산정시 금융기관이 받은 자기앞
수표 등 타점권의 일부를 차감할 수 있게 한 타점권 차감제도는 제도 운용의 실익이 크
지 않아 2006년 12월 23일 폐지되었다. 이는 전자결제의 활성화 등으로 타점권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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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소함으로써 지급준비금부담 경감효과가 미미한 반면 타점권 평잔계산 등 금융기
관의 관리업무가 과중한 데 따른 조치였다.
(4)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금융통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창립 이후 1986년까지
금융기관의 수지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은행의 경영환경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이자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은행
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7년 11월 8
금융기관 예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2008. 12. 4, 서울경제신문)

일∼2008년 11월 5일중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하여 연 2.3%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2008년 12월 11일 해당 금융기관에
게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로 5천 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제도 현황(2009년말 현재)
구분

주요 내용

•부과대상기관

은행법상 금융기관

•부과대상채무

예금채무

•지급준비율

예금종별 차등(0 ∼ 7%)

•현금보유 인정
•적립방식
•미달시 벌칙
•이자 지급

필요지급준비금의 35%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시재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인정
반월평잔 1개월 이상 이연적립
지급준비금 적립반월중 평균 지급준비금 부족액의 1%를
과태금으로 부과
이자 지급 가능

라.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
(1)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최고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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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금리자유화 추진 이전인 1980년대까지는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서 정한
여수신 최고금리를 실행이율로 채택하여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모든 여수
신금리가 한국은행에 의하여 직접 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
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여수신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고 특히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료된 2004년 2월 이
후에는 당좌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의 금리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실시한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조정 추이와 금리
자유화 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자본축적의 빈약,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시장실세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규제되어 왔고 금리체계도 복잡하였다. 이처럼 금리가 인위
적으로 낮은 수준에 묶임에 따라 저축부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가수요 지속,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 미흡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65년 9월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현실화 조치가 단
행되었다. 먼저 수신금리중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5%에서 연 30%로, 정기적금
을 연 10%에서 연 23%로 대폭 인상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도 일반자금대출금리를 연
16%에서 연 26%로, 상업어음할인금리를 연 14%에서 연 24%로 각각 인상하였다. 이러
한 금리현실화조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가수요를 줄이고 금융저축을 획기적으로 증
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도금융권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금융정책의 대상영역 확대와 효
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출산업의 국
제경쟁력 약화, 예대금리간 역마진현상에 따른 금융기관 수지악화, 증권시장의 발전 저
해, 외자의존 조장 등의 폐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68년 4월부터 1973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가 점진적으로 인하 조정되었다. 특히 1969년 6월 여수신금리 인하시 수신금리를 여신
금리보다 큰 폭으로 인하함으로써 역마진 금리체계를 해소하고 1971년 6월에는 금리인
하와 더불어 기업의 중기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장만기 5년내에서 기간별로 금
리를 차등 적용하는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 1972년 1월 1년 만
기 정기예금과 1년 이내 일반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연 17.4%와 연 19%로 낮추고,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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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으로 단행된 8·3 조치에 의하여 여수신
금리를 일시에 4∼5%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다. 8·3 조치는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통하
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예대마진을 확대하여 금융
기관의 수지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12.6%로,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내 일반자금대출금리는 연 15.5%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1974년 들어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負)의 실
질금리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4%포인트 인상하는
등 수신금리를 인상 조정한 데 이어 1976년 8월 국내외 경기가 호황을 보임에 따라 여
수신금리를 재차 소폭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금리의 경기조절기능을 활용하고 기업재
무구조의 건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프라임레이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1970년대
중반 경기와 물가상황에 따라 금리를 수차례 조정하였는데 1977년 7월과 10월 부가가
치세 도입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소폭 인하 조정
하였다가 1978년 6월 국내경기 과열, 국내 원자재수급 애로 등 물가불안요인이 현재화
함에 따라 여수신금리를 다시 인상 조정하였다. 한편 1979년 9월에는 납세저축 주택청
약 공모주청약 등 목적부예금으로 운영되던 불특정만기 정기예금을 정기예금으로 흡수
하는 동시에 자유적립예금 등 일부 수신상품을 폐지함으로써 수신금리체계를 단순화하
였다. 이와 함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해 오던 여신금리 최고이율을 폐지하고 한
국은행의 우대적격업체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금리(중심금리)와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기준금리)를 연동시키는 금리연동제를 도입하였다.
1980년 1월 한국은행은 제2차 석유파동 및 환율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
하는 한편 국내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 정기예·적금 및 대출금리를 인상하
였다. 그러나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같은 해 6월부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
였는데 1982년 6월까지 2년 동안 정기예금금리는 여덟 차례, 일반자금대출금리는 아홉
차례에 걸쳐 변경하여 금융기관 여수신금리가 크게 낮아졌다. 그 결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980년 1월 금리인상 직후 연 24.0%에서 연 8.0%로, 우량업체에 대한 1년 이내
일반자금대출 금리는 연 24.5%에서 연 10.0%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1982년 6월 금리인
하시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체계를 대폭 단순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저축
성예금과 가계종합예금의 금리를 연 8.0%로 낮추는 한편 대출금리는 차주의 신용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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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연 10%의 단일금리를 적용하였다.
1984년 들어서는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체계를 합리화하고 금리결정의 자율화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시되었는데 먼저 1월 장단기 예금금리간에 적정한 격차를 두
기 위하여 단기예금금리를 소폭 인하한 반면 장기예금금리를 인상하였고 대출금리를 다
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되도록 하는 등 금리결정 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5월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실세금리에 접근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양도
성예금증서(CD)를 도입하고 7월 대한금융단 해체를 계기로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에 대
한 규제방식이 종래‘금융단협정’
에 의한 실행이율 직접규제에서 한국은행이 최고이율
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1월 장기예금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의 금리를 인상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원활한 단기
자금 수급을 위하여 콜금리를 자유화하였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가 점차 축소되면서 규
제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등 금리자유화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한국은
행은 1988년 12월 금융기관 여신금리와 일부 장기수신금리의 자유화조치를 단행하였
다. 그러나 1989년 들어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노사분규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재
할인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창구지도를 통해 프라임레이트, 재할인 지원대상 대출금리
등 은행의 여신금리 인하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창구지도가 개입하면서 1988년의 금리
자유화 조치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금리는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그때그때의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자금배분의
왜곡, 금융산업의 자생력 약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물경제
가 도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를 통한 자금배분의 효율화와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1년 8월 정부와 공동으로‘금리자유화 추진계획’
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1996년 말까지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자유
화하되 실물경제 여건, 금융시장 동향,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
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여신금리를 수신금리보다

제1절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219

우선적으로 자유화하고 수신금리는 장기·거액상품 금리에서 단기·소액상품 금리의 순
서로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1991년 11월 실행되었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면서도 규제의 실익이 적은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등 단기여신금리와 거액
의 CD RP 상업어음 등 단기수신금리 및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자유화되었다.
1993년 들어 한국은행은 침체된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금
리를 인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자금대출금리를 연 10.0∼12.5%에서 연
8.5∼10.0%로 인하하고 수신금리는 당좌예금 별단예금 및 보통예금을 제외한 모든 규
제수신금리를 1.0∼3.0%포인트 인하하였다. 그 후 시장금리의 하락이 지속되는 등 금
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자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11월 실시하였다. 이
조치로 한국은행의 재할인지원대상 및 정부의 재정지원대상 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
리와 만기 2년 이상 수신금리(적립식인 경우 3년 이상)가 자유화되었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자유화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하여 약 1년반(1994.7~1995.11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동 조치를
통해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자금의 여신금리가 자
율화되고 1개월 이상 만기 수신금리(적립식인 경우 6개월 이상)와 예치기간 3개월 이상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CD, 거액 RP, CP의 최단만기
단축, 최저발행금액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당초
계획하였던 1994∼96년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완결되었다.
1997년 7월 시작된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전단계에서 자유화되지 않은 단기수
신금리와 요구불예금금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먼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요구불예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저축성예금의 성격도
함께 지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한부
예금의 만기후 금리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동 예금의 최단만기인 1개월 경과분에
대하여는 개별은행이 중도해지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CD
표지어음 거액RP 등 시장성 금융상품의 최저금액 제한이 폐지되었다. 제4단계 금리자
유화는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2004년 2월 잔여분에 대해 시
금리자유화 조치 보도기사
(1994. 11. 2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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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의 금리가 전면 자유화되었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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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의 추진
은행 수신금리

은행 여신금리

제1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1991. 11월)

-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거액의 CD, RP,
상업어음, 무역어음 매출 등의 금리자유화

- 은행의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한국은행 재할인대상
어음 제외), 무역어음 할인 등의 금리자유화

제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1993. 11월)

- 2년 이상 만기 수신금리(적립식인 경우 3년 이상)
자유화

-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자유화

- 금리가 자유화된 CD, 거액 RP, 거액 CP의
최단만기 단축(91일→60일) (1994. 7월)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자금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 등)의 대출금리를 프라임레이트
범위내에서 자율화(1994. 11월)

-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수신금리
(적립식인 경우 만기 2년 이상 3년 미만) 자유화
(1994. 12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1994.7~1995.11월)

- 6개월 이상 1년 미만 만기 수신금리
(적립식인 경우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
자유화(1995. 7월)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자금의
대출금리 범위 확대(프라임레이트+1.5%p)
(1995. 7월)

- CD, 거액 RP, 거액 CP의 최단 만기 단축
(60일→30일) (1995. 7월)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만기 수신금리
(적립식인 경우 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및
예치기간 3개월 이상 자유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금리 자유화(1995. 11월)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 자유화
(MMDA 발행 허용) (1997. 7월)
- 기한부예금의 만기후 금리에 대한 규제 폐지 및
중도해지 금리 자율화(1997. 7월)

제4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1997. 7월, 2004. 2월)

- 시장성 금융상품(CD, CP 등)의 최저금액 제한 폐지,
최단 및 최장 만기제한 폐지 등 발행 조건 완화
(은행의 CD, 표지어음 등은 최단 만기 30일 유지)
(1997. 7월)
-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 금리 전면 자유화
(2004. 2월)
- 수신 관련 여타 규제 폐지(정기예금 1개월 이상,
정기적금 6개월 이상 등 기한부예금의 최단만기와
가계당좌예금의 가입대상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지) (200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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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관련한 기타 규제도 함께 폐지되었다. 다만 가계당좌예금의 가입대상(개인)과 정기
예금(1개월) 정기적금(6개월) CD(30일) 표지어음(30일) 등의 최단만기는 그대로 유지하
기로 하였다. 이로써 14년에 걸쳐 추진된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당좌예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모든 여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다.
(2)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규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
대출 및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한
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고 대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한국은행법 제28조) 금융기관이 한
국은행 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을 지속해 온 경우 그 금융기관
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66조). 이에 근거하여 한국
은행은 1950년대에는 전시 인플레이션의 수습과 경제재건을 위한 산업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금융기관 대출한도제도’
,‘융자 사전승인제도’
,‘융자순위제도’등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을 직접 규제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
적 운용을 위해‘민간신용한도제도’
,‘여신금지부문제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
도’
가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는‘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
가 도입·운용되었다. 그
러나 현재는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없다. 그동안
시행되어 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규제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금융기관 대출한도제도’
는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금융기관의 신용확장을 억제
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적이고 강력한 신용통제수단으로서 1950년 6월 처음으로 시행되
었다. 도입 당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별로 월별 대출최고한도를 포괄적으로 책정하여
동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후 동 제도는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자금종류별, 민간 및 공공부문별로 구분하여 설정·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여
건 변화에 따라 운용방식이 바뀌다가 1965년 9월 금리현실화조치시 폐지되었다.
또한 1951년 1월 전쟁중의 민간여신 증가를 억제하고 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융자 사전승인제도’
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건당 5천만원 이상의 민간대출과 특수
자금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동 제도는 전황
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경제사정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함에 따라 1951년 7월 폐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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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53년 2월 단행된 통화개혁시 다시 도입되었다가 1960년 6월 동 제도의 장기간
실시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율적 여신심사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폐지
되었다.
한편 1953년 10월 한정된 금융자금이 경제발전에 긴요한 부문으로 배분될 수 있도
록 한국은행이 사전에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하도록 하는‘융자순위제
도’
가 도입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갑종 을종 병종의 세 가지 자금으로 분류하였
다. 갑종자금은 제조업 등에 대한 대출로서 한국은행 재할인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
었다. 병종자금은 사치품 오락·흥행업 등과 같은 불요불급하거나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대출로서 일정범위내에서만 취급하도록 제한되고 한국은행 자금도 지원되지 않았
다. 을종자금은 갑종자금과 병종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서 금융기관 자체조달자금으로
취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었다. 동 제도는 1960년 6월 금융기
관의 자율적 여신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정상화정책이 추진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 통화팽창기에 인플레이션 수습과 경제재건을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기관여신에 대한 직접규제는 1965년 9월 금리현실화조치 이전에 대부분 폐
지되었다. 그러나 만성적인 초과자금 수요로 인해 시중유동성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었다.
1977년 5월부터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호전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가 압력에 대
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증가액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는‘민간신용한도
제도’
를 창구지도방식으로 운용하였으며 1978년 8월「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 한도관리
규정」
을 제정하였다. 1982년 1월 한국은행은 동 제도의 장기간 운용에 따른 금융기관
여신운용의 자율성 제약, 한도외로 취급하는 정책자금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
여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다. 다만 민간신용에 대한 한도관리는 동 규정의 폐지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창구지도형식으로 계속 실시되어 오다가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통화관리방식이 간접조절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한편 제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 1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운용과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금융기관 선별융자준칙」
을 제정하
여‘여신금지부문제도’
를 도입하였다. 동 준칙에서는 서민주택건설용을 제외한 토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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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50평 이상 주택건설 및 기타 투기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 등이 대출금
지부문으로, 오락·흥행업 요식업 귀금속판매업 및 도소매업 등이 대출억제부문으로 각
각 정해졌다. 대출금지부문 및 대출억제부문의 범위는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에 따
라 몇 차례에 걸쳐 축소 또는 확대 조정되어 오다가 1982년 8월 대출억제부문이 폐지되
고 대출금지부문은 여신금지부문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대출 이외에 지급보증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1984년 9월 대형호화음식점 고급숙박업 헬스클럽 등 사치성 향락
산업을 여신금지부문에 추가하였으며 1990년 6월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금융기
관의 담보취득제한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한국은행은 이후에도 여신금지부문을 여러 차례 조정하였는데 1993년부터
는 전반적인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금융기관 여신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금지부문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였
다. 1995년 8월 중소기업여신과 관련한 담보취득제한이 모두 폐지되고 1996년 8월 콘
도미니엄업을 제외한 모든 숙박업과 관광지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이 허용된 데 이어
1998년 1월 여신금지부문제도가 폐지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덜어
주고자 금융기관이 총대출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중소기업대
출 의무비율제도’
를 1965년 4월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금융기관 총대출
금 잔액의 일정비율 이상이 중소기업에 대출되도록 지도하다가 1976년 3월부터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의무대출비율도 꾸준
히 인상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부터 전반적인 금융자율화 추세에 부응하고 지방은행의
자금운용 자율성 제고와 영업신장을 위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점차 인하하였다.

은행그룹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단위 : %

1965.4 1976.12 1980.10 1985.3 1986.4 1986.8 1992.2 1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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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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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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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30

40

55

55

80

80

80

70

60

외은지점

-

-

-

25

25

25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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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은 1994년 이전에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미준수금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상업어음
재할인한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제재하였으나 1994년 3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
하면서 총액대출한도에서 미준수금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였다. 이로 인해 동 제도의 강제성이 없어짐에 따라 2000년 7월‘중소기업대출비율제
도’
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1991년 1월에는 제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고 한정된 금융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보다 많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
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한국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원화자금
대출금중 제조업대출비율이 은행그룹별 평균 제조업대출비율(각각 48.7% 및 49.2%)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하였다. 1992년 2월 한국은행은 지역별 제조업기반 등을 고려
하여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시중은행 55%, 지방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25~60%로 차
등화하고 5월부터 유동성조절시 동 지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다 1994년 5월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중은행
의 지도비율을 50%로 인하하고 지방은행의 지도비율을 폐지하였다. 1996년 3월 정보
통신산업 지적서비스산업 물류산업 등 비제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비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
를 폐지하였다.

제2절 - 화폐의 발행 및 유통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화폐(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권기관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의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화폐는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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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창립 이후 전쟁과 경제개발 등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도 세 차례의 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통화가치의 회복과 화폐체계의 정비를 도모하였다.
우선 한국은행은 창립시 승계한 조선은행권과 일본정부 소액보조화폐 등을 대체할 한국
은행권 발행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창립한지 불과 13일 만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한
국은행은 1950년 7월 22일 피난지인 대구에서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원(圓)권과
100원(圓)권을 발행해야 했다.
6·25 전쟁중 북한군은 점령지역에서 북한 인민권을 강제로 유통시켰다. 또한 한국
은행이 미처 소산하지 못한 신종 조선은행 1,000원(圓)권(미발행 A기호)과 조선은행
100원(圓)권(48A 기호)을 불법 남발하여 워커라인(포항 영천 대구 창녕 통영을 연결하
는 당시의 전선) 이남 지역까지 이들 은행권을 공작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교란을
획책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적성통화(敵性通貨)의 유통을 막고 북한군의 경제교란 행위를 봉
쇄하기 위해 1950년 8월 28일 제1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을 공포하여 1953년 1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였다. 이 기간중 한국은행은 전체 교환대상액 771
억원(圓)의 93%에 해당하는 719억원(圓)의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였다.
제1차 통화조치는 치안부재, 교통수단 미비, 인원부족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
고 교환액의 20%를 상회하는 158억원(圓)을 예금으로 흡수함으로써 막대한 전비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을 일부 제거하고 화폐제도를 일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거액의 전비지출로 통화가 증발됨에 따라 광복 이
후 누적된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
하여 1953년 2월 1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령」
을 공포하고
제2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동 조치로 2월 17일부터 100원(圓)이 1환( )으로 화폐
액면단위가 조정되고 원(圓)표시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 전(錢)표시 조선은행권, 일
본정부 소액보조화폐 등 구화폐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한국은행은 미국 재무성 인
쇄국에서 제조한 새 은행권 5종을 발행하여 원(圓)표시 화폐와 교환하였는데 제2차 통
화조치 직전인 2월 14일 1조 1천 367억원(圓)에 달하던 은행권 발행액이 2월말에는 76
억 5천 100만환( )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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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6월 9일 정부는 퇴장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투자재
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악성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긴급통화조치법」
을 공포하고
6월 10일을 기하여 제3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동 조치로 환단위 화폐의 유통이 금
지되고 10환( )이 1원으로 변경된 새로운 원단위 화폐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은행
은 1962년 6월 10일부터 영국의 토마스 델라루(Thomas de la Rue)사(社)에서 제조한
새 은행권 6종을 발행하였다. 제3차 통화조치는 경제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단순히 화폐표시금액을 낮추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화폐사적 측면에
서는 현용 원화체계의 도입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은행권의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당시 조선은행권 및 일본정부 소액보조화폐를 계속 통용시키는 한
편 이를 대체할 한국은행권 발행을 추진하였다.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원(圓)권 및 100원(圓)권은 대구에서 1950년 7월 22일 발
행되었으며 1950년 8월 28일 제1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여 5차에 걸쳐 조선은행 100원
(圓)권을 한국은행권과 동일 비율로 교환하였다. 1950년 11월 11일 실시된 제3차 교환시
부터는 교환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통이 허용되었던 조선은행 100
원(圓)권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였다.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원(圓)권과 100원(圓)권
은 종전까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여 온 조선서적인쇄(주)의 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일본의 대장성 인쇄국에 의뢰하여 제조한 은행권이었다. 이에 한국은
행은 1950년 11월부터 정부의 임시 은행권 인쇄공장시설 건축계획에 참여하여 1951년
3월 재무부 직할의 부산 인쇄공장이 가동되도록 하였다. 1951년 10월「한국조폐공사법」
발효로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이 한국조폐공사로 발족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일본에
서 가져온 원판을 이용하여 1,000원(圓)권과 100원(圓)권을 제조하였다. 1952년 10월에
는 거래편의를 위해 500원(圓)권 및 신1,000원(圓)권을 새로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유통화폐의 대부분이 한국은행권으로 대체되었다.
1953년 2월 15일 정부는 제2차 통화조치를 통해 2월 17일부터 모든 원(圓)표시 및
전(錢)표시 화폐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100원(圓)이 1환( )의 비율로 조정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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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단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환권 5환권 10환권 100환권 및 1,000
환권을 미국 재무성 소속 조폐창에서 제조하여 발행하였다. 이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
조한 신권으로 이들 은행권을 대체하고자 1953년 3월 17일 신10환권(황색지)을, 12월
18일 신100환권(황색지)을 발행하였으며 12월 15일과 1954년 2월 1일 백색지로 동일한
모양의 신10환권과 신100환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1956년 3월 26일 500환권을, 1957
년 3월 26일 개100환권과 신1,000환권을 발행하였으며 1958년 8월 15일 50환권과 신
500환권을 발행하였다. 1960년 8월 15일과 1961년 4월 19일 각각 개1,000환권과 개
500환권을, 1962년 5월 16일 개갑100환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환표시 은행권들은 1962년 6월 10일 단행된 제3차 통화조치로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제3차 통화조치로 10환이 1원으로 변경된 새로운 원단위 화폐체제가 도입
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1원권 5원권 10원권 50원권 100원권 500원권 6종류를 영국의 토
마스 델라루사에 의뢰하여 제조하였다. 이중 500원권과 100원권에 처음으로 볼록인쇄
기술이 적용되었다. 1962년 9월 21일 나10원권을, 11월 1일 나100원권을, 12월 1일 소
액 끝전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10전권과 50전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한편 한국조폐공사
가 1965년 8월 14일과 1966년 8월 16일 국내 최초로 볼록인쇄 기술을 적용한 다100원
권과 나500원권을 제조하게 됨으로써 은행권의 품위를 높이는 동시에 위조방지에도 새
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69년 3월 21일 나50원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로써 영국에서
제조한 6개 권종의 은행권이 모두 국내에서 제조한 은행권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종래
아마(亞麻) 재질의 은행권이 인쇄효과 및 촉감이 좋지 않고 쉽게 훼손되는 점을 고려하
여 1971년부터 면섬유를 사용한 새로운 은행권 용지로 대체하였다.
경제규모 확대와 물가상승 등으로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1972
년 7월 1일과 1973년 6월 12일 은선 및 숨은 그림이 삽입된 특수 조폐용지를 사용하여
5,000원권 및 10,000원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1973년 9월 1일 주조색이 흑갈색인 나
500원권의 위조에 대처하여 주조색을 감청색으로 바꾼 다500원권을 발행하였으며
1975년 8월 14일 500원권과 5,000원권의 중간액면권인 1,000원권을 발행함으로써 액
면체계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어서 도안인물의 초상을 표준영정으로 교체한 나5,000원
권과 나10,000원권을 1977년 6월 1일과 1979년 6월 15일 발행하였다. 한편 한국조폐공
사는 5,000원 이상의 고액권용 용지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특수은화 삽입 용지를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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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대체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은행권의 전면적인 품질개선이 추진되었는데 1981년 10월 은행
권의 규격과 색상 도안을 정비하고 용지의 내구성을 보완하였다. 또한 기계감응장치 채
택 등을 포괄한 화폐체계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1983년 6월 11일 나1,000원권 및 다
5,000원권을, 10월 8일 다10,000원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컬러복사기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급 확대에 대응하여 부분노
출은선 미세문자 요판잠상 광간섭무늬 등의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라10,000원권을
1994년 1월 20일 발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컴퓨터 및 스캐너 컬러복사기의 광범
위한 보급으로 은행권 위조 위험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2000년 6월 19일 시변각잉크와
돌출은화를 적용한 마1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12일 홀로그램 미세
문자가 인쇄된 부분노출은선과 숨은막대 등을 적용한 라5,000원권을 발행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위조방지장치의 보강에도 불구하고 위조지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
국은행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05년 4월 18일 위폐방지 새 은행권 발행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에 따라 위조방지장치를 크게 보강하여 2006년 1월 2일 마5,000원권을, 2007
년 1월 22일 다1,000원권과 바10,000원권을 발행하였
다. 새 은행권은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프린터에 의한 위
조가 불가능하도록 홀로그램과 시변각잉크 등을 적용하
는 한편 규격을 축소하고 색상을 보다 밝고 화려하게 적
용하였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가‘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
을 의결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2일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소재선정 화
폐도안자문위원회’
가 국민여론 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
사 등을 토대로 고액권의 도안인물과 도안소재를 선정
한국은행권의 위·변조 방지요소

하였다. 이어‘조형화 화폐도안자문위원회’
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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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추가 적용한 고액권 도안을 완성하
였다. 2009년 6월 23일 10,000원권이 최초 발행된 지 36년 만에 새 고액권인 50,000
원권이 발행되었다.
현재 법적으로 유통 가능한 은행권은 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
권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1원권 50전권 10전권의 12개 권종으로 총
29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행·유통되는 은행권은 50,000원권, 2006년 발행
된 5,000원권, 2007년 발행된 10,000원권 및 1,000원권의 4종이다.

2. 주화의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이후에도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인 1전 주화를 소액거래에 계속
통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50년대 후반 들어 6·25 전쟁과 전후의 경제부흥과정에서
겪었던 높은 물가상승세가 크게 진정되고 생산활동이 정상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은
오만원권 발행(2009. 6. 23)

행은 화폐체계의 정비와 화폐제조비의 절감 및 소액거래의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주화
를 발행하였다. 1959년 10월 20일 50환화와 10환화를, 10월 30일 100환화를 발행하였
는데 당시 국내기술로는 제조가 어려워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창에서 제조하였다. 주화
의 앞면에는‘한국은행’
이, 뒷면에는‘REPUBLIC OF KOREA’
가 명각되었으며 소재
는 100환화에 구리-니켈 합금, 50환화에 구리-니켈-아연 합금, 10환화에 구리-아연
합금을 사용하였다.
1962년 6월 10일 제3차 긴급통화조치가 단행되자 모든 환표시 주화는 통용력을 상
실하였다. 다만 50환화와 10환화는 긴급통화조치에 의거 그 해 7월 10일까지 각각 액면
의 1/10에 해당하는 원표시 주화로 통용되었다. 이후 7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일시
통용력을 상실하였다가 그 해 8월 28일 공포된「주화의 통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따
라 1974년 3월 21일까지 계속 통용되었다. 1966년 8월 16일 한국은행은 국내기술로 처
음 제조한 구리-아연 합금 재질의 1원화 5원화 10원화 3종을 발행하고 50환화는 1967
년 2월 3일부터, 10환화는 1968년 4월 16일부터 신규 발행을 중지하였다. 한편 한국은
행은 1968년 8월 26일 1원화의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바꾸어 나1원화를 발행하였다.
한국은행은 1970년 7월 16일 구리의 함량을 줄이고 아연의 함량을 늘린 나5원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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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0원화를, 그 해 11월 30일 구리-니켈 재질의 100원화를 발행하였다. 이어 1972년
12월 1일 구리-니켈-아연 재질의 50원화를 발행하고 1982년 6월 12일 500원화를 발행
함으로써 현행과 같은 주화 액면체계를 확립하였다. 이후 주화의 도안체계 정비계획에
따라 1983년 1월 15일 다1원화 다5원화 다10원화 나50원화 나100원화를 발행하였다.
100원화는 고액주화로서의 품위와 위조방지를 위해 앞면에 충무공 이순신의 초상을
도안소재로 사용하고 주화 둘레는 100개의 톱니를 넣었다. 50원화는 같은 백색계통인
100원화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크기를 작게 하고 농업생산 의욕을 고취하고자 앞면에 벼
이삭을 도안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주화 둘레에는 109개의 톱니를 넣었다. 500원화는 자
동판매기와 같은 주화사용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른 주화의 수요 증대에 대처하는 한편
유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기에 손상되는 500원권을 대체하기 위해 발행하였다. 500
원화는 재질이 동일한 100원화와 구별하기 쉽도록 규격을 크게 하고 주화 둘레에 120개
의 톱니를 넣었다.
1983년 주화의 도안체계 정비시에는 앞면에 있던‘한국은행’문자를 뒷면 하단에 넣
고 제조연도를 뒷면 상단에 표시하는 한편 화종별로 다소 불일치하던 앞뒷면의 액면표
시 문자 및 숫자를 일정한 크기와 배열로 조정하여 시리즈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10원
화는 규격 재질 및 도안소재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앞면 도안소재인 다보탑의
중앙에 석사자상을 표현하여 다보탑 본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입체감을 주어 시각적 효
과를 높였다.
2000년대 들어 구리와 아연 가격의 급상승으로 액면금액보다 크게 높아진 10원 주
화의 소재가치를 낮추고 제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6년 12월 18일 재질을 구리씌움
알루미늄으로 변경하고 규격을 축소한 라10원화를 발행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가적인 행사와 역사적 인물의 공적 등을 기리기 위해 또는 기념
할만한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주화는 1970년 발행된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로 우리 역사와 국위를 외국
에 홍보할 목적으로 그 전량을 해외에서 제조·판매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은 1975년 8
월 14일 광복 3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제조한 기념주화인 광복 30주년 기
념주화를 발행하였으며 1978년 6월 12일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념주화를 발행
현용주화세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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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들어서는 1981년 8월 14일 대한민국 제5공화국, 1982년 9월 30일(1차)과
1983년 8월 1일(2차)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1984년 5월 1일 천주교 전래 200주년,
1986년 3월 21일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를 발행한 데 이어 1987년부터 1988
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 32종을 발행하였다.
1990년대에는 1993년 6월 9일 대전세계박람회, 1995년 8월 14일 광복 50주년과 유
엔창설 50주년 기념주화를 각각 발행하였으며 1998년 8월 14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주화를 발행하였다.
2000년에는 1월 4일 새 천년 기념주화를 발행한 데 이어 6월 12일 한국은행창립 50
주년 기념주화, 10월 18일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ASEM 2000 기념
주화를 발행하였다. 2001년 5월 25일(1차)과 2002년 4월 30일(2차)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 기념주화, 2002년 9월 25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2002 기념주화,
2005년 8월 12일 광복 60년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같은 해 11월 14일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9일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2008년
8월 14일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는
기념주화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우리 문화의 해외 홍보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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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통민속놀이 주제의 기념주화 발행을 기획하여 2007년 8월 1일 탈춤, 2008년 10
월 17일 강강술래, 2009년 10월 16일 영산줄다리기 소재의 기념주화를 시리즈로 발행
하였다.

3. 화폐의 유통
한국은행은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그 본질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발행단계에서 제조화폐와 사용화폐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함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
터 환수되는 화폐를 통용에 적합한 화폐와 부적합한 화폐로 구분하고 부적합한 화폐는
소각·폐기시키는 등 깨끗한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힘써왔다.
화폐의 유통규모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 8. 15) 직후인 1948년 9월말 309억원(圓)이었던 화폐발행
잔액은 6·25 전쟁 직전(1950. 6. 24)에는 558억원(圓)으로 늘어났다. 전쟁 기간 중에는
화폐발행잔액이 급격히 늘어 100원(圓)을 1환( )으로 화폐단위를 변경한 제2차 통화조
치(1953. 2. 15) 실시 전까지 1조 1천 367억원(圓)(1953. 2. 14)으로 증가하였다. 제2차
통화조치 실시 이후 1953년말 231억환( )이었던 화폐발행잔액은 10환( )을 1원으로
화폐단위를 변경한 3차 통화조치(1962. 6. 10) 전인 1961년말에는 1천 806억환( )으로
약 8배 증가하였다. 화폐발행잔액은 제3차 통화조치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1969년말
1천 299억원, 1979년말 1조 8천 175억원, 1989년말 6조 7천 93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및 2000년대에도 외환위기 직후의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 2009년말 현재 37조 2천 448억원에 달하였다.
‘원’
단위 화폐체계가 도입된 제3차 통화조치 이후 화폐종류별 유통추이를 보면
1972년 5,000원권, 1973년 10,000원권의 최초 발행 이후에도 1974년 말까지는 500원
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1975년 1,000원권이 최초 발행된 이후 동 권종이
1979년 말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80년부터는 10,000원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동 권종의 유통 비중은 50,000원권이 최초 발행되기 전인 2009년 5월말
현재 전체 화폐발행잔액의 86.8%를 차지하였다. 이후 50,000원권 발행으로 10,000원
권의 유통비중은 점차 하락하여 2009년말 현재 각 권종의 비중은 10,000원권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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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권 26.6%, 5,000원권 및 1,000원권 각각 2.7% 및 3.2%를 나타내고 있다.
주화는 1968년 말까지 5원화, 1973년 말까지 10원화, 2001년 말까지 100원화의 유
통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2년 이후 500원화가 가장 높은 유통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원화 및 5원화는 최초 발행된 1962년 이후 물가가 크게 상승한 데다 1984년 1월 1일부
터 국고금의 10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0
년대 이후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유통이 거의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현용
주화세트 제작용을 제외하고는 1원화 및 5원화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있다.
화폐발행잔액 추이1)
단위 : 억원, %

은행권

주화2)

계

206
<99.5>

1
<0.5>

207
<100.0>

-

1,281
<98.6>

18
<1.4>

1,299
<100.0>

1,000원권

500원 이하

소계

500원권

100원권

50원 이하

-

-

소계

1962

44
<21.1>

145
<69.8>

18
<8.5>

-

-

1969

857
<66.0>

395
<30.4>

29
<2.2>

-

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979

-

5,518
<30.4>

3,541
<19.5>

7,404
<40.7>

1,162
<6.4>

17,624
<97.0>

551
<3.0>

18,175
<100.0>

1989

-

57,064
<84.0>

2,970
<4.4>

4,065
<6.0>

136
<0.2>

64,235
<94.6>

3,701
<5.4>

<100.0>

1999

-

201,643
<89.7>

5,753
<2.6>

8,172
<3.6>

135
<0.1>

215,703
<95.9>

9,151
<4.1>

224,854
<100.0>

2009

99,230
<26.6>

232,592
<62.4>

10,182
<2.7>

12,007
<3.2>

135
<0.0>

354,146
<95.1>

18,302
<4.9>

372,448
<100.0>

67,937

주 : 1) 말잔 기준, < > 내는 전체 화폐발행잔액 대비 비중
2) 기념주화 제외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의 장수 및 금액 확인, 위조 및 변조화폐 색출, 액면금액의
판정, 사용화폐와 손상화폐 구분 등과 같은 일련의 화폐 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 환수된 화폐를 모두 수작업으로 정사하였으나 화폐의 발행 및 환수 물
량이 계속 늘어나 정사물량을 수작업으로 모두 처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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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국 화폐관리팀

은행은 1983년 자동정사기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1991년부터 자동 세단기가 부착된 영
국산 소형 자동정사기 30대를 도입함으로써 정사업무를 자동정사 중심으로 전환하였
다. 1996년부터는 노후화된 기존의 소형 자동정사기를 보다 효율이 높은 중·대형 자동
정사기로 교체하기 시작하여 2009년말 현재 총 28대의 중·대형 자동정사기를 운용하
고 있다. 한편 지역별 환수물량,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본부를 화폐정사점으
로 지정하고 동 본부에 자동정사기 및 정사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발권국 강남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
화폐의 폐기

부 광주전남본부 대전충남본부 제주본부 등 9개부서가 화폐정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폐기화폐의 소각은 1968년 3월 이전에는 외부 민간제지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
나 1968년 4월부터 경기도 부천에 소각시설을 건립하고 용해방식으로 자체 소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폐기물량 증대에 따른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1986년 1월 대구경북본
부에 소각분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부천의 소각시설은 1991년 3월 폐쇄하였으며
대구경북본부의 소각시설도 대구경북본부 재건축계획에 따라 1997년 5월 철거하였다.

발권국 화폐수급팀

대신 1997년 12월 강남본부에 최신식 분쇄설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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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화폐관리를 위하여 은행권 포장방법을 개선해 왔다.
1993년부터 은행권의 보관·운반 편의, 화폐보호 등을 위하여 전통적인 은행권 포장방
법이었던 마대 포장방법(은행권 30큰묶음을 세로로 하여 마대에 넣어 포장)을 10큰묶음
가로포장의 비닐포장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부터는 비닐포장상태에서 작은묶음 개수
범국민 동전교환운동(2009. 9. 21)

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포장방법을 10큰묶음 가로포장에서 10큰묶음 세로포장으로 변경
하였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은행권 수납, 지급, 현금검사 등의 화폐취급업무 환경이 크
게 개선되었다.
한국은행은 화폐가 깨끗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화폐교환 서비스 제공, 유통화폐 정
화 운동의 적극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깨끗한 화폐의 유통을 위
해 본점 및 지역본부에 화폐교환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훼손된 화폐 등을 교환해 주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주화 교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 6월부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주화수급정보센터’
를 개설하고 대량 공급처와 수요처의 중개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주화교환이 많은 일부 부서에 고속주화분류기를 설치하고 대량
주화 교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홍보용품 제작·
배포, 사회복지단체의 동전모으기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돈 깨끗이 쓰
기’및‘동전 다시쓰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 전국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
하여 퇴장주화의 회수를 통한 화폐제조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1964년 본부 및 지역본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사정이 열악한
일부 지역에 대한 원활한 화폐공급을 위해 미발행화폐 임치제도를 제주도 및 강원도 동
해안 지방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해당 지역내 특정 금융기관 점포를 한국은
행 미발행화폐 임치보관점으로 지정하고 동 점포가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그 지역 금
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의 발행과 환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경제규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1970년대 9개, 1980년대 4개, 1990년대 14개의 임치보관점
이 추가로 지정되어 1991년에는 임치보관점 수가 총 29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도로교통
망의 발달, 금융기관의 현금수송회사 이용 확대 등으로 현금 수송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1997년부터 2007년에 걸쳐 임치보관점을 모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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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지금은(地갏銀) 관리
한국은행은 6·25 전쟁 발발로 보유하고 있던 지금은을 진해 해군통제부로 후송하였
다가 같은 해 8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은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을 위해 국내 생산금을 집중 매입하였으
나 시중 금가격의 상승으로 1967년 이후 국내 생산금 매입을 중지하고 관세청이 매각처
분하는 몰수금만 매입하다가 1987년 12월 이후 금은의 매입을 사실상 중지하였다.
한국은행은 매입한 지금은을 1968년 1·21 사태 이후 부산본부에 소산 보관하다가
1984년 11월부터 대구경북본부에 소산 보관하였다.
한국은행이 보유했던 국내보유 지금은은 품위(品位)와 중량 등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품위에 대한 공인기관의 검증도 없어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즉
시 매각 또는 운용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필요시 국내외 금시장에서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2003년 11월 지금은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규격화하였다. 런
던금시장협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LBMA) 소속의 공인정련업체
(Metalor Technologies S.A)에서 정련하기 위해 2004년 4월 국내보유 지금은 전량을
반출하여 국제표준 지금(地갏)괴로 표준화한 후 영란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은행 계
정에 입고하였다. 한국은행이 현재 국내에서 보관·관리하는 지금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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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모든 경제 및 금융활동은 지급수단의 이전이나 결
제과정을 통한 자금이전을 수반한다. 지급결제란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 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
결제제도는 이러한 화폐적 가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금융시장 금융기
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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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급결제규모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교역규모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므로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비
용이 절감되고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은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지급결제제도 참가
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하거나 참가기관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지급결제제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의 글로벌화 등에
따른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 증대로 특정 금융시장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불안 등이 전체 금융시장 또는 다른 국가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2004년 1월 개
정 한국은행법 시행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한국은행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 등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한국은행 정부기관 등과 자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간 거액자
금이체 수요에 맞추어 1994년 12월부터 거액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이하‘한은금융망’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
는 은행들의 결제 원활화를 위하여 일중 결제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지급결제시스템
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유도하는 감시(oversight)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와 함께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결
제리스크 관리, 지급결제제도 감시, 그리고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금융정보화 추진으
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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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결제제도 운영
1980년대 미국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연차액결제
(Designated Time/Deferred Net Settlement; DNS)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
였다. 이는 일정 기간(통상 영업일)중 참가기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지급할 총금액
과 수취할 총금액을 모아서 상계 처리한 차액을 일정 시점(대부분 마감시점)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연차액결제(DNS)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상계한 차액만을 결제하게 되므로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으나 결제시점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 신용리스크가 발생
하는 문제가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거액의 자금이체거래를 건별로 즉
시 결제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실시간 총액결제(Real Time Gross
Settlement; RTGS)시스템이 도입되었다. RTGS방식은 건별 자금이체지시에 대한 결
제를 영업시간중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
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결제유동성을 절감하는 DNS시스템의 장점과 신용리스크를 완
전히 제거하는 RTGS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ystem)이 새
로운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부각되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에 서로 지급하
고 수취할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동시처리(상계처리)하는 결제시스템이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 초부터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거액결제시스템의 구축 필요
성을 인식하고 RTGS방식의 한은금융망(BOK-Wire)을 개발하여 1994년 12월 가동하
였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거액의 자금이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은행간 채
권·채무를 지정시점에서 최종결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영업시간중에 자금이체
거래를 연속적으로 최종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 DvP)와 외환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 PvP)에 연계함으로써 증
권 및 외환 거래에서의 결제리스크 감축에도 기여하였다.
한은금융망의 결제규모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크게 늘어나
가동 초기인 1995년 일평균 19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17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RTGS방식의 한은금융망에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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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접속방식 외에 서버간 직접접속방식을 추가한 신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이하‘신한은금융망’
)을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부터 가동
(서버간 직접접속 방식은 동년 6월)하였다.
신한은금융망은 순수 총액결제방식 외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을 추가하
여 실시간 결제완결성과 일중 결제유동성 절약효과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신한
신한은금융망 개통(2009. 5. 4)

은금융망의 서버와 금융기관 서버를 연결하는 서버간 직접접속방식은 금융기관 자금이
체업무의 일관처리(Straight Through Processing; STP)를 가능케 함으로써 대량의
자금이체를 처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한은금융망 가동으로 우리나라 거액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
성은 크게 제고되었다.

신한은금융망 로고

신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중당좌대출은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당좌예금잔액이 자금이체 신청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일정 한도내에서 대출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은
행이 당일중 일중당좌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익일물 자금
조정대출로 전환된다. 둘째, 금융기관간 서로 연결된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점에 일괄적
으로 처리하는 지정시점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에 의뢰하는
금융기관별 차액결제의 실행과 금융기관이 수납한 국고자금의 회수 등은 특정시점(오전
11시, 오후 2시)에 처리되므로 금융기관은 예측 가능하고 효율성 있게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이 어음교환 등의 차액결제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거액 결제자금
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간에 일중 초단기자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반일
물 콜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일물 콜거래는 참가기관간 직거래방식은 물론 중개거
래방식으로도 운영되고 있으며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2.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리스크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예정대
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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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간 및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간 상
호의존성도 높아지면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특정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
가기관에 파급되어 결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4년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와 관련된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가동하였다. 1997년 9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의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순
채무한도제 사전담보제 및 손실공동분담제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 11월부터 장외채권 등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하여 증권대
금동시결제(DvP)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말부터 외환거래의 동시결제
가 가능하도록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CLS)은행
과 연계하여 외환동시결제(PvP)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9년 4월 금융기관들이 일중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에 상계결제기능을 추가한 신한은금융망을
가동하는 등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가. 거액결제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결제와 관련
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왔다. 2006년 4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면서 한은금융망이 파산절차상의 예외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한은금융
망의 결제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2009년 4월 한은금융망을 개선한 신한
은금융망을 가동하여 결제리스크를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혼합형결제방식 도입으
로 실시간 총액결제방식과 같이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제유동성 절감기능을 통해 유동성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함께 감축하였다. 또한 서
버간 직접접속방식 도입으로 참가기관들이 대량의 자금이체거래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누락이나 오류입력 등의 운영리스크도 감소하였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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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및 재해 등으로 거액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체계적으
로 대비하고 있다. 1999년 8월 한은금융망 비상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12월 동 계
획을 확대·개편한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신
한은금융망이 가동됨에 따라 그 명칭을‘신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
으로 변경하였다.

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차액결제시스템은 일정기간중 일어난 참가자간 자금이체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
하여 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 처리한다. 차액결제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자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은
거래일 영업마감후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참가자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계
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참가자가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소액결제시스템 및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1997년 9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공동망 등 일부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간 지급지시가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차액결제 이전에 고객
계좌에 대한 입금이 이루어지므로 참가기관간에 신용리스크를 내포하는 미결제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거
래로 인한 미결제순채무액의 상한 즉, 순채무한도를 설정하
도록 하여 미결제순채무액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둘째,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국은행은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
금 적격 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
고 일부 은행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
금을 지원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고 있다. 담보로 사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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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제

한하고 있으며 참가은행의 담보증권 납입비율은 순채무한도의 30%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은행이 납입한 담보증권에 대해서는 매일 시가평가를 통해 담보의 가치가 적정하
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차액결제시점에 특정 은행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
행은 담보증권을 해당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결제부족자금을 충
당하게 된다.
셋째,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차액결제시점에 특정 은행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여 한국은행이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여 결
제부족자금 보전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들이 이를 공동분담한다. 결제부족자금의 참가은행별 분담금은 차액결제시점
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증권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한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도 소액결제시
스템에 참가하여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차액결
제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2009년 2월
차액결제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중 예금지급준비금
의 예치의무가 없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충분한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및 이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이 대신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은행은 자신의 순차액포지션뿐만 아니라 차액
결제위탁기관의 순차액포지션을 합산한 교환차액을 결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차액결제
대행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무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설정
한 순채무한도와 순채무한도 대상외거래에 대한 일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의 30%에 해당
하는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도 자신의 고유
분담분에 더해 위탁기관의 분담분을 합산한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은 차
액결제대행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를 대행은행에 제공함으로써 대행은행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하나의 대행은행이 여러 위탁기관의 차액결
제를 대행하는 경우 차액결제 및 리스크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대행
은행의 위탁기관 업종별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가 전체 대행은행의 해당 위탁기관 업종
에 대한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의 30%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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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권 및 외환 결제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그동안 증권과 대금이 분리 결제되어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던 장외
채권거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대금 동시결제(DvP)시스템을 1999년 11월 도입·
시행하였다. 동 시스템은 신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대
금결제와 동시에 증권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채권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원
천적으로 제거한다.
또한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외환거래시 국가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
크를 제거하고자 CLS 외환동시결제(PvP)시스템을 2004년 12월 가동하였다. 동 시스
템은 신한은금융망과 국제외환결제전문은행인 CLS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외
환거래시 지급통화와 수취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도록 함으로써 외환결제과정에서 매도
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는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
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3.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란 지급결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이라 할 수 있
다.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은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급결제규
모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국내는 물론 국가간에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이 높
아지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이 국가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
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정책목표로 하는 금융기관 감
독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 감독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인 반면 지급결제
제도 감시의 목표는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있다. 둘
째, 금융기관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치중하나 지급결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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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시는 개별 기관의 도산 등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파급되어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금융감독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
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
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등 도덕적 권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가. 법적근거
한국은행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취약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2004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형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은행법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공적 규제의 내용을 규정한 유일한 법률로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동 법 제28조와 제81조에 명시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개
선권고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지급결제제
도 운영·관리규정」
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및「전자금융거래법」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및 공동검사 권한을 명시해 보다 포괄적인 감시
가 가능해졌다.

나. 감시업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는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지
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지급결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감시대상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요청,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규모 및 결제의 성격 등에 따라 중요 및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9년말 현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신한
은금융망,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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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및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등 9개이고 기타지급결제시
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로시스템, CD공동망 등 17개이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시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내 자금결제상황, 결
제유동성, 긴급상황 발생여부 등을 관찰하고 거시적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 및 개별 참
가기관의 결제동향과 결제리스크 정보를 축적하는 활동이다. 모니터링은 그 실시 주기
에 따라 실시간 정기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 이용현황 자료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 전자화폐 발행
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기초로 지급결제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먼저 일
단위로 신한은금융망 이용현황 통계를 공표한다. 그리고 월 단위로는 국제결제은행
(BIS)기준 통계, 신한은금융망, 은행공동망, 지로시스템, 신용카드 통계를 공표하며 분
기별로는 전자금융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요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수
준을 파악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시
스템 운영방식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국제결제은행이 2001년 1월 정한‘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 국제결제
은행과 국제증권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가 공동으로 2001년 11월 및 2004년 11월 각각 정한‘증권결제
시스템에 대한 권고사항’
과‘중앙거래당사자(Central Counterparties; CCPs)에 대한
권고사항’등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러한 평가가 주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 치
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결제규모 및 결제리스크 관련 지표 추이, 리스크관리제도 운영
상황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시의 조치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동 시스템의 운영관련 규정 등의
변경이 동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거나 전산장애 및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동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한국은행
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보를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긴급한 상
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업무처리절차 또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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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일시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운영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금융정보화 추진
가. 지급결제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액결제시
스템의 확충 및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1988년 7월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한 현금자동인출기
(CD)공동망이 가동되었다. CD공동망의 구축으로 은행 고객은 통장 없이 현금카드만으
로 다른 은행의 CD기나 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4월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망이 가동되었다. 이로
인하여 은행 고객이 전화기 팩시밀리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 ARS중계센터
와 접속하여 조회 및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
월부터 국내은행간 소액송금업무를 전자적으로 즉시 처리하는 타행환공동망이 구축되

금융결제원 업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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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타행으로의 현금송금 및 자기앞수표 조회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 2월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동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할 경우 판매대
금이 카드소지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직불카드공동망이 가동되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 CMS)공동망이 구축되
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 모든 거래은행과 접속할 필요 없이 CMS센터인 금융
결제원 또는 1개 은행과의 접속만으로 거래은행 전체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지 못한 지방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지방
은행 고객이 다른 모든 지방은행 점포에서 자유롭게 예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은행공동망이 1997년 6월 가동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였
는데 그중 인터넷뱅킹은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에 힘입어 이용자가 급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
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공동망이 2001년 4월
가동되었다.
이 외에 은행공동망 참가기관 및 실시지역의 확대, CD기를 이용한 24시간 현금서비
스 실시, 타행환송금한도 인상, 점포외 CD공동망 가동, CD공동망 이용시간 확대, PC를
이용한 지로대금 납부서비스 등이 실시되었다.
지급결제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금융기관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
(truncation)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금융기관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어음 수표
지로용지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
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이동만으로 장표관련 모든 청산 및 결제업무
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1997년 7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의결을 거
쳐‘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
이 확정되었으며 2000년 5월부터 서울지역
을 중심으로 자기앞수표의 정보교환이 실시되었다. 2002년 9월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수표실물의 이동에 따른 위험이
제거되고 벽지 주민의 수표대금 회수기간이 하루로 단축되는 등 금융기관 장표수납 업
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자기앞수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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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급서비스 제도’
가 2004년 8월 도입되었다. 이로써 타행발행 정액권 자기앞수표 소
지자가 은행 창구에서 수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타행환공동
망을 통해 도난 및 위조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
도 실시 이후 고객앞 자기앞수표 대금의 현금 지급시점과 다음 영업일에 일어나는 발행
은행의 수표대금 결제시점간의 시차 때문에 수표 지급은행이 결제리스크를 부담하게 되
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금지급서비스를 순채무한도 설정대상 거래 및 결제이행
보장용 담보증권 제공대상 거래에 추가하였다.

나. 금융정보화 추진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보화는 1970년대 후반 예
금은행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사무자동화 및 본·지점간 온라인망을 구축하면서
부터 본격화되었다. 개별기관 차원에서 추진되던 금융정보화 사업은 1980년대 들어 정
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84년 3월
정부가 국가기간전산망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 등 5대 분야(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에 대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해 9월 동 위원회 산하에 금융
전산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발족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정보화 사업은
한국은행을 주축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금융전산위원회는 1986년 5월「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
로 1987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개칭되고 사업범위도 종전의 은행에서 증권 보
험 종합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96년 1월「정보화촉진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6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개편
되고 11월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에서 부총재로 변경되었다. 2009년 8월 금융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인「정보화촉진기본법」
이「국가정보화 기본법」
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금융정보화추진
협의회로 개편하고 동 협의회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금융공동망 구축사업, 금융정보망
관련 표준화 및 안전대책업무, 공동망 접속 심의,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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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동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표준화위원회 및 안전대책
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화 사업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개선과 새로운 전자금
융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국민의 금융편의 증진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은행부문의 정보화를 주관하여 왔다.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금융공동망 구축사업을 통하여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 등의 소액
결제시스템 구축을 주도하였으며 전자화폐(K-CASH)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자금관리
서비스공동망 등의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에서 위조된 자기띠(magnetic stripe) 현금카드로 고객 예금이
불법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3년 4월 금융정
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는 자기띠 현금카드를 불법복제가 거의 불가능한 IC
카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은행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사업은 단계적
으로 추진중인데 2003년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은 주로 IC칩 현금카드의 발급 및 이를
인식할 수 있는 CD/ATM 보급 확대, 보안성 강화를 위한‘금융 IC카드 금융공동망(현금
카드) 표준’개정 등 IC칩 현금카드 이용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부터 추진
되고 있는 2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자기띠 현금카드의 이용을 억제하고 IC칩 현금카드의
사용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금융업무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표준의 안전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 체계를 정비해왔다. 금융업무가 표준화되면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은 각종 서비스의 독자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 비용
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2007년 인터넷뱅킹에 이용되는 공인인
증서를 금융IC카드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금융IC카드 보안토큰
의 표준’
을 제정한 데 이어 2008년 4월 전자입찰 등 인터넷뱅킹 이외의 분야에서도 동
표준에 의한 공인인증서가 이용될 수 있도록 표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8년 9월에는
다수 은행의 계좌정보를 하나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에 넣
어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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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 이용표준’
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절 - 국고금 관리 및 국채의 발행·상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국고금관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고금
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에 대한 출납사무와 그에 따른 계산 및 증명업무를 수행하고
재정활동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법「국채법」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및 상
환, 국공채의 인수 및 매매, 정부 유가증권 및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수
행하고 있다.

1. 국고금 관리
한국은행법 제71조 및「국고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고금 예
수기관으로서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출납사무 대상인 국고금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에 따르는 일체의 현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현금은 제외된다. 한국은행
은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본부의 국고증권실과 지역본부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현재 국고대리점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외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
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에도 설치되어 있다. 국고대리점 수는 1950
년 24개에서 2009년말 현재 1만 6천 242개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등에서 수납한 모든 국고금을 한국은행 본부에 설치된 정부당좌
국고대리점

예금 계정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동 수납내역을 수납 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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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일에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하며 동 보고 익영업일에 한국은행은 금융기
관 당좌예금계좌에서 해당액을 회수하고 있다. 한편 국고금 지출업무는 종전에는 정부관
서의 지출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및 국고대리점이 동 수표에 근거하여 국고
국고수표

금을 지급하는 국고수표제도 방식이었으나 2003년 1월‘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
이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는 폐지되었다.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은 정부관서의 지
출관이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국고금 지급정보를 전송하면 한국은행은 정부당좌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예금계좌에 실시간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국고금 수급총괄장 등 20여개에 달하는 국고금 출납관련 장부를 전산으
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고대리점으로부터 국고금 출납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매일 국고금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매월 수
입징수관 및 지출관 등 회계 공무원과 국고금 거래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있으며 각 회계
계정별로 국고금 수급액 및 그 잔액 등을 기재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
정부와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각종 국고관련 계산과 증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창립 이후 국고금의 수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1950년에는 수입 4억원, 지급 6
억원에 불과하였으나 6·25 전쟁중 방대한 전비지출과 휴전후 재건부흥비 지출 등으로 재
정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1960년에는 수입 1천 984억원, 지급 1천 961억원에 달하였다.
1960년대 및 1970년대 들어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국고금 수급액이 급증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수입 725조원, 지급 715조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각종 경제정책의 집행에 따른 재정수요 확대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되면
국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도 범위내에서 재정지출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차입요청하
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대해 대출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은 1950년 2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50년대에는 전시
재정수요와 전후 복구비의 증대, 1960~7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 실시와 이중곡가제에
의한 양곡관리기금 적자보전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재정
흑자로 발생된 잉여자금으로 한국은행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점
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
출이 늘어나면서 대출금이 다시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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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 대한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글
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한국
은행 차입을 다시 확대함에 따라 2009년중 일시적으로 정부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이
22조 9천억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2. 국채의 발행 및 상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73조 및「국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상
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은행에서 취급한 국채의 발행 상환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국국채는 6·25 전쟁 이후 전비조달과 예산상 일반세입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2~3년 거치 2~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950년부터 1963년까지 17회에 걸쳐
100억원이 발행되었다가 1975년까지 전액 상환되었다. 또한 산업부흥국채는 전후 재정
투자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1963년까지 모두 196억원이 발행되었으며 1984
년 미상환잔액 91억원이 조기 상환되었다.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
나 1968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동 회계 부담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의 도로국채가 1970년까지 총
361억원이 발행되어 1984년 전액 상환되었다.
군에 징발된 사유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및 매수대금에 갈음하여 1년 거치 10년 분
할상환 조건으로 징발보상증권 353억원이 1970년부터 1977년까지 발행되었는데 한국
은행은 피징발자가 수령하지 않은 증권 및 현금에 대한 공탁업무도 취급하였다.
1972년부터 1983년까지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을 위해「예산회계법」
에 의하여 국
고채권 5천 239억원이 9회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1986년 미상환잔액 500억원이 조기
상환되었다. 1975년부터 해방 이전의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을 대일청구권자금중에서
보상하기 위하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증권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980년까
1950년도 발행 건국국채

지 모두 25억원이 발행되어 1983년 전액 상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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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화학공업 건설에 필요한 장기설비금융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국민투자기금
의 재원 조달방법의 하나로 국민투자채권이 1974년부터 1991년 1월까지 모두 4조 2천
581억원이 발행되었는데 1994년 전액 상환되었다.
또한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기업예산회계법」
에 의해 1982
년과 1983년중 7회에 걸쳐 철도채권 750억원이 발행되어 1986년 전액 상환되었다. 그
리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중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효
율적인 자금확보를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공공용지보상채권이 1992년 5월부터 2000년 5월
말까지 686억원이 교부발행되어 2004년 전액 상환되었다.
재정증권은 시중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7년과 1968년중 9회에 걸쳐 총 277억원 발행되었다. 동 증권은 1977년부터는 90일물
을 중심으로 하여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발행되
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발행이 없었다가 1986년부터 유동성조절 목적으로 364일물
이 다시 발행되면서 1994년까지 모두 12조 2천 169억원이 발행되었다. 2003년 4월 할인채
방식으로 동 증권의 발행이 재개되었으나 2006년 9월 이후 발행이 다시 중단되었다.
한편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외국환관리
법」
에 의하여 1987년부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원화표시 외국환평
형기금채권은 2003년 11월 국고채권으로 흡수되기 전까지 총 45조 4천 708억원이 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행된 후 2008년 7월까지 모두 상환 완료되었다.
이 밖에 농어촌발전채권 농지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철도채권은 1994년부터 국채
관리기금 부담의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발행이 일원화되었다. 국채관리기금채권은
1998년 8월 국고채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자금부담주체도 2000년 4월 공공자금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관리기금으로 통합·이관되었다. 국고채권의 발행·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년 5
월 국채 통합발행(fungible issue)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 3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물가연동국채가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고채권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5
월 국채교환제도가 시행되었다. 국고채권은 발행초기에 연간 1~2조원 규모로 발행되었
으나 각종 채권의 통합 및 국고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증가 등으로 발행규모가 지속적으

국채관리기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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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채의 인수 및 매매
한국은행은 6·25 전쟁 이후 전후복구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산업부흥국채 196
억원을 전액 인수하였으며 1955년부터 1959년까지 발행된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
권 23억원중 17억원을 인수함으로써 전후 경제재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1972년 8·3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장기저
리대출로 대환한 자금의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특별금융채권 1천 939억원을
인수하였다.
1978년 이후에는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국채 및 정부보
증증권 등을 매입해 왔다. 특히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통화관리가 간접규제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국공채 보유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또한 경
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조원, 1998년중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 6조
5천억원을 인수한 후 동 원리금을 각각 2004년 11월 및 2009년 3월 전액 회수하였다.
2009년말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는 12조 8천 294억원에 이르고 있다.

4. 정부 유가증권 보관 및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국가재정법」
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
거나 보관하게 되는 유가증권을 수탁받아 이를 관리한다. 한국은행의 정부 유가증권 수
탁보관 규모는 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 및 증자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09년말 장수로 6만여장, 액면 금액으로 78조 523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수입인지 업무는 체신부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수입인지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
하고 관리 및 유통 구조가 취약하여 수급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1980년 5월「수입인
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동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82년 7월「수입인
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판매인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업무도 한국은행이 취
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청을 받아 판매인을 지정하던 방식을 1999년 5월 이후 신청
인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수입인지

행은 매년 수입인지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송부한 후 정부로부터 당해연도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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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수받아 금융기관 체신관서 등을 통해 전국의 수요자 및 판매인에게 이를 공급하고
있다. 2009년중 수입인지 판매규모는 금액으로 3천 992억원, 장수로 7천만장이며
2009년말 현재 수입인지 판매인은 서울의 103명을 포함하여 378명이다.

제5절 - 외국환 업무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창립과 함께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외환 및 무역금융업무를
승계받은 이후 한국은행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1960년대초까
지 외환정책의 수립·집행 및 외국환관리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왔다.
그러나 1961년 12월「외국환관리법」
이 제정·시행되고 다음 해 5월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환정책 수립 등의 업무가 정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1967년 1월 외국환
업무 전담은행으로서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외환 및 수출입관계 업무의 일부를
동 은행에 이관하였으며 같은 해 5개 시중은행 등이 갑류 외국환은행으로서 외국환업무
를 취급하게 되었다.
국제수지 사정이 어려웠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국제수지의 개선과 외화자금의 효
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강력한 외국환관리를 실시하였으나 1986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
로 전환되고 대외거래 규모도 급속히 커짐에 따라 외환자유화를 확대하였으며 1988년
11월 1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약 제14조국에서 제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 들어서도 외환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였다.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이후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자
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1998년 6월에는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9년 4월 1일의 제1단계 자유화조치로 새로운「외국환거래법」
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
되었다. 2001년 1월에는 제2단계 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
예금의 한도 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되었다. 한편「외국환거래법」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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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거래 허가제 일몰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006년부터 기존의 자본거래 허가사항이 신
고사항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4월에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국제 금융허브(financial hub)로 육성하는 내
용을 포함한‘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이 발표되었다. 당초 2011년 완료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은 2006년 5월 발표된‘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에 따라
2009년으로 완료시점이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2006∼07년중 원화 국제화, 해외투자
확대 등 1단계 자유화 조치의 추진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외국환포지션한도 폐지, 비은
행권 외환업무범위 확대 등 2008∼09년중 실시 예정이었던 2단계 자유화 조치는 2008
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유보되었다.
한국은행은 현재 한국은행법 제82조와「외국환거래법」등 관계법령에서의 위탁 규
정에 의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주요 업무내용은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리, 외환시장의 운영, 외국환거래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외환전산
망 운영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등이다.

1.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리
가.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 운영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외화예수금에 대하여 원화예수금과 마찬가지로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제도는 예금자 보호, 간접
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 외화자금 유입조절의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
화예금제도는 외국환집중제도를 완화한 예치집중의 방법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에는 거
주자의 외화보유 및 외국환은행의 단기외화자금 조달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1967년 1월 한국외환은행의 설립 이후 한국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이 외화예금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1967년 2월 2일 제5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금융기관의 외화
예금에 대한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을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외화예금 지
급준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지급준비율은 총예금의 15%이었으나
1968년 10월 저축성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0%로 인하하였다. 그 후 지급준비금 예

제5절 - 외국환 업무

257

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몇 차례 인하되어 1979년 11월 15일부터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에 대해 각각
1%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였다.
1985년 들어 원화의 평가절하 기대로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급증함에 따라 같은 해 7
월 23일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20%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가 1987년 2월 23일 4.5%
로 인하하였다. 1990년 3월 8일에는 거주자가 보유외환을 예금보다는 외환시장에 공급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원화예금 지급준비율과 동일한 수준인
11.5%로 인상하였다. 이후 1996년 4월 23일 9.0%, 1996년 11월 8일 7.0%로 인하하였으
며 2000년 4월 8일에는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을 구분하여 각각 2.0%, 5.0%로 인하
하였다. 2003년 9월 8일에는 외화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도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최소만
기(1개월 이상 외화정기예금 등)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2006년 12월 23일에는 원화예금
지급준비율 인상폭에 맞추어 요구불 성격의 외화예금의 지급준비율을 7.0%로 상향 조정
하였다.

나. 외화대출 관리
우리나라의 외화대출제도는 1952년 금융통화위원회가「제1 특별외화대부 취급규정」
및「제2 특별외화대부 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원자재 및 시설재 도입을 지원하면서 시작
되었다. 1967년 5월에는「외화대출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외화대출 융자대상
을 제한하였으며 1985년 3월 동 규정을「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으로 흡수하여 운
용하였다. 초기에는 수출 또는 외화표시 군납용 원자재 및 주요산업 시설재 등의 수입자
금을 원활히 공급함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국제수지 및 통화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
자대상, 융자비율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융자대상을 물품의 수입 또는 기술도입대가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된 대외 외화결제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협조융자자금, 국산기계구입자금, 대외 외화차입금 원리금상환자금 등으로 확대하였으
며 융자한도는 소요자금 범위내로 하였다. 외화대출금리는 각 외국환은행이 주요 국제금
리 및 외화여신업무 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1985년 이후 국제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원화의 평가절
상에 따른 환차익 기대 등으로 외화대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통화안정을 도모하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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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외화대출한도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1986년 8월 21일 현재
각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잔액을 원칙적으로 당해 은행의 외화대출한도로 책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대출토록 하는 제도로 1994년 1월 21일 폐지되었다.
또한 1987년 4월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흑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수지를 적정수준
에서 관리하고 국내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외화대출제도의 일종인 주
요시설재 수입자금지원용 예탁을 실시하였다. 이는 매년 연간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주무
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
천하는 시설재 수입자금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이 외화대출로 지원하면 그 소요자금을 한
국은행의 보유외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동 취급분은 각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한도
외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확충 필
요성 및 기업의 투자수요 위축으로 인해 1998년 상반기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1년 10월에는 내외금리차 축소,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 애로 해소,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금운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외화여수신규정」
을 폐지하고
외화대출 융자대상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을 전면 자유화하였다.
외화대출 융자대상 철폐에 따라 2006년 이후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채가 급증하고 원화절상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7년 8월「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을 개정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취급대상을 해외실수요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시설자금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업
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8년 1월에는 비제조업체에 대한 국내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
을 허용하였다. 또한 환율급등으로 인한 외화차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8년 3월과
10월 만기연장을 허용하였다가 2008년 12월에는 만기연장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화영업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통화관리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외국환은행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을 실시해 왔으나 미국 서브
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스왑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자 2007년 9월 한국은행의 스왑
시장 참여가 시작되면서 신규취급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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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환포지션 관리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적정규모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내통화에 미치는 교란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과 매각
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포지션은 1981년 4월 이후 원
칙적으로 현물환 및 선물환을 합한 종합포지션(overall position)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
다. 1999년 1월에는 기존의 순합산포지션(net aggregate position) 관리제도를 간편법
(shorthand position)에 의한 포지션 관리제도로 변경하여 통화별 매입초과포지션 합계
와 통화별 매각초과포지션 합계중 큰 금액으로 일별 외국환포지션을 산정·관리하고 있
다. 이는 외환위기 발생 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협의시 국제결제은행(BIS)
의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간편포지션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환포지션의 상하한은 1964년 11월 27일 외국환은행에 대한 포지션관리제도 도
입 이후 외환보유액, 통화사정, 외국환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
정하여 왔다. 그간의 주요 조치내용을 보면 외국환 매입초과한도의 경우 1981년 4월 1일
부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지점 등 은행그룹별로 매입초과액 상한을 전월 매입외
환 평균잔액의 20%에서 150%까지 차등 운용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9월 20일부터 모
든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액 상한을 전월 매입외환 평균잔액의 2배(동 금액이 2천만달
러 미만인 경우는 2천만달러)로 확대하는 한편 1990년 1월 1일부터 현물환포지션의 경우
항상 전월 매입외환 평균잔액의 2%를 매입초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외
국환 매각초과액한도는 1981년 4월 1일부터 선물환에 대해, 1982년 2월 1일부터 현물환
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으나 은행그룹별로 차등을 두었으며 1986년 8월 21일부터 현물환
매각초과를 금지하였다. 1993년 4월 1일부터 매각초과에 대해서도 은행그룹별 포지션한
도의 차별적 운용을 폐지하여 모든 외국환은행의 매각초과액 상한을 전월 매입외환 평균
잔액의 20%(동 금액이 1천만달러 미만인 경우는 1천만달러)로 하였다. 1993년 10월 1일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하여 전월 매입외환 평잔기준과 병행하여 운용하다가 1996년 1월
1일부터 자기자본 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간편법에 의한 포지션 관리제도로 변경된
1999년 1월 외국환 매입 및 매각초과 포지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15%에서 20%로
확대하여 운용해 오다가 금융기관 외환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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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말 자기자본의 30%로, 동년 5월 22일에는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외국환포지션 관리방식은 1981년 이후 10일 평균잔액 관리방식으로, 1989년
10월부터 5일 평균잔액 관리방식으로 운용하다가 1990년 1월 1일부터 일별관리방식으
로 변경하였다.

라. 스왑제도 운영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적자 보전과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원화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외국환은행과 환매계약에 의한 외화자금 매매(스왑)를 실시하여 왔다. 먼저 한국은행과
외국은행지점간 스왑은 외국은행지점이 처음 진출한 1967년부터 도입 실시되었으며 동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로 외국은행지점의 원화운용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한적
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1974년 이후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외화자금 조달목적으
로 동 제도가 활용되면서 국제수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스왑한도 및 스왑수익률을 탄력
적으로 조정하였다.
1980년대 중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1985년 3월부터 외국은행지점에 대하
여도 한국은행의 무역어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국내은행과의 차등조치를 폐
지함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의 스왑한도를 점차 감축하는 한편 스왑수익률도 인하하였다.
1987년 11월 1일 은행별 스왑한도를 10% 차감하는 동시에 신규진출 외국은행지점에 대
한 스왑을 허용하지 않도록 기본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1988년 5월 8일 스왑수익률
을 연 0.5%에서 연 0.3%로 인하하였으며 1989년 12월 1일과 1996년 1월 1일 은행별 스
왑한도를 10%씩 추가 감축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부족한 외환보
유액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7년 11월 27일과 1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스
왑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스왑수익률도 연 0.3%에서 연 1.0%로 인상한 후 다시 연 3.0%
로 추가 인상하였다. 이후 외환보유액이 순조롭게 확충되고 해외차입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1999년 5월 31일 스왑수익률을 연 3.0%에서 연 1.5%로 인하하였다. 2000년 1월
17일에는 연 0.3%로 추가 인하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데 이어 2001년 3
월 15일 스왑수익률을 완전 폐지하였다.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하여도 1974년 10월 이후 국제수지 적자보전을 위한 외화자금
조달방안으로 리파이낸스 또는 외화예수금에 의해 조성된 자금에 대하여 스왑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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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1979년에는 최초로 뱅크론(Bank Loan)자금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스왑을 실
시하였다. 그 후 1981년 스왑대상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였으나 1986년 국제수지 흑자전환
이후 신규 스왑을 중단함에 따라 스왑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1994년 1월 전액 회수되었다.
이후로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한국산업은행과 동 은행이 정부로부터 전대
받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자금을 대상으로 스왑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다.
1996년 2월에는 당시 급격한 자본유입 증가에 대처하여 해외증권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유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증권투자용 스왑제도를 도입
하였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등 경제여건이 바뀜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1998년 2월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2008년 10월 20일
동 제도를 완전 폐지하였다.
2006년 이후 조선업체 등의 수주 호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큰 폭 증가 등으로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 매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간 스왑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
고 외채가 급증함에 따라 2007년 9월 10일 스왑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스왑
시장에 참여하였다. 이후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
는 한편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 사정이 크게 어려워짐에 따라 2008년 10월 20일 한국은행이 다수의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2. 환율제도 변천과 외환시장 운영
가. 환율제도 변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해방 이후의 고정환율제도에서 1964년 5월 외환증서의 자유
로운 매매를 통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에 의하여 환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변동
환율제도로 전환되었다가 1980년 2월 27일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되었다. 복수통
화바스켓제도는 원화 환율이 주요국의 통화시세 변동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을 감
안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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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상 환율이 우리 경제의 여건이나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다.
따라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외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2일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
였다. 시장평균환율은 전영업일의 은행간 원화와 미달러화간 현물환거래 환율을 그 거
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었으며 은행간 거래환율은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일정범
위내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은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의 0.4%에서 1997년 11월에는 10.0%까지 점차 확대되었다가 1997년 12월 16
일 일일 환율변동폭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으로 원화 환율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 사정
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시장 기능이 크게 제고되었다. 다만 정부와 한국
은행은 환율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대내외 충격 등으로 단기간에 급변동하거나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이를 완화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외환시장 운영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환율의 경직적 운용과 강력한 외환집중제 실
시로 초보단계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 들어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도입되고 대외거래도
늘어나면서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 도입된 시장평균환율제도를 거쳐 1997
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환율의 시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도 실물경제의 성장 및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환위험이나 금리변동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금융거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1980년 7월 원화와 외국통화간 선
물환거래를, 1984년 1월 이자율스왑거래를, 그리고 1987년 10월부터 통화선물거래 통
화옵션거래 등 모든 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1일 선물환 등 파생
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을 폐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파생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였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하부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복수브로커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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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외 외국환중개회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였다. 1970년 9월부터 금융결제원 소
속 자금중개실(현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이 외국환중개업무를 전담해 왔으나 1999년
2월 기존 원화단기자금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던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외국
환중개업무를 허용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 ICAP외국환중개주
식회사를 시작으로 2007년 5월까지 모두 6개 외국계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 외국환중
개업무를 인가함으로써 국내 외환중개시장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이 밖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외환시장 참가자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
영협의회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동 협의회는 2001년 12월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
을 제정하여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거래원칙과
최선의 관행을 제시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을 국
내 주식 및 채권시장과 일치시킴으로써 시장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은행간 현물환시장의 호가제도를 국제관행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국제국 외환시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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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환거래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가. 외국환거래 심사 및 등록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1999년 4월 1일 규제위주의「외국환관리법」
이 폐지
되고 외국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한「외국환거래법」
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해 오던 외국환거래 심사업무(허가, 신고수리, 신고 등)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외국환거래법」시행에 따라 외국환거래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금지
하고 일부 거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에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외환거래 자유화정책이 꾸준
히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한국은행 허가사항은 점차 폐지되거나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외국환거래법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남아 있던 자본거래 허가
사항이 모두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종전 한국은행 신고 또는 신고수리 사항도
단계적으로 신고(신고수리)기관이 외국환은행으로 이관되거나 신고(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고 또는 신고수리 대상 거래종류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외환
거래 자유화로 외환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심사하는 외환거래 건수는 오히
려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1975년 4월부터 수행해 왔던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는 1997년 8
월 외국환은행으로 이관되었다.
2009년말 현재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심사
업무는 지급 등 허가 1개, 자본거래 신고수리 3개, 회수대상채권 제외(연장)신고 1개, 지
급 등 방법신고 4개, 자본거래신고 13개 등 총 22개이다. 이러한 외국환거래 심사업무
는 한국은행 본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본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전영업자 등록 및 검사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2009년말 현재 한국은행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수는 1천 4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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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 및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한국은행은 무역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즉 외국환은행이 행한 수출·수입 승인이
「대외무역법」
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동 수출·수입의 대금결제가
승인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1996년 12월 31일「대외무
역법」
상의 수출입승인 및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1999년 4월「외국환거래법」시행 전까지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는 외국환관리법규의 적용을 받는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각 외국환은행이
행한 외국환거래 인증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에 대한 인증사항 심사와 한국은행 총
재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거래가 허가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이행사항 심사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한국은행 허가 및 신고대상 거래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가 단계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 이관되어 현재 외국환거래에 대
한 사후관리 업무중 한국은행 신고대상 거래는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 신고대상 거래
는 외국환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국제국 외환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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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전산망 운영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한국은행은「외국환거래법」
에 의거 외환정보의 집중·관리 및 이용체계 효율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여 1999년 4월 1일부
터 가동하였다. 2000년 9월 외환수급, 외채 등 주요 외환통계 및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관련 보고서 등이 추가된 제2단계 외환전산망을 가동하였고 2005년 10월 외환수급통
계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료입수의 신속성 및 활용성을 제고한 신외환수급통계시스
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2006년 7월에는 팝업-알람시스템, 일일감시시스템 등 외환전
외환전산망 가동(1999. 4. 2)

산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은 외환정보의 집중, 외화자금 유출입동향 모니터링, 외
환통계의 작성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환업
무 취급기관을 비롯한 외환정보 보고기관은 자체 외환거래 정보 또는 보고기관을 경유
하는 제3자의 외환거래 정보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된
자료는 수시 또는 매 10일 주기 등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8개 유관기관에 제공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외국환거래법」시행으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외국환은행의 위임
업무에 대한 검사업무와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이관하
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부터 한국은행이 허가, 신고수리 접수 등을 한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금융기관 제외)과 외환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자
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는「외국환거래법」부칙 일몰조항이 2006년 1월 1일
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자본거래 자유화 확대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하였다. 동 시행령에서는 외화지급준비금, 외국환은
행의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및 외화자금 조달·운용과 관련된 외국환은행의 건전성 규
제에 대한 검사업무와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한국은행에 위임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검사하도
록 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허가, 신고수리 접수 등을 한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
인(금융기관 제외)에 대한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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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06년 불공정 외환매매조사 등 3회, 2007년 선물환 시장 수급불균형
에 대한 실태조사 1회, 2009년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등 외국환은행에 대한 검사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외환시장 안정에 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제6절 - 대외지급준비자산 관리

한국은행은 창립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 및 무역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외환의 매입, 수출입 관련업무, 해외원조자금 배정업무 외에 외화자금의 운용 등 대
외지급준비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967년 1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면서 외환 및 무역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보유외
환도 한국외환은행에 예탁 운용하게 되었다. 이 결과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준비자산 관
리는 한국외환은행을 통하는 간접운용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73년 10월 제1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수지 사정이 악화되고 대외지급준비자산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대외지급준비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1974년 9월 IMF 오일퍼실리티 인출, 1975년 3월 뱅크론 도입
등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대외지급준비자산을 직접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1976
년에는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관리 및 운용기능이 강화되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계속 악화되었던 국제수지가 1980년대 후반 큰 폭의 흑자
로 전환되어 대외지급준비자산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흑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유 외화자산의 일부를 국내 금융기관에 예탁 형태로 지원하였다. 한국은행 보유외환
의 금융기관 예탁은 199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금
융기관의 외화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데 대응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대외결제자금을
지원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예탁자금 회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경
상수지 흑자, 외자유입 확대 등으로 늘어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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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면서도 수익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특히 외환보유액 운용 측면에서 외화자산운용
조직 및 인력 확충, 투자대상물 다양화, 운용체계 선진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개선
이 이루어졌다.

1. 한국은행 설립 당시의 대외지급준비자산 관리
1950년 6월 한국은행 설립 당시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첫째, 한국은행은 국가 대외결
제자금을 관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며 둘째, 조선환금은행을 폐쇄하고
한국은행에 외국부를 설치하여 외국환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케 하며 셋째, 국내 거
주자가 취득하는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예치집중제를 채택하고 넷
째, 예치된 외환의 처분은 정부외환계정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
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설립과 동시에 조선환금은행의 외환 및 무역관리업무를 승계
하여 1967년 한국외환은행 설립시까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준비자산 관리업무를 전담
하였다.
당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원천은 정부 및 민간의 외환계정, 예수금, 유엔군으로부터
매입한 외환 등의 외화자금과 한일청산계정자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총준비자산
규모는 1~2억달러 수준에 불과하였다. 대외지급준비자산은 대부분 해외예치금으로 운
용하였으며 소규모의 미연방정부 채권과 일반 외국환업무 취급에 따른 외국통화 매입외
환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자동집중예탁제도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외거래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정부는 1967
년 1월 외환전담은행으로서 한국외환은행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존 외
화자산 및 부채와 환거래망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관계를 한국외환은행에 인계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의 공한(公翰, 1967년 2월 6일자)에 따라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 발족 조인식(1967. 1. 30)

의 대외신인도 보강을 위해 한국외환은행과‘외화자금예탁에 관한 약정’
을 체결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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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행의 보유외환을 한국외환은행에 예탁 운용하게 하였다.
동 약정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한국은행의 예탁금은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과의 수시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예치하는 무이자의 당좌계정과 이자가 지급되는 특별계
정으로 구분하고 둘째, 한국외환은행은 한국은행의 외화예탁금을 외국은행에 대한 정기
예치금과 당좌예치금, 콜론, 외국재정증권 매입, 지정외국통화 보유, 은행인수어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이외의 용도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
다. 이와 같은 용도제한은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안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었다.
이러한 자동집중예탁제도 실시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준비자산 관리는 한국외
환은행을 통한 간접운용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자금거
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은행은 1970년 11월에는 뉴욕연방준비은행, 1971년 1월에는
서독연방은행과 각각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을 통하여 미연방정부 채권, 은
행인수어음, 서독연방정부 채권 등을 매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소규모이긴 하나 대외지급
준비자산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하였다.

3. 국제수지 악화와 자동집중예탁제도의 폐지
1973년 10월 석유파동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황 및 국제통화의 불안 등으로 우
리나라의 국제수지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외결제준비자금의 효율적인
조달과 관리가 절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환은행의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서도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74년 8월 IMF로부터 골드 트란셰(gold tranche) 2천만
SDR을 필두로 크레딧 트란셰, 보상금융, 오일 퍼실러티 등 총 3억 4천 2백만SDR을 차
입하였으며 1975년 2월 26일 국제 은행차관단과 2억달러의 뱅크론 차입계약을 체결하
고 이를 3차에 걸쳐 인출하였다. 인출자금의 일부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 외
국환은행에 분산 예탁하여 동 자금을 해외 정기예치금으로 운용하게 하였으며 잔여자금
은 한국은행의 환거래 외국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하였다. 한편 1975년 4월 11일에는 이
미 유명무실해진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자동집중예탁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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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화자산의 운용 및 관리기능 강화
1976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지속적인 수출 증대와 대외차입 증가 등으로 대
폭 호전되었으며 대외지급준비자산 규모도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13
일 한국은행은 외환관리부로부터 관련기능을 분리하여 외화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담당
할 부서로서 국제금융부를 신설하여 외화자산 운용 및 관리업무의 확충과 효율화를 도
모하였다.
국제금융부 설치 이후 외화자산 운용은 유동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투자대상을
해외 정기예치금 및 단기 정부증권을 위주로 하되 시장성이 높은 중장기 채권도 포함토
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금리 동향에 따라 투자대상물의 만기구조를 신축적으로 조정
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제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미달러화 위주의 운용으로부터 탈피하여 점진적으로 보유통화를 다양화하고 금에
도 투자하였다. 한편 보유외환이 증가하자 한국은행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77년 2월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 특별예탁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외국
환은행의 선적후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확대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다시 큰 폭의 적자를 나
타내었다. 이로 인해 1976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외환보유액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여 한국은행은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를 위하여 특
별예탁제도 및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였으며 외화자산의
해외운용 역시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보수적으로 운용하였다.

5. 외화자산의 예탁운용 및 회수
1986년 이후 미달러화 약세, 유가 및 국제금리의 하락 등 이른바 3저 현상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고 그 결과 한국
은행의 보유외화자산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대외지급준비자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급증
하는 흑자재원을 정책적인 지원이 긴요한 부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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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행에 대한 각종 외화자금 예탁제도를 신설·확충하였다. 우선 급증하는 외환보유액
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내 외국환은행의 단기 외화영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86년 8월 일반예탁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987년 3월 및 4월 차입조건이 불리한
외채를 조기 상환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 조기상환용 특
별예탁과 시설재 수입선 전환용 특별예탁제도를 신설하였다. 1988년 4월에는 본격적인
자본수출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운용
자금 지원용 특별예탁제도를 도입하였다.
외화자산 예탁제도의 대폭적인 확충은 외채규모 감축 등 정책적인 목적 달성에는 크
게 기여하였으나 각종 외화자금 수요가 한국은행에 집중되면서 예탁종류가 다기화되고
거액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1989년 5월 일부 예탁제도를 정비
하고 일반예탁과 특별예탁의 구분을 폐지하는 등 예탁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예
탁의 종류는 단기 외화영업자금 지원용 예탁(종전의 일반예탁), 외채 조기상환용 예탁,
시설재 수입선 전환용 예탁 등으로 단순화되었다.
그러나 외화자금 예탁은 1990년 12월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
내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대한 예치가 시작되고 1993년 7월 종합금융사에 대해서도 외
국환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등 더욱 확대되었다. 다만 1995~96년에는 경상수
지 적자가 확대되어 외환보유액을 보강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억제하였다.
1997년 들어서는 대기업 등의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 급락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예탁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
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대외지급준비자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외환사
정이 어려운 은행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외환사정이 상대적으
로 덜 악화된 은행으로부터는 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였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결제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 자금은 1999년 6월 말까지 대부
분 회수하였다. 1988년 4월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
원한 해외운용자금 지원용 예탁도 지원대상이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금융기관의 국
제금융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여 1998년 8월 말까지 전액 회수하였다. 또
한 외환보유액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이 크게 낮아진 국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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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해외점포 예치금도 1999년 8월 말까지 전액 회수하거나 국내예탁으로 전환하였
다.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종합금융사에 지원했던 자금도 2002년 말까지 전액 회수함
으로써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6.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보유액 확충
199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오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에 직면한
1997년 12월 18일에는 39억달러까지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
고를 위해 외환보유액 확충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면서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은 2001년중 1천억달러
를 상회하고 2004년말에는 2천억달러에 근접한 데 이어 2008년 3월말에는 2천 64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직·간접투자자금 유
입 지속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이 크게 호전된 데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확
보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예탁한 외화자금을 2002년 말까지 대부분 회수하고 외환
보유액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운용수익을 꾸준히 늘려온 데 주로 기인하였다.
2005년 외환보유액이 2천억달러를 상회하면서 외환보유액의 확충보다는 외환보유
액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 운용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외환보유액 활용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2005년 5월부터 한국은행은 시중의 원화자금을 흡수하여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할 목적
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외화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원화자금을 받고 만기에 이를 재교환하
는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여 2007년 11월까지 총 177억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
였다. 2005년 7월에는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여 2007년 8월까지
총 17억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7년 9월에는 국내 조선·중공업
체의 수출 호조 및 해외증권투자의 큰 폭 증가로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 매도가 크게 늘
어나 스왑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외채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해 스왑시
장에 참여하여 외화자금을 공급하였다. 한편 2005년 한국투자공사(KIC)가 설립됨에 따
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0억달러의 외화자금을 한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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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위탁하였다.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운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동 위탁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였다.
2008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지속된 가운데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에 대
한 우려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국내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이 크게 불
안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장불안요인의 조기 해소, 외환위기로의 확산 방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환율급등 완화 및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
화유동성 공급 등 실효성 있고 시의적절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2008년 4·4분기에는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지
고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를 통
해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03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국내 금융기관에 직접 공
급하였다. 또한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수출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100억달
러 한도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재개하였다. 정부도 2008년 4·4분기중 수출입금융
지원 등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외화유동성 공급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한국
은행과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조치 등으로 2008년말 외환보유액은 2천 12억달러로 급
감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64억달러의 외화자금을 국
내 금융기관에 공급하였다. 이 밖에도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가 우리나라 대외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과의 통화스왑거래중 일부를 조기 해
지하여 외환보유액을 확충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외화유동성 공급 조
치는 국내 외화유동성 악화가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벽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유지 및 대외포지션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 지속,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및 국내 금융기
관의 외화조달 재개 등으로 국내 외환수급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였던 외화유동성 자
금을 대부분 회수하였다. 외환보유액도 운용수익 증가, 국민연금공단과의 통화스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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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래분 상환, 유로화 등의 강세에 따른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힘입어 다시 늘어
나기 시작하여 2009년말 현재 2천 700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통화
스왑거래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 총 118억달러를 회수하여 2009년말 현재
59억달러가 남아 있으며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는 2007년 10
월부터 2009년 말까지 총 9억달러를 회수하여 2009년말 현재 8억달러가 남아 있다. 한
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외국환은행에 공급한 자금은 2009
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여 2009년 12월 17일 전액 회수하였다.

7. 외화자산 운용방식의 발전
1990년대 들어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우선 운용조직 측면에서 국제금융부가 국제부로 편입되면서 종전 외화자금과가 외화자
금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운용체계면에서는 1993년부터 운용기준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도입하여 외화자산 운용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립하였다. 1997년부터는 해외운용 외화자산을 예치금 및 단기채권 중심으로 운용하
는 유동성자산과 중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수익성자산으로 구분·운용함으로
써 외화자산 운용방식을 종전의 유동성과 안전성 위주에서 수익성에도 유의하는 방향으
로 개선하였다. 이외에 새로운 투자대상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보유자산을 이
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증권매매거래, 증권대여거래, 금대
여거래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선진투자기법을 습득하고 외화자산의 운용수익률을 제고
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를 통한 위탁운용을 시작하고 이후 위탁
운용 자산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였다.
효율적인 외화자산 운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확충하였다. 먼저 트레
이딩룸 내에 블룸버그(Bloomberg) 통신과 경제정보 종합수신시스템인 TTRS(Telerate
Trading Room System)를 설치하였으며 1992년 3월부터 종전 텔렉스(Telex)로 처리
하던 자금결제업무를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시스템으로 대체하였다. 1997년 6월에는 외화자산 운용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외화자산관리시스템인 PORTIA(Portfolio Reporting,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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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vestment Analysis)를 도입함으로써 자산운용 위험관리 성과분석 회계처리에
이르는 외화자산 운용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였다.
1997년 하반기에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확산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외화유동성 부족
이 심화되자 보유 외화자산의 매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2004년 이후 한국은행 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수
익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 운용방식은 1990년대에 이어 더욱 변화·발전하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외환보유액 운용이 유동성과 안전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
면서 리스크관리부문을 강화하였다.
2000년에는 종전 국제국 소속실이었던 외화자금실을 별도 부서인 외화자금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현지운용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 외화자산의 운용효율성 제고
를 위해 한국은행 뉴욕(2001년) 및 런던(2002년) 사무소에 국외운용데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외환보유액 규모에 걸맞는 선진화된 운용체계 구축을 위해
외화자산 운용조직을 전략적 자산배분 등 기획 업무와 리스크관리 및 성과분석 등을 담
당(middle office)하는 외화자금국, 실제 운용을 담당(front office)하는 투자운용실, 자
금결제 및 전산시스템을 담당(back office)하는 운용지원실로 재편하였다. 이와 함께 내
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제도를 도입하였다.
투자대상도 국채와 정부기관채 중심에서 회사채, 자산유동화채 등으로 다변화하였
으며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하기 위해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도 활용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물환 등을 활용하여 채권 포트폴리오와 환 포지션의 통화구성
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currency overlay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적
극적으로 환율위험을 관리하게 되었다. 전문투자은행에 대한 위탁자산규모를 늘리고 투
자대상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에 특화하였다. 한편 국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수
집된 금의 일부(3톤)를 매입하고(1998년) 기존 국내보유금을 정련하는(2004년) 등의 조
치를 통해 금 보유규모를 확충하였다.
투자대상 다변화와 더불어 외화자산의 운용프로세스도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맞게
개편하였다. 먼저 계량분석반을 만들어 금리·환율 예측 및 최적자산배분 등에 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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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계량적 분석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다음으로 운용기준 설정에 있어 기존의 전
략적 운용기준 외에 전술적 운용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단기적인 시장변화에 대응한 체계
적인 투자전략 수립과 운용성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과평
가에 있어서는 기존 운용수익률을 통한 평가 외에 위험조정 성과평가와 성과요인분석을
도입함으로써 종합적인 성과분석 체계를 갖추었다. 리스크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발전
이 이루어졌다. 먼저 2000년에 VaR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모델을 도입한 데 이어 2007
년에는 투자지침에 추적오차 한도를 반영함으로써 위험총량을 기준으로 한 시장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신용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신용등급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부도확률 및 신용 VaR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2005년에는 투자대상물 확대 등 변화된 외화자산 운용체계를 뒷받침하고 운용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PORTIA시스템을 대신하여 신외화자산운용시스템(Foreign
Reserv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FROMs)을 도입하였다.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및 지원기능이 개선되고 외화자산 운용업무간의 유

외화자금국 투자운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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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연결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정보시스템과의 자동 인터페이스가 구현되고 수
작업 보고업무가 전산화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늘어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외국 중앙
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3년과 2005년에는 아시
아 및 대양주 중앙은행들이 동아시아지역의 채권시장 발전방안으로 추진한 아시아채권
펀드(Asian Bond Fund; ABF)에 투자하였다. 2005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컨설팅계약 체결을 통해 외화자산 운용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문을 받았으며 2006년에
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한 국제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그 밖에 투자대상물 확대 등 운용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여 2009년말 현재 전체 인원
의 14%를 외부전문인력으로 충원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를 충족하고 외화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은행 외화자산
의 통화 및 상품구성, 운용프로세스 등의 정보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은행 외화
자산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위험 증가 및 국내 외환시장

외화자산운용 국제포럼(2006.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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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외화유동성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보유 외화자산을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에 역점
을 두고 운용하는 한편 중장기채권을 현금화하는 등 자산별 비중을 신축적으로 조정하
였다. 또한 거래기관 등에 대한 리스크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관리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측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8.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협력
한국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
의 일환으로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3국 중앙은행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CMI 통화스왑은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
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역내 회원국에서 금융위기 발생시 미달러화
자금을 지원하는 체제이다. 한국은행은 2001년 7월 일본은행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중국 및 태국, 2002년 7월 말레이시아, 2002년 8월 필리핀 및 2003년 12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양자간 CMI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CMI 통화스왑계약은 양자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외환위기 예방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
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ASEAN+3 재무부 및 중앙은행 대표들은 기존 다수의 양
자간 통화스왑계약을 ASEAN+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일펀드 형태의 역내 금융협
력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CMI 다자화를 추진하기로 2006년 5월 합의하였다. 이후 3
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총 1천 200억달러 규모
의 CMI 다자화 펀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12월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이 다자화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일부 참가국의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감
안하여 CMI 다자화의 정식 발효시기는 2010년 3월 24일로 결정되었다. CMI 다자화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역내국가에서 위기 발생시 동 펀드의 16%인 192억달러를 부담
하고 우리나라에서 위기 발생시에는 동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화자금의 대규
모 유출로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대규모 외화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CMI 통화스왑계약
서명식(2005. 5. 27)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미·중·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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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08년 10월 30일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 경제로 확산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 12
월 12일에는 중국인민은행과 계약기간 3년의 1천 800억위안/38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
화스왑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2005년 5월 체결된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계약
CMI 다자화 계약서 서명식(2008. 12. 22)

규모를 기존의 30억달러 상당액에서 200억달러 상당액으로 확대하였다. 미·중·일 중
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및 외화유동성 공급대책은 당시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버팀목으로 역할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크게 기여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09년 2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스왑계약 만기를 당초 2009년 4월 30일에서 2009년 10월 30일로 연장하였으며 6
월 26일에 2010년 2월 1일로 다시 연장하였다.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 규모 확대
기간도 2009년 3월 31일, 6월 26일 및 2010년 1월 19일 세 차례에 걸쳐 2010년 4월 30
일로 연장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스왑계약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회
복세를 보이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2010년 2월 1일 예정대로 종료되었다.

한미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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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 금융안정 분석 및 금융기관 검사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이후 약 48년간 은행에 대한 인허가, 경영건전
성 지도, 여신관리, 검사 등의 은행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
정과「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1998년 4월 은행감독업무가 금융
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고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분
리되어 금융감독원에 통합되었다.
은행감독원 분리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제고와 금융안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금융기관 경영실태에 관한 분석을 고
도화하는 데 힘써왔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 주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여신
을 받은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
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안정 분석
금융안정이란 전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
은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요소의 안
정이 곧 금융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기관의 안정이란 금융기관의 신뢰가 유
지되는 가운데 경영상황이 건전하여 자금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주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기초경제여건을 잘 반
영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금융인프라의 안정
은 건전성규제나 시장규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하고 공적 금융
안전망과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를 뜻한다.
금융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금융불안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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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충격도 커짐에 따라 금융안정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제고는 물론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
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안정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은행감독원 분리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견고히 유
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은행은 1998년 은행부를 설치한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현황과 잠재적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금
융안정 분석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003년 4월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상황과
잠재적 불안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매년 두 차례 발간하고
금융안정보고서 창간호(2003. 4월)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금융안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안정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
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003년 10월 금융안정직군을 신설하고 2005년 3월 은행권
의 경영실태 분석과 검사에 중점을 두던 은행국을 금융안정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비은행금융권과 금융시장을 포괄하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
석하고 있다. 특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
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실태 분석, 잠재위
험 평가 등 경영안정성에 관한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관련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금융안정포럼 금융안정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정
보 수집 및 공유체계를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관
한 국제 논의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와 바젤은행감독
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에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
라 국제은행감독기준, 금융규제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국제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990년대 후반부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자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상황을 분
석하고 시스템내 주요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1년 4월 은행국내에 금융시스템분석팀(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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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석팀)을 신설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분석·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발
굴·제시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3년 4월 아시아지역 중앙은행중에서는 최초
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8년 이후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금융부문의 잠재적 위험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서 체제를 개선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대내외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거시금융의 안정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체제를 대폭 개편하였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지난 2004년 4월 이후 유지해 왔던 금융기관별 분석방식을 은행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유형별 분석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규제·감독제도 시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신BIS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국제논의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파악함과 아울러 규제 도입이 국내 금융경제 및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였
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제
도 강화 논의에 대응하여 동 제도 운영과 관련한 국내은행의 경영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관련 현안사항을 조명하여 금융안정에 관한 일반의 이해
를 돕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9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금융시스템리뷰지(誌)를 발간하였다.

나. 금융안정업무 기반의 확충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정도를 분석·평가하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기법을
고도화함으로써 금융안정업무의 기반을 다져 왔다.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방침 변화, 대출수요 증감 등 비계량적인 금융정보를 수집·분
석하는 대출행태서베이를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책임자
를 대상으로 대출태도와 대출조건의 변경, 대출수요의 증감 상황 및 주요 요인, 신용위
험에 대한 판단과 변동요인 등을 설문조사와 함께 전화 및 면담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하여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다. 대출행태서베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전략,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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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대출수요 변화 및 신용위험 향방 등을 예측하는 정보로 이용되고 있으며 통화신
용정책 및 금융안정정책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조직, 유형별 리스크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리스크
관리역량을 평가하고 반기마다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를 측정하여 금리위
험 및 시장위험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스트레스
지수와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였다. 금융스트레스 지수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7월 개발에 착수하여 2007년 3월
완성하였다. 동 지수는 외부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경로를 채권·외환·주식 시장
및 금융산업 등 4개 분야로 설정하고 총 13개의 측정변수를 기준으로 충격에 따른 지수
를 표준화 과정을 거쳐 산출하였다. 금융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BOKST-07)은
예외적이거나 개연성이 있는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에의 충격정도를 파악하기 위
한 목적으로 2006년 9월 개발에 착수하여 2007년 12월 완료하였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BOK04)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충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거시계량모형과 신BIS 자기자본규제를 결부시켜 금
리 주가 환율 부동산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을 추정하고 충격감
내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식별
하고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 및 기업부문의 신용위험을 파악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에 활
용하고자 가계 및 기업의 신용등급DB를 구축하였다. 그간 가계 및 기업부문에 대해서
는 가계 전체의 소득 부채 이자부담률과 상장기업 전체의 재무지표 등 총량지표를 중심
으로 분석하는 데 그쳐 미시적 분석이 취약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개별 차주의 차입규
모 소득 자산규모 및 신용상황뿐만 아니라 가계·기업의 신용등급 분포와 변화 추이 등
세부정보를 수록한 신용등급DB를 개발하였다. 가계신용등급DB는 2006년 8월부터
(주)한국신용정보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007년 7월 완성하고 기업신용등급DB
는 (주)나이스디앤비와 함께 2008년 9월 개발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들 DB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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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의 신용등급별 대출규모, 신용등급 변동현황, 연체율, 부실대출비율 등을 모
니터링하고 신용위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2008년 4월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성 수준과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안정지도를 개발
하였다. 금융안정지도는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2개 부문
(금융시장 안정성, 은행 건전성)과 금융안정 여건을 나타내
는 4개 부문(해외경제여건, 국내경제여건,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기업의 채무부담능력)의 안정성 수준을 10분위수로
평가하여 육각형 형태의 차트에 표시한 것으로, 통계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방식과 전문가그룹의 판단에 근거한 정성적
방식을 결합하여 작성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
금융안정지도를 수록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상황을 시
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일반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국의
DSR(Debt Service Ratio)과 유사한 원리금상환부담률 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지도

표를 개발하였다. 2008년 1월부터 주요 6개 은행을 대상으
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세부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차입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
률을 측정하고 있다. 이 지표는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의 합계
비율로 산출되는데 한국은행은 소득구간별 대출금액별 연령대별로 다양한 지표를 작성
하여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채무부담 수준과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신용위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08년
7월 실질연체정보와 연체율 예측정보를 담고 있는 대출취급시기별 연체율과 연체대출
전이율 등 새로운 연체율지표를 개발하였다. 대출취급시기별 연체율은 대출취급 이후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지표이고 연체대출 전이율은 연체
대출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동 대출이 연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음 기(期)로 이월되
는 비율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향후 신용위험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이후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와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위축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처분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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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유동
성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8년 12월 유동성 측면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유동성지수를 개발하였다. 동 지수는 국
내에서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CD 국고채 회사채(투자등급) 주식(KOSPI200 개별종목)
옵션(KOSPI200지수) 외환(원/달러 환율) 등 6개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를 기초로 산출된
다. 2009년 6월부터는 시장리스크 측정 패키지(Risk Craft Market)를 이용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때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파생금융
상품의 위험량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다. 금융안정 관련 대내외 협력체제 강화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전문가를 초청하여 2002년 11월에는‘중앙은행과 금융안
정’및‘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를 주제로, 2004년 11월에는‘바젤Ⅱ 도입과 대응과
제’및‘중앙은행과 금융안정기능’
이라는 주제로 금융안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전문가 그룹간의 논의를 정례화하고 금융안정에 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2005년 12월 학계 인사 및 금융전문가를 회원으로 하는 금융안정포럼을 발족하였
다. 2006년 이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금융안정포럼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성과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거나 금융안정에 관한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
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는 2009년 4월 금융
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이 금융안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되어 금융
분야의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중심기구로 부상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안정
위원회는 주요국의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국제금융기구 국제기준제정기구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등 여러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융규제
개선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양질의 자본 확충, 경기순응성 완화, 회계기준 및 금
금융안정포럼 창립토론회(200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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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강구, 거시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시스템 규제기관 필요성 연구, 국제 규제·감독기준
준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제흐름에 부응하여 2009년 3월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은행감
독위원회에 가입하는 한편 6월에는 금융안정시스템실을 설치하여 이러한 금융규제 및
감독강화 관련 국제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융안
정위원회 산하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산하의 다수 실무작업반
에 가입하여 우리나라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국제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를 구성하여 G-20회의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의 국제금융회의체 참
석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제시하고 대응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2.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취약요인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1998년 4월 은행감독원 분리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을 위해 1998
년 5월 은행부(1999년 5월 은행국으로, 2005년 3월 금융안정분석국으로 명칭 변경)를
신설하였다. 1998년 7월에는 은행부내에 경영분석기법 개발팀을 설치하여 6개월에 걸
친 연구 끝에 1999년 4월 경영실태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경영실태분석모형은 재무비
율 등 각종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별
평가점수와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동 평점에 의해 은행의 경영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
는 체계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이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매분기마다 은행의 경영실태
를 평가하고 있다.
2000년 8월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에 필요한 금융기관 경영관련 정보를 효율
적으로 입수·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보고서와 한국은행의 각종 검사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DB시스템으로서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등 경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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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금융기관 경영실태에 관한 정기적 종합분석 외에 시중자금이나 금융기관 여수신업
무의 쏠림현상, 여신 및 유동성 관리상의 취약점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시감시
업무를 강화하였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
수준 및 관리상태,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등 여신의 건전성 및 관리상태를 세밀하게 모
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의 주요 참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접근상의 제약 등으로 이들 기관의 경영현황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
고 2008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증권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비은행부문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교란요인으로 지목받게 되었다. 또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시행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
대되어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
로 예측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09년 3월 금융안정분석국내에 비은행분석반(2010
년 3월 비은행분석팀으로 확대 개편)을 신설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잠재적 위험을 점검
하고 경영건전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강화하였다.
9월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참여하는 정
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금융당국간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감독정보의 유관기관간 공유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같이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
는 비은행금융기관 경영정보의 공유범위가 넓어지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권역별 연합
회·중앙회·협회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가 축적되면서 전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
영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3. 금융기관 검사업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출받거나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해 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288

한국은행 60년사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1997년말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앞 검사 및 공동검사 요
구권,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긴급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황 조사·확인권,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에게 금융기관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확산,
금융투자업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및
공동검사 요구 등과 관련한 법적 기반이 확대되어 왔다. 2007년 1월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출현에 맞추어「전자금융거래법」
이 시행되고 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자금이체업무가 허용되면서 지급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자금융업자와 금
융투자업자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받았다.

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
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또는 검사 실시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동
공동검사 또는 검사 결과를 송부해 주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은 1999년 2월「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공동검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한국은행법과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규정 및 조치사항의 준수여
부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관리
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한국은
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넷
째,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거액의 유동성 부족상태를 보이거나 유동성이 크
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2005년 이후 금융기관의 외형경쟁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최초의 공동검사 관련문서(2000. 3. 13)

2008년 1월 금융기관의 영업행태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거나 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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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금융감독원앞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사유로 명시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
나 자금지원 필요성 발생 등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이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당초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대상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11조상의 금
융기관인 은행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금융지주회사법」제정시 은행
지주회사가 추가된 데 이어 2007년과 2009년 각각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투자업자에 대
해서도 전자지급거래 및 자금이체거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
감독원앞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가 가능해지는 등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대
상기관의 범위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국은행은 1999년 7월부터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및 검사 실시를 금융감독원에 요
구하고 있는데 공동검사에 비해 현장정보 획득기능이 떨어지는 검사 요구는 주로 지방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매년 1∼2개 은행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공동검
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자제하여 오다가 2000년 4월
한빛은행을 공동으로 검사한 이래 연간 13개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까지 늘어났으나,
근년에는 연간 5~6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대다수 공동검사는 특정 은행의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종합검사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는 금융현안 등 은행의 특정 분야
에 대하여 단기간에 걸쳐 집중 점검하는 부문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또는 검사 요구는 2004년까지 분기별로 대
연도별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 수행상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공 종합검사 (개)
동
검 부문검사 2)(회)
사
검사요구 3)(개)

-

3

13

13

11

12

8

8

6

3

5

82

-

-

-

-

-

-

1
(17)

2
(12)

1
(6)

2
(10)

1
(7)

7
(52)

22
<11>

30
<20>

18
<17>

19
<15>

4
<->

6
<1>

2
<2>

2
<2>

2
<1>

1
<1>

2
<1>

108
<71>

주 : 1) 은행지주회사는 해당 은행자회사에 포함하여 계산
2) ( )내는 부문검사 실시 은행 수
3) < >내는 검사요구에 따른 검사실시 외국은행 국내지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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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기관을 선정하여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 변경
등으로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대상기관을 조정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
라 2005년부터는 연간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대상기관을 미리 선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필요시마다 공동검사 또는 검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9월에는 한
국은행이 공동검사 또는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기
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상호간에 체결됨에 따라 필요시마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또는 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앞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는 금융안정 등 통화신용정책 수행
에 필요한 현장정보 획득, 통화신용정책 파급경로 및 통화신용정책 관련 규정의 준수상
황 점검 등을 위한 것이며 공동검사 및 검사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파악한 정보는 기획재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도 제공된다.

나.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행, 은행지주회사, 한국은행
과 당좌예금거래 약정을 체결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
국은행이 이들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청하는 자료는「은행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
감독원 등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결산서 등 경영상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자료, 경
영건전성 상황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등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대상기관은「전자금융거래법」
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2007년 1월「전자금융거래법」
의 시행에 따
라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등 지급결제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2월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
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과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행사는 자제하고 있다.

제7절 - 금융안정 분석 및 금융기관 검사

291

다. 금융감독원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앞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 초창기에는 한국은행과 금융
감독원간 검사업무 수행에 관한 협력원칙이나 절차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한국은행
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및 검사 관련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2년 6월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하는 사건
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2년 10월 양 기관은「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
서」
를 체결하여 금융감독원은 자체 검사계획을 한국은행에 사전 통보하고 검사과정에
서 취득한 정보는 상호 공유하기로 하였다. 2004년 7월과 2007년 7월에는 공동검사제
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
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수립한 검사계획과 관계 없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았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정보공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오다가 2004년 1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3개 기관간에「금융정보 공유
에 관한 양해각서」
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수의
정기보고서와 비은행금융기관의 보고서 일부를 상호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기능
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4월 국회 기획재
정위원회는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정보공유 및 공
동검사 원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
회 금융감독원은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공유하고, 한국은행이 요청하는 공
동검사가 지체없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동
검사 양해각서 개정방안을 협의하였다. 5개월에 걸친 협의 결과 2009년 9월 상기 4개
기관과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의 기관장이 새로운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으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양 기관 간에도 전면 개정된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다.
개정 정보공유 양해각서는 각 기관이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모든
정기보고서와 수시정보를 원칙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범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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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확대하였다. 각 기관이 제출받는 정기보고서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대방 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제공 시한, 정기보고서 목록의 교환주기 등을 명문화하는 등 정보공
유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각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유업무 목적
으로만 활용하고, 공유정보 유출시 해당 기관과 직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개정 공동검사 양해각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과「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및 전자금융업자 등도 양해각서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하였으며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검사 또
는 검사 실시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은 1개월 이내에,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공동검사
에 착수하도록 하고, 양 기관이 각각 자체 검사반을 운용토록 하는 등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절차 등을 한국은행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동검사 양해각서의 전면 개정에 맞추어 한국은행은 2009년
9월「한국은행법 제94조 등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을 전면 개정하여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내부체계를 정비하였다.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200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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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여신 공여 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 조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5조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임시적격자산
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공여하거나,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
한 영리기업에 대해 여신을 공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영리기업의 업무와 재산상
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마. 금융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의 요구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정책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금융감
독정책 방향이 통화신용정책 방향과 다를 경우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확정된다.

4. 은행감독원 분리 이전의 은행감독업무
한국은행이 설립되기 전에는 재무부가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한국은행 설립
과 함께 동 업무가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었다. 한국은행은 1998년 4월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으로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새로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이전될 때까지 은행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은행감독업무의 주요 내용은 은행 설립 등에 관한 인허가, 은행
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영지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여
신관리, 금융기관 검사, 그리고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이다.

가. 인허가 업무
한국은행은 1954년 8월「은행법」시행과 함께 은행 설립 및 점포 설치, 정관 변경 및
자본금 변경 등에 대한 인가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시중은행으로는 조흥은행 한국상
업은행 한국저축은행 한국상공은행 한국신탁은행이 있었는데, 한국상공은행과 한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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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은행은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아 1954년 10월 한국흥업은행으로 합병하였다. 이어 한
국저축은행이 1958년 12월 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59년 12월에는 서울
은행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한국흥업은행이 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을 포함한 10개의 지방은행 그리고 한국신탁은행이 설립되었다.
한국신탁은행은 1976년 서울은행과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이 되었으며 1995년 6월 서
울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80년대에는 은행업 진입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한은
행 한미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이 설립되고 1990년대 들어서는 하나은행 보
람은행 평화은행이 신설되었다.
점포설치 규제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과당경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은행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1970년대까지 은행의 점포 설치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단계적으로 이를 자율화하였다.
그 밖에 은행이 정관이나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
았으나 1994년 12월 이후에는「은행법」개정으로 유상증자가 자율화됨에 따라 자본금 감
소에 대해서만 인가받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이 은행업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갖
는 신탁 및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은행의 방만한 자산운용은 예금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졌다.
먼저 지급보증한도 규제는 은행의 방만한 지급보증 취급시 입게 될 손실과 이에 따
른 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1969년 1월 도입되었다. 당초 은행의 채무보증 및
인수는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1977년 12월「은행법」개정시 자기자본
의 20배로 확대되었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는 편중여신에 따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
립과 금융자금의 균점배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1950
년 5월「은행법」제정시 해당은행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의 25
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었으며 동일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는 1982년 12월「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관련 은행법 관계 문서
(제27조 제1항 제4호)

법」개정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후 동일인 여신한도는 두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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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조정되었는데 대출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
본의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은행법」제정 당시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사채 및 기타 유
가증권에 대한 투자액이 요구불예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다. 동 투자
한도는 1962년 5월 규제대상에 주식인수가 포함되면서 요구불예금의 25%로 확대되었
다가 1991년 12월「은행법」개정시 자기자본의 100%로 변경되었다.

다. 경영건전성 지도
한국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은행에 대한 건전성 지도업무
를 수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경영지도기준 운용, 경영 평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운용
등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1979년 2월부터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표준비율을 포함한 경영지
도기준을 설정·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경영지도기준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회계연도 결산 후에는 지표별 실적을 산정하여 연도
별 목표에 미달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1970년 11월부터 5개 시중은행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977년부터
는 평가대상을 지방은행으로 확대하였다. 1996년 10월에는 CAMEL 방식의 은행경영실
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CAMEL 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의 5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등급을 정한 후 부문별 평가 결과, 전반적인 경
영상태 및 감독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경영실태 평가등급에 따라 경영부진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
록 하거나 감독규정상의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하여는 ROCA(Risk management, Operational
controls, Compliance, Asset quality) 방식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은행 자기자본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규제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 통일기준」
을
제정하고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
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2년 7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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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말부터 은행들이 동 비율을 7.25% 이상, 1995년말부터는 8% 이상으로 유지하도
록 지도하였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단순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과 달리 은행의 자
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
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은행들이 위험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대
출 등 자산의 위험수준과 포트폴리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무수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1970년 4월 제정되었다. 은행보유 자산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
문 추정손실의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분류대상자산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 일반여신 산
업합리화관련여신 신용카드채권 매입외환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 등 7개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규제 완화와 은행경영의 자율성 제고,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주주 예금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4년 9월 은행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라. 은행여신 관리
19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초래된 대기업의 과다한 차
입의존 경영과 무분별한 계열확장, 대기업에 대한 여신 편중 등으로 기업재무구조가 악
화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이 저해되는 등 폐해가 나타났다. 이
에 따라 한국은행은 1974년 7월 계열기업군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을 규제하는 내
용을 담은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화 및 개
방화 진전과 함께 여신관리제도가 기업의 창의적인 영업활동과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
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가 대부분 폐지되었다.

마. 은행 검사
검사는 금융기관의 업무활동과 경영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기관이 관계법령·
규정·지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토록 하는 감독수단이다.
검사는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종합검사 부
문검사 개별검사로, 실시방법에 따라 임점검사와 서면검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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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일반은행과 농협·수협·축협의 신용사업 부문
을 검사하였으며 감사원장 또는 재무부장관 등이 위탁하는 경우에는 특수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도 검사하였다. 위탁검사 대상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상호신용금고 한국수출입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되었는데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등은 설립 근거
법 폐지로 일반은행으로 전환되면서 당연검사 대상기관으로 바뀌었다.

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한국은행은 은행과 고객간에 발생한 민원과 분쟁을 조정·해결하고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각종 금융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1988년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지침」
을 제정하여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거나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금융제도나 관
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고객의 불편 해소를 도모하였다.
연대보증 관행 개선, 구속성예금 취급관행 개선, 백지어음 징구관행 개선, 각종 은행거
래약정서 개선, 대출관련 징구서류 간소화, 휴면예금 환급 지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1975년에는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여 금융민원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1989년 3월에
는 민원조사 전담검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1987년 12월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
치하여 고객과 금융기관간 분쟁조정 및 합의권고 등 중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4년 7월에는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실내에 금융분쟁상담실을 설치하고 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요원들을 상주시켜 내방 민원인과 전화상담 민원인을 응대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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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 경제조사 및 통계편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통계업무는 한국은행 발족 직후 6·25 전쟁의 발발로 업무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951년 3월 조사월보가 속간됨을 계기로 정상화되었다. 1953년 7월 휴전 이
후에는 경제부흥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조사와 기존 통계의 정비 및 새로운 통계
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즉, 1955년에 국제수지, 1958년에 국민소득통계를 신규 편제하
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말까지 금융 재정 물가 국민소득 산업생산 등 기존 통계계열
을 정비·확충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들어서는 동 계획의 수립과 시행
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통화금융 국제수지 국민소득 산업 등 각종
조사통계업무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통계와 분석기법을 도입하였다. 1962

조사국 업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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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광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분석조사를 실시하고 1964년 국민경제구조의
종합적 분석기법인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1965년에는 자금순환분석을 처음으로 실
시하였으며 1967년 경제현상에 대한 계량분석기법을 본격 도입하였다.
1970년에는 1968년말 기준 국부조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움직임을 스톡과
플로우 양면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974년에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비통화금융기
관의 비중이 높아진 데 대응하여 금융개관표를 편제하였으며 통화개관표도 IMF방식으
로 개편하였다. 통화금융통계의 개선과 함께 국민계정간의 유기적 관계를 높이기 위해
1978년 신국민계정체계로의 개편에 착수하여 1987년 국민소득 자금순환 국제수지의 3
대 국민계정을 통합한 신국민계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 1989년에는 산업연관표를
포함한 4대 국민계정을 통합한 신국민계정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1980년대 이후 경제운용에 시장원리가 존중되고 자유화·국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1996년 은행의 가중평균 여수신금리 통계를 편제하고 1998년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
대하였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외채통계를 작성하였으며 1999년에
는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에 의거 국제수지 편제방식을 대폭 개편하였다. 한
편 한국은행은 1996년 IMF가 제시한‘특별통계공표기준’
(SDDS)을 준수하여 1999년부
터 주요 통계의 사전공표일정 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전면 개편하고 2006년 유동성지
표(L)를 발표하면서 총유동성(M3)의 명칭을 Lf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IMF
‘외채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과‘국제수지 매뉴얼’
에 따라 대외채권·채무통
계와 국제투자대조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 국민소득통계에 지출접근법을 도입
하고 실질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을 기존의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하
였다. 산업연관표도 속보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1. 조사업무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과 함께 통화신용 및 금융, 성장 물가
및 고용,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연구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책자 및 보고서,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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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고 있다.

가. 연차보고서 및 Annual Report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
계연도중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술하고 금융경
제상황을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창립 이후 2009년까지 60차에 걸쳐 연
차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였으며 1958년부터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 영역한
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나.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은 매월 최근의 경제동향, 논총, 해설 및 통계자료 등을 수록한‘조사통계월
보’
를 발간하고 있다. 1947년 5월‘조선은행 조사월보’
로 창간된 조사통계월보는 6·
조사국 간행물

25 전쟁의 발발로 1950년 6월호부터 1951년 2월호까지 발간이 중단되었으나 1951년 3
월‘6·25 사변 특집 임간호’
의 발간을 계기로‘한국은행 조사월보’
로 속간되었다.
1960년 5월‘조사월보’
로 개칭된 데 이어 1969년 4월에는 조사제2부가 통계업무를 전
담하게 됨에 따라 통계부문이‘통계월보’
로 분리되어 발간되기도 하였다. 1982년 1월
‘조사통계월보’
로 개칭되면서‘통계월보’
를 흡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3월
말 현재 제64권 3호(통권 736호)까지 발행되었다.

다. Quarterly Bulletin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69년 2·4분기 이래 조사월보
(1982년 이후 조사통계월보)에 게재된 분기별 경제동향과 논총 등을 영역하여
‘Quarterly Economic Review’
를 발간하고 있다. 2000년 1·4분기부터는 명칭을
‘Quarterly Bulletin’
으로 바꾸고 수록내용도 한층 보강하였다.

라. 경제분석 및 Economic Papers
1995년 5월 이후 금융경제에 관한 전문 학술 계간지로서‘경제분석’
을 발간하고
있다. 경제분석에는 한국은행 직원 이외에 학계의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의 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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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고 있다. 1998년 1월부터는 경제분석에 수록된 논문을 영역한 Economic
Papers를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Economic Papers는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에 2000년
12월 등재되었다.

마. 한국은행사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창립 이래 한국은행의 역할
과 조직 업무 등의 변천과정을 수록한 5년사 10년사 15년사 20년사 25년사 30년사 40
년사 50년사 및 60년사를 발간하였다.

한국은행사(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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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제연감(經濟곐鑑)
국내외 경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수록하여 통화금융정책의 수립과 정부의
경제계획 입안에 이바지하고자 1954년 연감편찬에 착수하여 1955년부터 1959년까지 5
차에 걸쳐 경제연감을 발간하였다.

사. 해외경제 포커스
국내외 경제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경제정보 제공을 위하여 1962년 1월부터‘주간경제
동향’
을, 그리고 1965년 10월부터‘주간해외경제’
를 각각 발행해 온 데 이어 1971년 1월
부터는‘주간내외경제’
로 통합하여 1988년 6월까지 발행하였다. 1988년 7월에는‘주중
해외경제’
로, 1992년 8월에는‘주간해외경제’
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2년 1월까지 발간
하였다. 2002년 8월부터는‘해외경제 포커스’
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주 발간하고 있다.

아. 해외경제정보
해외경제동향의 신속 정확한 파악을 통해 경제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일반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49년 이후 1969년 1월까지‘해외경제사정’
,‘세계경제’
,‘해외경제
동향’
,‘월간 해외경제’등의 명칭으로 해외조사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였다. 1973년
8월에는 세계 자원수급파동을 계기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월간 해외경제정보’
를 창간하여 1975년 12월까지 발행하였다. 1995년 7월부터
수시로 작성되는 해외경제 분석자료를 간추려‘해외경제정보’
를 반기별로 발간한 데 이
어 2002년 1월부터는 분석자료 건별로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한편 2004년과 2005년
에는 해외경제 분석자료를 모아‘세계경제의 조류와 전망’
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자. 기타
working paper 형태로‘금융경제연구’
,‘한은조사연구’등을 발간하고 있으며‘우
리나라의 통화정책’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알기쉬운 경제
지표 해설’등의 간행물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왔다. 1999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는 금융시장 및 금융제도 전문 논문집인‘금융시스템 리뷰’
를 연 2회 발간하였으며
2003년 4월부터는‘금융안정보고서’
를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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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편제
가.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관련 통계로 현재 통화지표(M1 M2)와 유동성지표(Lf L) 외에
예금취급기관개관표, 중앙은행계정,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가계신용, 산업별·지역
별 대출금 등을 편제하고 있다.
1974년 IMF의 기준에 맞추어 통화지표 편제에 통화개관표 방식을 도입하고 1982년
10월부터 총유동성인 M3를, 1989년 3월부터 단기유동성인 M2A를 작성하였으며 1996
년 12월부터는 MCT를 편제하였다. IMF가 2000년 발표된‘통화금융통계매뉴얼’
에서
편제방식을 기관중심에서 상품중심으로 바꿀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2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M1 M2를 작성하였으며 2006년 6월부터 L
을 발표하면서 M3의 명칭을 Lf로 변경하였다.
1996년 7월 은행을 대상으로 가중평균금리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대상
을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하였다. 1998년 5월부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 포함된 가
계신용통계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2003년 8월부터는 용도별 만기별 담보형태별
로 세분한 부속통계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가계신용통계중 예금은행의
주택 관련 가계대출 통계를 월별로 작성하면서 지역별 대출을 추가하였으며 2009년 9
월에는 조사대상을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하였다.

나. 자금순환통계
한국은행은 1965년부터 국민경제 각 부문의 자금거래를 형태별로 기록한 자금순환
표를 편제하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구조 변화 등이 자금순환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 형태를 1965년 24개에서 2009년 40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
제부문도 13개에서 30개로 세분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환경
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국민계정 편제기준(1993 SNA)으로의 이행을 위해 주식 채
권 등 금융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한편 대부사업자를 금융중개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금융부문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
경제통계분석 연구회 세미나(2008. 7. 21)

304

한국은행 60년사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다. 국제수지표
한국은행은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1957년 연간 기준의 국제수지표
를 편제한 데 이어 1958년부터는 IMF의‘국제수지 편제매뉴얼’
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
고 작성주기도 1958년 반기로, 1965년 분기로, 1978년 이후에는 월별로 단축해 왔다.
1999년에는 IMF의‘국제수지 매뉴얼 개정판’
(BPM5)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수지표 체
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국제수지 기본구조를 경상·자본·금융계정에서 경상·자본·
준비자산증감으로 변경하고 무역외거래를 서비스와 소득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금융계
정에 계상하던 예금은행의 자본거래를 자본계정에 계상하고 금융계정을 폐지하였다.
2006년부터는 월별로 경상수지의 계절조정계열과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Extended Balance of Payments Services; EBOPS)를, 연간으로 지역별·국가별 경
상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입 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1965년
부터 분기별로, 1991년부터는‘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체계’
에 맞추어 매월 무역지수
를 편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IMF가 임가공, 중계무역 및 금융서비스 등에 관한 편제방법 변경을 주
요 내용으로 국제수지 매뉴얼(BPM6)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새 기준으로의 이행
을 준비하고 있다.

라. 국제투자대조표
한국은행은 1983년 대외부채통계를 처음 편제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총대외지불부담’
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외채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1년
IMF를 포함한 8개 국제기구 연합 태스크포스에서‘외채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지
침’
(External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을 발표함에 따라 2003
년 9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외채권·채무통계를 분기 단위로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3월에는 IMF의‘국제수지 매뉴얼’
등에 따라 일정시점에서 거주자의 비거주
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일목요연
하게 보여주는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편제주기를 연 단위에서 분
기 단위로 변경하고 대외채권·채무통계를 국제투자대조표에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는 국경간 자본이동이 빈번해지는 데 대응하여 지역별 투자현황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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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위한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를 편제해 오고 있다.

마.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은 1960년부터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경영성과를 조사·분석한 기업경영분
석통계를 매년 작성·발표하고 있다. 특히 1978년에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를 모집
단으로 체계적인 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고 시계열
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는 상장기업을 대상
으로 분기별 상장기업경영분석을 편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이를 연간 통계로도 편제
하여 공표하고 있다.

바. 물가통계
한국은행은 현재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를 편제하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조선은행에서 1910년부터 작성해 오던 도매물가지수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90년 기
준년 개편시 물가지수의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국제흐름을 반영하여 기업
제품의 1차 출하단계 가격조사를 강화하면서 지수명칭을 지금과 같이 변경하였다. 1995
년 기준년 개편시에는 서비스의 높은 거래 비중을 반영하여 생산자물가 조사대상에 이
를 추가하였다.
수출입물가지수는 1958년 10월 편제를 시작한 후 통계에 대한 수요가 적어 1964년
말 중단하였으나 그 후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
라 1976년 1월부터 다시 작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1950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편제하였으나 196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하였다.

사. 국민소득통계
한국은행은 1957년 8월 홀(James K. Hall)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무부 사세고문
단(司稅顧問團)이‘한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건의’
를 통해 한국은행이 국민소득통계를
전담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공식추계기
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1958년에 연간 국민총생산을 UN의 권고안(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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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에 따라 추계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부
터는 편제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하였다. 1999년에는
‘1993 SNA’
의 권고대로 소득총량지표인 국민총소득(GNI)
을 도입하고 분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새로이 공표하였다.
2006년부터는 분기 경제성장률의 주지표를 원계열 전년동
기대비 성장률에서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성장률로 변경
하였다.
또한 1960년 이후 5년마다 10차에 걸쳐 국민소득통계의

경제통계국 국민계정자문회의(2010. 4. 29)

기준년을 개편하여 왔는데 1985년과 2000년 기준년 개편시 각각 신국민계정체계(1968
SNA)와 개정 국민계정체계(1993 SNA)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2009년에 실시한
2005년 기준년 개편시에는 소비 투자 등 지출항목을 직접 추계하는 지출접근법을 도입
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을 기존의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
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4년 UN 등 국제기구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이 마련한 2008년 국민계정체계(2008 SNA)로 이행할 계획에 있다.

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은 국민경제 내에서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산업연관표를 편제하고 있는데 1960년 처음 작성한 이후 2005년표에 이르기까지 12회
의 실측표와 9회의 연장표를 작성하였다. 2008년부터는 속보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연관
표를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2009년말 현재 2006년표와 2007년표를 작성 공표하였다.
3개년을 연결한 불변가격 산업연관표를 5회 작성하였으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
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2007년 처음으로 실측 편제한 데 이어 16개 시도의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2009년 작성 공표하였다. 또한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와 공
동으로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1985년표부터 2000년표까지 4회 작성하였다.

자. 기업경기조사지수 및 소비자동향지수
한국은행은 기업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조사하여 경기분석에 활용하고자 1966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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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기조사지수(BSI)를 분기별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1983∼90년 중에는 정부의 유
사통계 정리 정책에 따라 작성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1991년 경기판단능력 제고를 위
한 경기지표 개발의 일환으로 다시 분기별로 작성하게 되었다. 2003년 1월부터는 조사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여 작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소비자들의 경제상황
에 대한 판단을 조사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1995년부터 분기별, 그리고 2008년 9
월부터는 정부의 유사통계 단일화 방침에 따라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를 흡수하여 월
별로 작성하고 있다.

차. 기타 통계
한국은행은 1992∼2001년에는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PACE)를, 2001∼06년에는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EPER)를 매년 편제하였다. 2008년 1월에는 환경경제통합계
정(SEEA)의 기초통계인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개발하여 2004∼07년 계열을 편
제하였다.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업무는 2009년 1월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
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그동안 기초자료 여건의 미비로 작성을 유보해 온 국민대차대조표는 2010년
편제를 목표로 2006년부터 준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제통계국 통계조사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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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 국제협력 및 교류 활동
1.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금융회의체와의 협력
한국은행은 창립 이래 각종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및 교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
하여 왔다. 설립 당시 한국은행법에는“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
화, 은행기구와의 사무 교섭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
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1962년 5월 개정된 한국은행법과 1963년 11월 공포된「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부의 지시를 받도록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는 크게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간 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그리고 기타 국제금융기구로 구분된다.
IMF는 국제통화협력의 증진과 국제통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금융기구이다. MDBs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개발금
융기구들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MDBs에는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미주개발은행 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IDB)이 있다. 이 외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타 국제금융기구로는 1차 산품의 가
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이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의 대리위원으로서 정위원인 기획
재정부장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의 연차총회 및 기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제반 논의에 참여함은 물론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정책현안 검토 및 업무교섭, 이들 기구에의 출자·출연 및 기타 금융거래 등의 업
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71년 11월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정부를 대신하여 출
자·출연할 수 있도록「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된 이후 한국은
행이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왔다.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출자·출연액(납입액 기준)은 약 68억 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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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한 원화 및 기타 자산의 임치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G-20, ASEAN+3,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같은 국제금융회의체
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제금융회의체들은 국제금융기구와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나
공식 설립협정과 상설집행조직이 없으므로 회원국간 협력이 국제금융기구에 비해 비공
식적인 성격을 가진다.

가. 국제통화기금(IMF)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IMF 가입을 본격 추진하여 1954년
9월 제9차 IMF/WBG 합동연차총회에서 가입이 확정되었다. 이어 이듬해 8월 쿼타할당
액 1천 250만SDR(쿼타비중 0.14%)중 교환성통화 납입분(쿼타 할당액의 25%)인 312만
5천SDR을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보관시킨 금으로 납입함으로써 58번째 IMF 회원국이
되었다. 자국통화 납입분인 잔여 937만 5천SDR은 당시 원화에 대한 평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납입하지 못하다가 1960년 1월 완납하였다.
우리나라의 쿼타 규모는 IMF의 쿼타증액에 참여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9월 고성장개도국들의 저평가된 쿼타비중 개선을 위한 쿼타증액으로 우리나라
의 쿼타는 29억 2천 7백만SDR(쿼타비중 1.35%)로 늘어났으며, 출자 규모의 순위도 28
위에서 19위로 상승하였다. 2008년 4월 IMF는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는 쿼타배분구조
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쿼타증액을 결의하였으며 현재 회원국들의 국내비준절차가 진
행중이다. 동 쿼타증액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쿼타는 33억 6천 6백만SDR(쿼타비중
1.41%)로 증가하게 된다.
IMF 가입 이후 한국은행과 정부는 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IMF/WBG 합동연차총
회에 참석하여 왔다. 1985년 10월에는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중 14번째로 제40차 연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국은행은 정부 및 IMF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국제통화질서의 안정 등을 위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왔다. 1956
년 이후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IMF 협정문 제14조
국으로서 매년 IMF와 연차협의를 가졌으며 1978년 4월 IMF 제2차 개정협정문 발효 이
후에는 IMF 협정문 제4조에 의한 연차협의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40차 IMF/IBRD 서울연차총회 개최
(1985. 10. 8)

310

1988년 11월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IMF 협정문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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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수락함으로써 제14조국에서 제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IMF는 1969년 새로운 준비자산으로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을 창출한 이래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2천 40억SDR을 회원국에 배분하였다. 이중
1970~72년과 1979~81년중 이루어진 SDR 배분시에는 각각 93억SDR 및 121억SDR을
각국의 쿼타비중에 따라 배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당시 각각 2천 2백만SDR과 5천 1백
만SDR을 배분받았다. 한편 1981년 이후 SDR 배분이 없어 그 이후 IMF에 가입한 회원
국들이 SDR 배분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1997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된 IMF/WBG
연차총회에서 기존 배분액의 100%에 해당하는 214억SDR을 신규 창출하여 각국의 쿼
타대비 SDR 누적배분액 비율이 동일해지도록 배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동 배분
안은 미국 등 주요국의 소극적 태도로 동의요건(총투표권의 85% 이상을 가진 회원국 승
인)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효가 지연되어 오다가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
발한 이후 각국의 국제유동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9년 8월 발
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년 9월 1억 6천 1백만SDR을 배분받았다. 또한 2009
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국제유동성 확충을 위해 1천 612억
SDR을 신규 창출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IMF는 동년 8월 동 배분안을 의결하
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년 8월 21억 7천만SDR을 추가 배분받았다. 이로써 우
리나라의 SDR 누적배분액은 24억 4백만SDR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배분받은 SDR
은 한국은행이 수취하여 IMF 및 타회원국과의 거래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SDR 보유잔액은 23억 8천 9백만SDR이다.
IMF는 1976년 1월 자메이카에서 개최된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 IC)의 결
정에 따라 금의 국제유동성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SDR의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유금의 1/3인 5천만온스를 1976~80년중 시장가로 공매하거나
회원국에 공정가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공매에 따
른 매각익중 1천 270만달러를 배분받았다. 1978년 9월에는 IMF 금공매에 직접 참가하
여 우리나라 해당분인 6만 8천 6백온스의 금을 온스당 212.5달러로 매입하였다. 또한
1977~79년에는 4차에 걸쳐 6만 8천 5백온스의 금을 공정가로 반환받았다. 이와 같이
IMF로부터 매입하거나 반환받은 금은 모두 미국의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김건 총재 IMF 연차총회 참석(1989. 9. 28)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해 IMF의 다양한 융자제도로부터 196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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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987년까지 총 25억 9천만SDR을 지원받았다. IMF 융자의 인출 및 상환업무는 정부
를 대신하여 한국은행이 수행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수지 사정이 호전됨
에 따라 1987년부터 IMF 융자 이용을 중단하는 한편 융자 잔액을 1988년까지 전액 상
환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사정이 다시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가 하
IMF 신용상환 서명식(2001. 8. 23)

락하여 외환위기에 봉착하자 또다시 IMF와 총 155억SDR(약 210억달러) 규모의 융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융자 협약의 기간은 1997년 12월 4일부터 2000년 12월 3일까지
3년이었으며 1999년 5월까지 총 144억 1천만SDR을 인출하였다. 동 인출액은 1998년
12월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2001년 8월 상환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신장에 따른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89년부터 IMF의 양허성 지원제도인‘빈곤완화 및 성장지원금융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
에 융자 및 출연을 실시하였다.
PRGF 융자계정에 1989년부터 2001년에 걸쳐 총 9천 3백만SDR을 융자하여 2006년
말까지 전액 상환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PRGF 이자보조계정에 2009년말 현재 8천 6백
만달러를 출연하였다.
우리나라는 IMF와 세계은행이 회원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개발필요성을 평가
하기 위해 도입한‘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에도 참여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의 평가과정을 거쳐 2003년 6
월 FSAP 최종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가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IMF로부터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았
다. 구체적 사례로는 통화 및 외채관련 통계작성(1986년), 금융개혁(1992년),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의 조화적 운용(1999년), 금융선물거래 도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2000),
외환보유액의 위험관리(2003), 단기금융시장(2007)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들 수 있다.

나. 다자간개발은행
(1) 세계은행 그룹(WBG)
세계은행 그룹(WBG)은 전후 복구자금과 경제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45년 12월
설립된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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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과 그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및 국제투자보
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IBRD 가입은 1954년 9월 제9차 IMF/WBG 합동연차총회에서 IMF 가
IMF/IBRD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세련 총재
(1968. 9. 12)

입과 동시에 확정되었다. IBRD 출자금은 가입 또는 증자시 납입해야 되는 납입자본금
(paid-in capital)과 추후 IBRD가 요청할 경우 납입해야 하는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배정된 출자자본금 1천 250만SDR중
납입자본금 250만SDR을 납입함으로써 IBRD의 5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후 10차의
증자에 참여하여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출자액은 15억 8천 170만SDR(출자비중
1.00%)이고 출자규모 순위는 제22위이다.
우리나라는 IBRD의 모든 자매기구에도 가입하였다. 저소득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
되어 1960년부터 업무를 개시한 IDA에는 1961년 5월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출자금은 1백만달러였으며 이후 15차에 걸친 재원보충에 참여한 결과 2009년말 현재
IDA에 대한 출자액은 6억 8천 382만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개
도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1956년 발족한 IFC에는 1964년 3월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14만달러를 출자하였으며 그 후 증자 참여 등으로 2009년말 현재 출자금은 1천
595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밖에 국제투자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해외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66년 10월 설립된 ICSID에는 1967년 3월 가입하였다. 그리고 회원국
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여타 국제개발금융기구 활동을 보완할 목적으로 1988년 7월 설
립된 MIGA에는 동 기구 설립시 가입하여 2009년말 현재 158만SDR을 출자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BRD의 기술자문신탁기금 및 한국신탁기금과 같은 양허성 기금에
도 2009년말 현재 2천 3백만달러를 출연하였다.
(2) 아시아개발은행(ADB)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촉진하는 데 동참할 목적
으로 1966년 8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설립과 동시에 그 회원국이 되었다. ADB
출자금도 납입자본금과 최고자본금으로 나뉘는데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총 출자금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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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SDR이었으며 이중 납입자본금은 1천 500만SDR이었다. 그 후 4차의 일반증자와 2
차의 특별증자에 참여함으로써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ADB 출자금은 17억 8천만
SDR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납입자본금은 1억 2천만SDR이다. 또한 2009년 4월 ADB
회원국간 합의된 제5차 일반증자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출자금은 53억 5천만SDR로
증가하고 납입자본금은 2억 7천만SDR로 증가하게 된다.
ADB창설 총회에 참석한 김세련 총재
(1966. 8. 22)

ADB 가입 이후 한국은행과 정부는 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ADB 연차총회에 참석하
여 왔다. 1970년 4월 및 2004년 5월에는 제3차 및 제37차 ADB 연차총회를 유치하여
각각 서울 및 제주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ADB에 대한 출자 이외에 아시아개발기금 및 기술지원특별기금 등
ADB가 설치한 양허성기금에도 2009년말 현재 총 3억달러를 출연하였다.
(3)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DB Group)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프리카개발기금
(African Development Fund; AfDF)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에 가입하였다. AfDF 가입은 1979년 5월 14일 아이보리코스트의 아비쟝
에서 열린 제15차 AfDB 및 AfDF 합동연차총회에서 결정되었다. 1980년 3월 27일
AfDF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출자금은 920만UA(Unit of Account; 1UA=1SDR)였다.
그 후 10차의 재원보충에 따른 출자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며 제11차 재원보충이 납입 완
료되는 2010년 4월말에는 우리나라의 출자금이 1억 5천 502만UA(출자비중 0.84%)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AfDB에의 가입은 동 기구의 역외국 가입 불허방침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79년 5월 제15차 AfDB 연차총회에서 역외국의 가입 허용을 위한 협정문 개정이 이루
어짐에 따라 1982년 12월 정식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의 AfDB 최초 출자금은 1천 996만UA였으며 그 후 2차의 증자에 참여하여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AfDB 출자금은 9천 707만UA(출자비중 0.45%)로 늘어났
다. 또한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 및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 등 AfDB의 양허성
기금에 2009년말 현재 7백만달러를 출연하였다.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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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중동부 유럽국가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1년 3월 설립되었다. EBRD는 당초 유럽국가, 비유럽 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C), 유럽투자은행(EIB)으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1990년
제1차 설립준비회의에서 IMF 회원국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
2차 설립준비회의부터 설립준비를 위한 활동에 참가하여 1991년 3월 EBRD 설립시 회
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입 당시 출자금은 6천 500만ECU(출자비중 0.65%)이었으며, 이후 2
차의 증자에 참여하여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EBRD 출자금은 2억유로(1유로
=1ECU, 출자비중 1.00%)이다. 또한 기술협력기금 및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 등 EBRD
의 양허성기금에 2009년말 현재 210만달러를 출연하였다.
(5) 미주개발은행 그룹(IDB Group)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
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12월 설립되었다. 우리
나라는 2004년 11월 IDB 총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후 비준서 기탁 등 필요 절차를
마치고 2005년 3월 4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 때 IDB의 자매기구인 미주투자공사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 및 다자간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MIF)에도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IDB 및 자매기구 가입시 IDB에 9만 7천달러, IIC에 110만달러, MIF에
6천만달러의 출자금을 배정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IDB 및 IIC의 양허성기금에 각각 1
억달러 및 4천만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동 출자·출연액은 각각의 납입계획에
따라 대부분 납입이 완료되었으나 MIF에는 2010~12년중 2천 5백만달러의 출연금을
추가납입할 예정이다.

다. 기타 국제금융기구 : 상품공동기금(CFC)
상품공동기금(CFC)은 1차산품의 수출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
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주도하에 설립이 추진되어 1980년 6월 제4차 CFC 설립협상회의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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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1차산품 수출국인 개도국과 수입국인 선진국간의 이해 상
충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어 1989년 6월 설립협정문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개도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1979년 5월 제5
차 UNCTAD 총회에서 CFC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이후 필요절차를 마치고 1982
년 3월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이후 설립협정문이 발효된 1989년 6월 CFC의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설립협정문이 발효된 1989년부터 3년간에 걸쳐 133만SDR을 출자하
였으며 CFC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에 24만달러를 출연하고 있다.

라. 국제금융회의체
(1) G-20(Group of 20)
G-20은 세계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회의체로서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첫번째 회의가 열렸다. G-20의 회원국
은 G-7 국가, 유럽연합(EU) 및 12개 신흥시장국(우리나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
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이다.
G-20 관련회의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설되어 연 1~2회 개
최되고 있는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연 1회 개최되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연
2회 개최되는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수시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워크숍으
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의장국을 수임하였
으며 2010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 ASEAN+3
ASEAN+3은 ASEAN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
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및 우리나라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정상
회의 및 경제 외무 관광 보건 노동 등 각 분야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999년부터
연 1회 개최되고 있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역내 금융·경제분야 협력을 논
의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동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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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ASEAN+3 회원국들은 2000년부터 회원국간에 양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를 추진하여 2009년말
현재 회원국간 총 17건, 900억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기존의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들을 통합하여 1천 2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단기유동성 지원 계
약으로 전환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를 추진하여 2010년 3월 발족시켰다. 한국은행은 CMIM
재원 중 192억달러(총 재원의 16%)를 분담한다.
또한 2003년부터 역내 채권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한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를 추진하고 있다. ASEAN+3 회원국들은
ABMI 논의를 통하여 역내기업발행 채권에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CGIF)를 2010년중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역내 채권시장 규제체계 개선 및 역내 채권결제기구(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ies; RSI)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Financial Stability Board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G-7 국가들은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강화방
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FSF)을 출범시키
고 1999년 4월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1999년 6월에는 네
덜란드 싱가포르 호주 홍콩이 가입하였으며, 2007년 1월 스위스가 추가 가입하였다.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사회에서 FSF의 회원국을 확대해야 한
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FSF 비가입 G-20 회원국 및 스페
인과 함께 FSF에 가입하였다. FSF의 각 회원국에게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중요성에
따라 1~3석의 의석이 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2석이 배정되어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
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다. 한편 FSF는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로 명칭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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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은행협력기구와의 협력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혁신 및 금융시장의 통합화 등으로 국제 금융환경이 급변함
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중앙은행협력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 1966년 동
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outh East Asia, New Zealand and Australia;
SEANZA)에 가입한 이래 1990년 동남아중앙은행기구(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SEACEN), 1991년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원회의(Executives’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EMEAP), 1997년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에 각각 가입하여 회원 중앙은행들과 긴밀한 유대관계
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공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결제은행(BIS)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결제전담기구로서
1930년 2월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
고 운영되었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현재는 주로 통화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간 협력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BIS는 설립 이후 상당기간 동
안 선진국, 특히 유럽국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금융세계화가 진전됨
에 따라 1996년부터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으며 1976년에
는 BIS와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거래를 개시하면서 교류의 폭을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 9월 BIS 이사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경제권역별
거점국가들을 추가로 회원으로 초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배정된 3천주(총주식
의 0.58%)를 인수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3천 650만달러를 출자함으로써 1997년 1월 14
일 정식으로 회원은행이 되었다.
한편 BIS 이사회는 2001년 1월 8일 미국 상업은행 주식 회수분 3만 5천 933주(총자
본의 7.04%)를 출자지분별로 회원국에 추가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행도 2005년 5월 31일 211주(보유지분 3천주의 7.04%)를 418만달러에 추가로 매입함
으로서 2009년말 현재 BIS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 출자금액은 4천 66만달러(3천 2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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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고 있다.
BIS의 정식회원이 된 이후 한국은행은 연차총회를 비롯한 BIS가 주최하는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임원 및 실무직원들과 통화·외환정책, 금융안
정 등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각종 조사연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BIS 정식회원 가입을 계기로 BIS의 3대 상설위원회인 바젤은행감
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지급결제제도위원회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및 세계금융제도위원회
(Committee on Global Financial Systems; CGFS) 가입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하면서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BIS내에서 주
요 신흥시장국의 BIS 상설위원회 참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9년 3월
과 7월에 BCBS 및 CPSS에 각각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어 동년 11월에는 CGFS
에도 정식회원으로 가입함으로서 한국은행은 BIS 3대 위원회에 모두 정식회원으로 참
여하게 되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BIS내에서 아시아지역 중앙은행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2001년
3월 설립된 BIS 아시아지역협의회(Asian Consultative Council; ACC)에 창설회원으
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BIS가 1998년 7월 홍콩에 설립한 BIS 아시아사무소
주최 각종 회의 및 조사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BIS 아
시아사무소와 공동으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원회의(EMEAP)
동아시아·대양주 지역내 9개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자유화 및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에 대응하여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1년 1월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
원회의(EMEAP)를 출범시켰다. 이후 중국(1992년)과 홍콩(1993년)이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EMEAP의 회원은행은 11개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
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창립회원으로 참가하였다.
EMEAP는 동아시아·대양주지역의 주요국 중앙은행간 협력 증진과 회원국 금융경
제에 관한 정보교환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비공개 회의체이며 특별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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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출자·출연금이 없다. 또한 SEACEN 및 SEANZA와 마찬가지로 역내 중앙은행간
협력기구이기는 하나 이들과 달리 정책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유럽 및 미주 등에 비
해 취약한 아시아지역 중앙은행간 금융협력의 중심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MEAP는 창설 이후 연 2회 부총재 또는 부총재보가 참석하는 임원회의를 운영하
여 왔으며 199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총재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동아
시아·대양주 지역의 통화 및 금융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통화금융안정위원회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MFSC)를 신설하여 거시모니터링,
리스크 및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요 업무분야별로 회원은행 상호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회원은행의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시장 지급결제제도 은
행감독 IT 등 4개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가 활동 중이다. 1998년 2월에는 호주
일본 및 한국의 은행감독체계 개편으로 신설된 감독기관에 대하여 은행감독 실무협의체
의 회원자격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동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6년 2002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제11차(서울) 제24차(제주) 제35
차(제주)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000년 제5차 총재회의를 한국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2000년과 2007년 지급결제 실무협의체,
2001년 은행감독 실무협의체, 2002년 금융시장 실무협의체, 2005년 IT 국장회의를 각
각 개최하였다.

다.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는 회원은행간 정보 및 의견교환과 공동관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연수활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남아시아지역 중앙
은행간 협력체이다. SEACEN은 1965년 9월 제20차 IMF/WBG 합동연차총회에 참석
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 모임의 구
성을 제안하여 1966년 2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7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합한 것을
계기로 발족하였다. 2009년말 현재 16개국의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한
국은행은 1990년 1월 9번째 회원은행으로 가입하였다.
제34차 SEACEN 총재회의 개최
(199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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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국가의 중앙은행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활발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1993년과 1999년에는 제28차 및 제34차 SEACEN 총재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SEACEN의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SEACE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의 회원국 경제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 Centre와 공동으로 각종 연수활동 및 회의 등을 매년
1~2회 정도 개최하고 있다.

라.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은행
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영연방국
가의 중앙은행들이 1957년 출범시킨 기구이다. 창설회원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스리랑
카(당시 실론) 파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영연방 5개국 중앙은행이었으며
1957년 9월 호주 시드니에 최초의 연수과정(Central Banking Course)이 개설되었다.
SEANZA 회원국은 출범당시 5개국에서 1999년말 현재 20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한국은
행은 1966년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 한국은행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총재회의와 연수과정에 참석하는 한편
1977년 10월 제12차 SEANZA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1978년 9월부터 11월까지 10주간
에 걸친 제12차 SEANZA 중앙은행 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

3. 외국 중앙은행과의 교류협력
가. 외국 중앙은행과의 정례회의 개최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은 1996년 6월 이후 BIS 총재회의, IMF 연차총회 등의 국
제회의 참석기간 중 비공식 총재회의를 부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긴밀한 교류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8년 12월 동 회의를 공식화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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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간 공식 총재회의가 2009년 7
월 중국 심천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2005년 5월 3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한·중·일 중앙은행 국장급 정례협의회
를 신설하여 3국 중앙은행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3국 중앙은
일본은행과의 중견간부 정례협의회
(2007. 8. 31)

행은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책협의 등을 위해 국장급 정례협의회를 200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편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었던 한·중 국장급 정례협의
회는 2006년 이후 한·중·일 중앙은행 국장급 정례협의회에 흡수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일본은행 및 중국인민은행과의 유대 강화와 긴밀한 정책협력
등을 위해 한·일, 한·중 중견간부 정례협의회를 각각 1993년 및 2006년부터 매년 개
최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앞선 금융경제체제와 통일과정에서의 정책경험 토론, 한국은행 교류협
력의 유럽지역으로의 확대 등을 위해 독일연방은행과도 2006년 이후 상호방문 형식으
로 매년 정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국 중앙은행 직원초청 국제행사 개최
한국은행은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 중
앙은행과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매년 주요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
으로 세미나(Central Banking Seminar)를 개최하고 있다. 전세계 20여개국의 중앙은
행 중견간부가 참석하여 중앙은행의 정책과제 및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서로 토론하는
동 세미나는 2009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간 협력기반 강화와 정책경험 공유
를 위해 1985년 이래 비정기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고위인사, 학
계 저명인사,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등을 초빙하여 창립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이를 금융경제연구원
주관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로 정례화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다.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중앙은행에 대한 기술지원
중앙은행 세미나(2009.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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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03년부터 한국은행의 업무지식과 경험을 개도

국 및 체제전환국 중앙은행에 전수함으로써 선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위상을 제
고하고 상호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은행 업무연수(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초청대상국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으
로 한정하였으나 2007년부터 동유럽지역 체제전환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외국 중앙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행 방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베트남과 네팔 중앙은행 직원에 대해 외화자산 운용 및
통계기법에 대한 방문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한국은행 직원의
장기파견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행의 위상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캄보디아중앙은행
에 2007년부터 2명, 네팔중앙은행에 2008년부터 1명을 파견하고 있다.

제10절 - 국민경제교육 및 기타 업무

1. 경제교육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해져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의 효과도 높아지게 된다. 예
를 들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이 시장금리 주가 등 가격지표와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게 된
다면 금리정책의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경제행위 및
관행의 정착은 자산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와 거품의 형성·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의 발
생 등을 예방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세
계화의 진전, 금융기법의 발달 등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
장에 더욱 중요해졌으며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욕구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2005년 3월 대국민 경제교육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기획국 소속 경제홍보실을 부서단위인 경제교육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그리

제10절 - 국민경제교육 및 기타 업무

323

고 경제교육센터내에 청소년 경제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개발팀과 대학생과 일반인에 대
한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교육운영팀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경제교육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자료 개발·배포를 3대 기
본 축으로 하여 국민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경제교육은 학생 군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내외에서 직접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및 인력 등
의 제약으로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1회성 교육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
라 한국은행은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경제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일선 교사들을 위한 경제교육 교재와 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자
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등에 보급하고 있다.

가. 현장 경제교육
현장 경제교육은 한국은행에서 강사가 직접 외부로 나가 교육을 실시하는 외부기관
방문 경제교육과 교육대상자가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한은방문 경제교육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기관방문 경제교육에는 학교 경제강좌와 외부기관 경제강좌가
있으며 한은방문 경제교육은 한은 금요강좌, 한은방문 경제강좌, 청소년 경제캠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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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 경제교육은 그동안 교육 횟수 및 인원
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약 3천회, 3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1) 외부기관방문 경제교육
(가) 학교 경제강좌
학교 경제강좌는 우리 경제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제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은행
강사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실시하고 있다. 경제학 전공 교사의 부족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한국은행이 일정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여 2005년 3월 이를 제도화하였다. 동 강좌는 경제 기본원리,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
할, 신용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5학년 이상의 초등학생 및 중·고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2008~09년에는 연간 교육 횟수와 인원이
약 2천회, 2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학교 경제강좌를 실시함에 있어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하였다. 경제교육 강사에 대한 강의기법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2008년
이후에는‘청소년 경제교육의 질적 평가 방안’
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경제교육 성취도를
평가하고 경제교육의 효과가 실생활에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등을 조사하여 교육
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1회성 교육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하여 수강생들에게 일련의 강의주제를 패키지로 교육하는‘학교 경제강좌 이수제도’
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나) 외부기관 경제강좌
외부기관 경제강좌는 대학 군부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경제강좌를 신청하
는 경우 한국은행 직원이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8백회에 걸쳐 8만여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이후‘경제교육교수
반’
을 설치하여 수요자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제교육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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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실시하였으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해 많은 교
육기회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2) 한은방문 경제교육
(가) 한은 금요강좌
한은 금요강좌는 1995년부터 실시해 오던 대국민 경제교육 프로그램인‘경제교실’
을 경제교육센터 출범과 함께 확대·개편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실시하고 있
다.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부에서만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제이슈 통화정
책방향 금융시장동향 등의 다양한 주제로 행내 강사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동 강좌를 일정 횟수 이상 수강할 경우‘한국
은행 경제 기본과정(또는 전문과정) 수료증’
을 수여하는‘경제교육 수료증 제도’
를 운영
하고 있어 대학생 등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 한은방문 경제강좌
한은방문 경제강좌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종 기관 및 단체가 경제강좌를
사전신청 후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수강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은행의 기능 및 역할, 최
근 국내외 경제동향 등 다양한 주제의 경제강좌를 수강한 후 화폐금융박물관도 관람할
수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인기가 높다.
(다) 청소년 경제캠프
청소년 경제캠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서 자체 사정에 맞춰 1~4일간 실시하는 집합교육 과정으로 2004년부
터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금융경제 관련 강의, 산업현장 견학 및 경제토론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에서의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경제캠프는 3박 4일간 한국은행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 경쟁률이 매번
10대 1을 상회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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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요강좌 (2010. 3월) ▲
◀ 청소년경제캠프(2009. 3월)

▲ 교사직무연수(201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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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사직무연수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의 학교 경제강좌가 소화할 수 있는 교육 횟수와 인원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청소년 경제교육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경제)담당 중·고등학교
교사를 통한 경제교육이 중요하다. 교사직무연수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5년부
터 본부와 일부 지역본부에서 방학기간 중 4박 5일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
육내용은 금융경제 관련 강의, 경제교육 교수방법, 산업현장 견학, 일선교사의 경제교육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제이론 외에도 교사들이 경제교육 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참가 교
사들로부터 유익한 연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온라인 경제교육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 공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 경제교
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경제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국은행은 이러한 경제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1회성 교육이라는 현장 경제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 4월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에‘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http://youth.bok.or.kr)’
이라는 부속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경제교육 서비스를 시
작하였다.
2006년 9월에는 동 사이트를 한국은행 홈페이지 부속이 아닌 별도의‘한국은행 경제
교육 홈페이지(http://www.bokeducation.or.kr)’
로 확대·개편하면서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을 교육 대상별로‘어린이 경제마을’
과‘청소년 경제나라’
라는 2개의 사이트로
나누었다. 또한 각각의 이용자들이 경제 기초개념에서 금융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균
형 있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매일학습 e-book 동영상 만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를 수록하여 전문적인 경제교육 사이트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는 2006년말 정보통신부로부터‘청소년 권장사이트 대상(大賞)’
을 수상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일반 국민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교육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경제정
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들 대상의‘대학생/일반인 경제교육 홈페이지’
를
새로이 가동하였다. 이로써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는‘어린이 경제마을’
,‘청소년
경제나라’
,‘대학생/일반인 경제세계’
의 3개 부속사이트로 구성되어 대상별로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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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전문 온라인 경제교육의 장으로서 명실상부
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
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 경제교육 이수제도, 사이버 경
제교육 우수학교 선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경제 글짓기, 경제 포스터 그리
기, 크로스워드 낱말 맞히기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
의 결과 이용자들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 2009년말 현재 회원수는 11만 9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천명, 총방문횟수는 1천 19만회에 달하였다.

다. 경제교육 자료의 개발
한국은행은 경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3월 교육 대상별로 표준 경제
교육 교재인‘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용, 전 4권)’
를 발간하였다. 2008년 및 2009년에는 그동안의 제도변경 내용과 각종 통계자료 등을 보
완하여 동 책자의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또한 어렵게 느끼기 쉬운 경제 내용을 흥미있는
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경제만화를 2005년부터 매년 한 권씩 총 5권을
발간하였다. 이 밖에도 학교 경제강좌를 위한 표준 강의안과 강의 보조용 동영상을 비롯하
여 경제교육 홈페이지에 수록하기 위한 경제학습용 플래시 등 콘텐츠도 다수 개발하였다.

2. 홍보활동
한국은행은 홍보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1987년 12월 조사1부 내에 경제홍보과를
신설하였다. 1993년 9월에는 홍보부로 개편하였다가 1998년 기획부내 경제정보실로 조
정하였다. 이 기간중 한국은행의 주요 홍보활동은 경제홍보용 간행물의 발간, 시청각 자
료의 제작, 방문견학 제도의 운영, 홍보기념품의 제작 등이었다. 1997년 12월에는 인터
넷 홈페이지의 개통으로 홍보의 중심이 자료 발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은행
의 홍보수단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1년 화폐금융박물관의 개관으로 홍보
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
양한 박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의 실시가 가능해졌다. 한편 경제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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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커짐에 따라 2005년 3월 경제정보실을 홍보와 경제교육을 총괄하는 경제교육
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홍보활동은 주로 정책홍보활동, 홈페
이지 운영, 홍보시설의 운영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정책홍보활동
한국은행은 2000년대 들어 홍보용 간행물의 발간·배포와 같은 단순한 홍보에서 벗
어나 정책홍보 활동을 주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홍보활동은 일반적인
홍보활동과는 달리 평소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국은행의 통화정책을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그룹을 대상
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은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여론선도층이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신뢰를 갖게 할 경우 장
기적으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홍보활동으
로는‘통화정책 경시대회’
와‘통화정책 워크숍’등이 있다.
(1) 통화정책 경시대회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통화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작하였다.
동 대회에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참
가자들은 각종 경제 및 통화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경제현황 및 물가동향
을 분석하여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 등을 발표하
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단계를 통해 경합하게 된다. 동 경시대회에는 매년 전
국에서 70~80개 팀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써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한국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적능력 경쟁의 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참고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영란은행, 뉴질랜드 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이와 유사한 경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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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경시대회(2009)

(2) 통화정책 워크숍
통화정책 워크숍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현직 교수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
이고 국내외 경제동향 및 주요 금융시장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
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35명 내외의
경상계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등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 행사는 한국은행
의 정책 홍보는 물론 한국은행 임직원들과 여론선도층인 대학교수들과의 만남을 확대함
으로써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여론선도층 대상 설문조사
한국은행은 정책홍보활동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매년말 정·관계 학계 언론계 업
계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이미지, 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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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은행 홈페이지 운영
한국은행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1997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를
처음으로 개통하였다. 이후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와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부응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2009년 말까지 총 7회에 걸쳐 개편 작업
을 완료하였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2004년 4월 금융경제연구원 홈페이지와 시각장애인 홈
페이지를 메인 홈페이지의 하부로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일반인의 수요가 많은 경제통계
부분을 분리하여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2008년 11월
에는 조사연구자료를 초기화면에 배치하고 주제별로 분류하는 한편 법령·규정 시스템
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9년 5월에는 정책홍
보 강화를 위해 통화정책 관련 콘텐츠를 확충하고 통화정책방향 발표 후 실시하는 총재
기자간담회의 동영상을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홈페이지는 최근 들어 매년 300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2009
년 12월에는 웹어워드위원회가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하는‘웹어워드 코
리아 2009’
에서 특수은행 분야‘대상’
을, 한국 디지털 에이전시 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Korea Digital Media Award 2009’
에서는 은행부문
‘대상’
을 각각 수상하였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과 한국 경제의 위상 강화로 우리나라 경제
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정보 욕구가
크게 커짐에 따라 2009년 2월 한국은행 영문 홈페이지의 콘텐츠
를 대폭 확충하였다.

다. 홍보시설의 운영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 분리로 인해 발생한 여유 공간을 국민
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한국은행 창립 제51주년인 2001년 6
월 한국은행 구관(중요 국가문화재 사적 제280호)을 화폐금융박
물관으로 수리하여 개관하였다. 화폐금융박물관은 개관 이후 도심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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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체험교육의 장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2007년 6월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물 확충과 함께 전시공간을
2층까지 확대하였다.
화폐금융박물관은‘우리의 중앙은행’
,‘화폐광장’
,‘기증화폐실’
,‘세계의 화폐실’
등 주제별로 꾸며진 총 13개의 전시실을 통해 국내외 화폐와 금융경제 관련 자료 1만 8
천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을 과거의 유물전시 공간만이 아닌 현장교육의 장으로
도 만들기 위하여 학습시설 도입 및 학습지 발간 등 체험학습 요소를 강화하였다. 또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기획전을 개최하고 단행본
을 발간하고 있다. 나아가 점증하고 있는 문화적, 교육적 기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화폐문화강좌, 경제강좌, 클래식 음악강좌, 일요영화감상, 박물관교실 등 다
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개관 초 4만명선
에 머물던 연간 관람객수가 2009년에는 19만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도 화폐 관련 문화체험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등 10개 지역본부에 화폐전시
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창립 이래 공공 콜렉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미
술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화폐금융박물관 2층에 한은갤러리를 개
관하였다. 이후 2009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박물관을 찾는 관람
객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화폐금융박물관

한은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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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업무
가. 저축추진 홍보활동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자립경제의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국민저축의 증대를 통한 투자재원의 자력조달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국민저축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저축기반이 취약했던 1950~60년대에는 저
축증대에 역점을 두고 저축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자발적인 저축유도를 통한 저축의 저변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금융자율화가 추진된
1980년대에는 은행이용관습 제고 및 은행주변업무의 개발·보완에 주력하였으며 1990
년대 들어서는 과소비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건전소비생활을 통한 저축증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국민들의 금융경제 관련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의 단순한 저축홍보 활동을 지양하고 경제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경제행위 유도 등으로 업무영역을 조정하였다.
(1) 저축추진 홍보활동의 전개
1950년대초 사회적 혼란기에 한국은행의 저축추진운동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은행
예금의 증대를 통한 금융기관 경영의 애로 타개에 역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즉, 1951년
2월부터 6·25 전쟁으로 인한 예금인출과 현금퇴장 등으로 붕괴된 금융질서를 회복하
기 위해 금융단 저축추진본부를 결성하여‘필승저축운동’
을 주도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은 1952년 5월 저축추진업무를 전담할‘저축과’신설을 계
기로 국민저축추진중앙위원회와 협조하여 매년 저축 목표
액을 책정하고 목표달성을 독려하는 한편 국민의 저축의식
고취에 역점을 둔 저축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의 저축의식 고취를 위해 1952년 10월 어린이예금제
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어린이은행을 설치 운영토
록 하는 등 어린이저축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내
부산피난 당시 한국은행의 저축추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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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원을 위한 저축증대운동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의 하

나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유인 강화 등을 통한 내자동원의 기반 구축
과 민간저축기구의 사업지원에 주력하였다. 즉, 1965년 9월 공금리와 사금리간의 극심
한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금리의 자금수급 조절기능을 회복하고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고
자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국민저축의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
를 마련하였다. 또한 1968년 2월‘저축부’
를 신설하여 저축추진에 관한 기획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1969년 2월‘저축추진중앙위원회’발족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설치문서

1970년대 들어 증권시장 및 보험시장이 성장하고 단기금융시장이 발전하는 등 금융
및 자본시장의 다원화가 진전됨에 따라 저축추진방식은 종래의 강제저축 위주에서 자발
적인 저축유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저축추진운동은 저축의 저변확대 및 저축방식
의 다양화에 역점이 두어졌다. 즉, 1970년부터는 증권저축의 생활화를 위한 범국민적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저축추진중앙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저축운동
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1년에는‘1조원 달성 특별저축강조기간’
의 설정 및 저축전시회
개최, 1973년에는 금융기관과 새마을공장 간의 자매결연 주선 등을 통해 저축의식을 고
취하였다. 1976년에는 내자동원 극대화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저축전시관 운영 등 대
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수행하던 새마을공장과 금융기관간 자매
결연업무와 저축시범지역 지도업무 등을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 이관하였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물가안정에 바탕을 둔 안정성장정책 기조하에서 민간주도의
경제운용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축추진운동도 종전 예금증대 위주
의 홍보활동에서 물가불안심리 불식 및 금융서비스 보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은행이용
관습 제고로 전환되었다. 1983년 12월부터 범국민적인 저축분위기 조성과 저축인구 저
변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점포별로 각종 자생모임을 발굴하여 저축모임으로 육성하고
은행이용 생활화 및 저축증대를 유도하였다. 1984년 3월부터는 종래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구체적인 대상별로 저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금융기관 저축계몽반’
을 편성·운
영하였다. 그리고 1985년 1월부터 한국은행 본·지점에‘저축안내데스크’
를 설치하여
저축제도 및 저축상품 안내를 수행토록 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 투기와 그동안의 소득증대에 따른 과소비 및 사치풍조가
나타남에 따라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한 저축증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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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저축 및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책자 형태의 가계부 외에 가계부 소프트웨어
(다람쥐 1.5)를 개발·보급하고 어린이들의 금전관리 교육을 위해 용돈기입장을 배포하
였으며 자녀교육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생활설계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인
터넷을 통해 보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저축
상품의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성 및 환금성 등을 포함한 저축상품 정보 제공에
도 주력하였다. 한편 그동안 저축추진활동을 총괄하여 오던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그
설립근거법의 만료로 1997년말 해산됨에 따라 그동안 동 위원회가 수행하던‘저축의
날’행사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이 1998년 5월부터 인수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가계부

2000년대 들어서는 국민들의 경제의식 제고 등으로 저축홍보의 중요성은 줄어든 대
신 금융경제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 및 투자 행위 유도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
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저축홍보 업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건전소비 생활을 유도하
고 저축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적인 연관성이 없는 저축의 날 행사를 중앙은행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
적에 따라 한국은행은 동 행사 등 저축홍보 업무를 2008년 1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였
다. 그러나 가계부 및 어린이 용돈기입장 보급 업무는 한국은행 홍보와 청소년 경제교육
업무의 일환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다.
(2) 저축 관련 조사 및 책자 발간
‘건전한 소비’홍보(2001. 10월)

한국은행은 이상과 같은 저축추진활동 이외에도 저축에 관한 조사자료의 작성 및 저
축동향에 관한 분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즉, 한국은행은 저축제도의 개선과 효과적인 저축수단의 개발을 위한 각종 조사자료
및 주요 선진국 저축제도에 대한 소개 자료를 수시로 발간함으로써 저축증대정책에 반
영해 왔다. 저축기반이 취약했던 1950~6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저축과의 관계 분석자
료 및 저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자료를 주로 발간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금융시장
의 다양화 진전에 따라 보험·자본시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경제성장에 필요
한 내자동원 극대화 관련 자료를 발간하였다.
한편 1980년대에는 가계수표 신용카드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은행이용관습 제고와
관련된 자료를 다수 발간하고 주요국의 예금제도 및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소개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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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국민들의 저축정보 수요에 부응하여 각종 금융상품 및 관련 세
제 등 종합 저축안내자료로‘저축생활 길라잡이’
를 발간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보
편화된 1997년말에는‘한국은행 홈페이지’
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금융 신상품 소개와
더불어 주요 저축상품의 금융기관별 수익률 및 각종 저축관련 통계 등 다양한 저축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5년부터는 기존의‘저축생활 길라잡이’
를‘금융생활 길라잡이’
로 개편·발간함
으로써 국민들의 저축의식 고취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금융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서민들의 금융생활 길라잡이’책자를 발간하였다.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운용
한국은행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정부의 각종 기금 운용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국채관리기금 등은 설치 목적 달성으로 운용이
종료되었다. 2009년말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
자금관리기금법」제8조),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위탁을 받아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
금상환기금법」제4조) 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8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주체인 기획
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수립하여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기금의 결산도 국회
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1) 국민투자기금·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국채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의 건설 촉진과 수출 증대에 필요한 투융자
자금을 국민의 광범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설치
되어 2003년 1월까지 운용되었다. 동 기금은 예탁대상기관의 예탁금, 국민투자채권 발
행자금, 정부의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탁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였다. 국민투자
기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장기 저리로「국민투자기금법」
에서 정하는 철강 비철금속 조
선 기계 화학 식량증산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사업 등의 설비투자자금, 연불수출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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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으로 운용하였다. 1988년 9월 정책금융 축소 및 금융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의 국민투자기금 개편방안에 따라 동 기금의 운용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1992
년 이후 신규 자금운용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 회수, 예탁금 환급 등의 정리업무만을
취급하다가 2003년 1월 폐지되었다.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장려금
지급과 금융기관의 재산형성저축 취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1976년 4월 설치되어
2003년 12월까지 운용되었다. 동 기금은 재산형성 저축자들이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
된 금액으로 출연하는 저축자 출연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자
금을 조달하여 주로 저축가입자에 대한 법정장려금 지급 등으로 운용하였다. 1994년 12
월「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994년 10월 이후의 신
규 저축 가입자에 대한 기금출연 의무 및 저축장려금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1999년말
동 기금의 운용관리업무가 사실상 종료되고 2003년 12월 폐지되었다.
국채관리기금은 농지채권(농지관리기금), 농어촌발전채권(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 국민주택기금채권(국민주택기금), 철도채권(철도사업특별회계) 등 기금 또는 회계
별로 각각 발행되어 오던 국채를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함으로써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994년 1월 설치되었다. 국채관리기금은 국채관리기금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정부 회계 또는 기금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해당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오다가 정부의 유사 정부기금 통
합방침에 따라 2000년 4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되었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각종 정부 기금 및 체신예금 등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재정투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1994년 1월 설치되었으며 2000년 4월 국채관리기
금을 흡수하면서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동 기금은 2007년 1월 재정융자특
별회계의 융자계정과 재정차관자금의 회수 및 상환을 관리하는 차관계정을 흡수 통합하면
서 총괄계정(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차관계정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2009년중 동 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138조 5천
438억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에 57조 3천 197억원,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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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금에 대한 예탁 등으로 81조 1천 709억원을 운용하였다. 또한 융자계정은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6조 9천 147억원을 조달하여 예수금 원리금 지급 6조 3천 441억
원, 융자 실행 3천 976억원 등으로 운용하였으며 차관계정은 전대차관 회수 등으로 1조
4천 843억원을 조달하여 재정차관 1조 993억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다.
(3)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
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2003년 1월 설치되었다. 동 기금은 2003년부터 2006년
에 걸쳐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공적자금 49조원을 국고채권발행자금 예수 등을 통해 조
달하여 이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에 걸쳐 국고채권발행자금 예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09년중 동 기금은 국고채권
발행자금 예수 8조 7천 460억원,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2조 648억원 등 총 10
조 8천 942억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발행자금 예수분에 대한 원리금 지급으로 10조 8
천 868억원을 운용하였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1986년 1월 설치되었다. 동
기금은 정부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저축가입자에 대한 저
축원리금 상환시 저축장려금 지급에 운용하고 있다. 2009년중 동 기금은 정부출연금
650억원, 한국은행출연금 533억원 등 모두 1천 561억원을 조달하여 법정장려금 지급 1
천 290억원 등으로 운용하였다.

제10절 - 국민경제교육 및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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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IMF/IBRD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세련 총재(1966. 9. 12)

제40회 IMF 서울 연차총회에서 폴 볼커 미 연준 의장과 최창락 총재(1985. 10. 7)

창립 제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김건 총재(1990. 10. 29)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전철환 총재(1999. 12. 15)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박승 총재(2002. 6. 24)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중수 총재(2010. 4. 22~23)

‘2009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에서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와 이성태 총재(2009.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