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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機的攻擊 理論과 韓國의 外換危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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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연결되는 투기적 공격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基礎經濟與件의 악
화가 외환위기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는 第1世代 投機的攻擊模型과 투자자들의 외
환위기예상에 따라 위기가 自己實現的으로 발생한다는 第2世代 投機的攻擊模型
이 있다. 자본이동에 있어 金融機關의 역할을 강조하는 Goldfajn and Valdẽs의
이론도 넓은 의미에서 투기적 공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1월에 발생하였던 한국의 외환위기는 경기하강국면이 장기간 지속됨
에 따른 대기업의 연쇄도산, 경상수지의 악화 등 기초경제여건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居住者外貨預金의 급증과 外國人株式投資資金
의 유출 등에 비추어보면 Obstfeld의 이론으로 살펴 본 자기실현적 투기공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金融自律化와 병행하여 資本自由化가
폭넓게 추진되면서 은행 및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자본을 유입하였으
며 외국인투자가들의 借換拒否 등으로 이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외환위기
에 처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Goldfajn and Valdẽs의 이론
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基礎經濟與
件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經常收支의 改善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기실현적 투기공격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외환보유액 확충과 외채규모 축소 등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
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시장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위기대응능력을 높여야 하겠다. 또한 현재 국
제금융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구
는 물론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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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機的攻擊(speculative attack)이란 중앙은행의 外換保有額 고갈로 자국
통화의 平價切下가 임박했을 때 국내외 투자가들이 외환보유에 따른 資本
利得을 얻기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일시에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것
을 말한다. 投機的攻擊은 現物換市場은 물론 先物換市場을 통해서도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旣存 貸出金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외국 채권자들이
집단적으로 借換(roll over)을 거부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投機的攻擊이라
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投機的攻擊이 성공하게 되면 外換保有
額 고갈과 함께 자국통화의 급격한 切下를 겪게 되는 外換危機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外換危機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Frankel
and Rose(1996)는 주로 통화가치의 하락에 촛점을 맞추어 해당국 통화의
切下率이 25%이상이면서 동시에 전년 切下率보다 10%포인트이상인 경우
를 外換危機로 정의하였다. 한편 Goldstein(1997), Kaminsky and
Reinhart(1996)는 고정환율제도 및 변동환율제도하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
는 外換危機 지표를 개발하면서 外換危機인지를 판별하려면 名目換率뿐만
아니라 外換保有額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名目
換率 및 外換保有額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수를 사용하여 이 지수가 평균
으로부터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를 外換危機라고 정의하였
다.
Eichengreen et al.(1995)은 名目換率 및 外換保有額 외에도 內外金利差
를 추가하여 가중평균지수를 계산하고 이 지수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
우를 外換危機라고 정의하였다. 이 이론은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있는 선
진국이 外換危機에 임박했을 때 환율방어를 위해 국내금리를 크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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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로 유럽이나 중남미국가들에서 일어났던 外換危機가 동아시아에
서도 발생하였다. 1997년 7월 2일 태국의 바트화가 처음으로 投機的攻擊을
받아 20% 平價切下된 데 이어 7월, 8월에 말레이지아 링기트화, 인도네시
아 루피아화가 차례로 공격을 받았고 마침내 11월에는 한국도 外換危機를
겪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외에서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논문들과 비교하여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관
점에서 외환위기를 설명하려는데 있다. 이런 뜻에서 본고는 외환위기를 가
져오는 投機的攻擊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입각
하여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外換危機를 가져오는
投機的攻擊에 관한 최근까지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앞에서 설
명한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外換危機의 原因을 分析하고 향후 外換危機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본 논문을 끝맺
었다.

1) 참고로 Sachs(1997)는 금융위기(financial crises)를 세분하여 위기를 당하는 주체에 따라 이를 재정
위기(fiscal crises), 外換危機(exchange crises), 銀行危機(banking crises)로 구분하였다. 먼저 재정
위기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채무연장 및 신규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채무 재조정 혹은 부도상태
로 가는 것이다. 外換危機란 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시장참가자들이 국내통화표시자산을 외화표
시자산으로 바꿈으로써 중앙은행의 外換保有額을 고갈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銀行危機란
시중은행이 채무를 연장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런 예금인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流動性不足에 빠
지거나 지급불능으로 가는 상황을 말한다.
外換危機와 유사한 영어표현으로는 exchange crises, currency crises, currency crash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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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第1世代 投機的攻擊模型

第1世代 投機的攻擊模型은 外換危機의 발생원인을 주로 基礎經濟與件의
악화와 관련하여 찾으려는 理論模型을 말한다. 外換危機理論중 가장 오래
된 전통적이론이라는 뜻에서 第1世代이론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Krugman(1979)은 基礎經濟與件의 악화로 인해 平價切下가 임박하게 되
면 시장참가자들이 외환을 매입하는 投機的攻擊이 감행된다고 한다. 그 결
과 중앙은행의 보유외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침내 平價切下가 있거나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바뀜으로써 外換危機가 촉발
된다는 것이다.
Flood and Garber(1984), Goldberg(1991) 등은 <그림 1>을 통해 고정환
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外換危機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s는 이 나라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고정환율수준3)을, s(t)는
이 나라가 변동환율제도를 택할 경우 基礎經濟與件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
을 말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基礎經濟與件이 달라지면 환율수준도 변화
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여 s(t)는 우상향 또는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지며4)
‘暗黙的變動換率(shadow floating exchange rate, s(t))’이라고 지칭된다.
예를 들어 財政赤字에 따른 통화팽창 등으로 인하여 基礎經濟與件이 악
화되었다고 가정해 보자.5) 그 결과 暗黙的變動換率 수준 s(t)가 변동하여
2) 外換危機에 관한 이론을 第1世代이론, 第2世代이론으로 구분한 것은 Obstfeld(1994)에서 비롯되었다.
그외에는 Sachs(1997)참조.
3) 여기서 s는 반드시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수준만이 아니라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실제적으로 달
러화에 대해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환율수준도 가리킨다.
4) 여기서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基礎經濟與件이 악화된다고 가정하여 s(t)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
는 것으로 그렸다.
5) Goldberg(1991)는 통화팽창이 불안정한 해외차입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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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수준인 s를 초과하게 되면 투자가들은 投機的攻擊時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국통화를 매각하고 달러화를 매입하는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보유외환을 매각하면서 기존의 환율
수준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投機的攻擊으로 인하여 중앙은행의 外換保有額이 위험수준
까지 고갈되면 중앙은행은 환율을 平價切下하든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投機的攻擊이 성공할 경우 투자가들은 중앙은행으
로부터 매입한 외환에 暗黙的變動換率과 기존의 환율과의 격차를 곱한 만
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第1世代 模型에서는 균형이 유일하
며 投機的攻擊의 시점이 정확히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1>

暗黙的變動換率과 固定換率

환율
(외화 1단위당 자국화 환율)
s(t): 暗黙的 變動換率
s

z

: 固定換率水準

시간(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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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基礎經濟與件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Meese and Rogoff(1983)도 실증분석을 통해 基礎
經濟與件과 換率과의 관계를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 바 있
다. 제1세대이론은 대체로 통화론적 모형에 입각하여 환율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暗黙的變動換率’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거시경제변수들로는
일반적으로 財政赤字, 通貨量, 實質國民所得, 物價, 經常收支6) 등이 거론되
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결정하는 작업은 실증분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한편 外換危機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보면 대체로 第1世代 投機的攻
擊模型에 기초하여 外換危機를 基礎經濟與件과 연관지어 분석하는 논문들
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基礎經濟與件과 外換危
機간에 관계가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먼저 Goldberg(1994)와 Ötker and Pazarbaşioğlu(1995)는 멕시코를 대상
으로 1980년부터 199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 연
구들에 따르면 팽창적인 통화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基礎經濟與件의
변화가 投機的攻擊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Ötker and Pazarbaşioğlu(1997)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
드, 이탈리아 및 스페인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는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는 거시경제기
초가 外換危機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基礎經濟與件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外換危機를 방어하는 필요조건이
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Frankel and Rose(1996)도 전세
계 105개국을 대상으로 1971년부터 199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6) Agenor et al.(1992)은 經常收支가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 平價切下에 대한 예상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무역수지 혹은 경
상수지 적자를 직접 관측할 경우 환율상승에 대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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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經常收支赤字나 財政赤字가 外換危機의 주요 원인이라는 증거를 찾
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第1世代 投機的攻擊模型을 확대하여 외환시장의 미시
적 구조(micro-structure)에 중점을 두어 外換危機를 설명하는 이론이 나오
고 있다(Lall 1994, 1997, Garber and Spencer 1995, Im 1997).
2.

第2世代

投機的攻擊模型[自己實現的

投機攻擊(self-fulfilling

speculative attack)]

1992～93년에 있었던 유럽의 外換危機 이전까지는 第1世代 模型이 광범
위한 지지를 받았다. 즉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이미 고정된 환율수준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 投機的攻擊이 발생한다는 데 대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
하였다. 그러나 1992년 유럽의 外換危機와 1994년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학자들은 第1世代 投機的攻擊模型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7) 이는 많은 유럽국가들과 멕시코가 어느 정도 견실한 거시경제정
책을 펼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投機的攻擊을 당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이다.8)
第2世代 投機的攻擊模型은 外換保有額의 부족 등으로 인해 基礎經濟與件
이 ‘危機範圍(crisis zone)’에 속하게 되는 경우 실제 外換危機의 발생여부는
앞으로의 환율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예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
참가자들간에 급격한 환율상승에 대한 예상이 우세하면 실제로 환율급등이
7) Eichengreen, Rose, and Wyplosz(1993, 1995), Obstfeld(1995), Obstfeld and Rogoff(1995)는 第1世代
이론이 1992년의 EMS 外換危機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그 근거로서 당시 EMS
국가들이 위기직전에 적정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었고, 財政赤字, 통화량, 물가상승률도 낮았던
점을 제시하였다. EMS국가들과 독일과의 金利격차도 1992년의 外換危機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
장하였다.
8) Bordo and Schwartz(1996)는 1994년의 멕시코 外換危機까지 발생하였던 모든 外換危機를 분석하면
서 自己實現的 投機攻擊模型이 지적인 장점(intellectual merit)은 있으나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基礎經濟與件을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外換
危機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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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지만 환율이 계속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경우에는 환율상
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模型에서는 外換危機가 自己
實現的 投機攻擊의 양상을 띠게 되며9) 複數均衡(multiple equilibria)이 가능
하게 된다. 複數均衡이라 함은 基礎經濟與件이 위기범위에 속하는 경우 시
장참가자들의 예상에 따라 外換危機가 올 수도 있고 外換危機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두가지 가능성을 가리킨 것이다.
이제 Obstfeld(1996)의 모형을 이용하여 한 나라의 外換保有額이 중간정
도의 수준에 있을 때 시장참가자들의 예상에 의해 外換危機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複數均衡이 성립할 수 있음을 간단한 게임이론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는 외환당국과 거래자 A, B 등 세 경제주체가 있다고 가정
한다.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에 쓸 수 있도록 일정한 외환(R)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두명의 거래자 A, B는 1회의 비협조적 게임
(non-cooperative game)10)을 한다고 가정한다. 두명의 거래자는 각각 6만
큼의 국내통화를 가지고 있으며 외환당국의 보유외환을 사기 위하여 국내
통화를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두가지의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가정
한다. 외환을 사거나 파는 데 따르는 거래비용은 1이라고 하자.
첫번째 게임에서는 外換保有額이 충분한 수준인 20이라고 가정되고 있다
(R=20). 이 경우에는 거래자 A와 B가 모두 국내통화를 매도하고 보유외환
을 사더라도 외환당국은 여전히 8만큼의 외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자 중 1인이 국내통화를 매도
하고 다른 1인은 매도하지 않을 경우 매도를 한 거래자는 1만큼의 비용이
9) Diamond and Dybvig(1983)는 이러한 自己實現的(self-fufilling)인 요소를 이용하여 은행도산을 설명
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이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예금자들이 은행의 지급불능
을 예상하고 일시에 예금을 회수하면 실제로 은행의 지급불능상태가 오게 되지만 예금자들이 은행
의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정상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10) 게임이론에서 보는 게임은 협조적 게임과 비협조적 게임으로 나누어지는데 비협조적 게임이란 게
임참가자들간에 상호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게임참가자들이 보다 좋은 균형으로 가기
위해 상호협조를 하는 게임을 협조적 게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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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자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상
황에서 나쉬균형(Nash Equilibrium)11)은 거래자가 모두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 게임에서는 外換保有額이 매우 낮은 수준인 6이라고 가정되고 있
다(R=6). 여기서는 거래자 2인중 어느 한 사람이 외환을 사기 위해 국내통
화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外換保有額은 모두 소진된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平價切下를 하거나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외환당국이
보유외환으로 고정환율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50% 平價切下를 하게 된다
고 가정하자. 거래자 2인중 어느 한사람만이라도 보유 국내통화를 모두 매
각하여 외환을 사는 경우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을 포기하고 50% 平價切下
를 할 수밖에 없다. 이 거래자는 국내통화기준으로 3만큼의 資本利得을 보
고 거래비용 1을 지급하게 되므로 2만큼의 순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한편
거래자 2인이 동시에 각각 3만큼의 국내통화를 매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두사람은 모두 각각 3/2만큼의 資本利得을 보게 되고 거래비용으로 1
을 지급하게 되므로 1/2[=(3/2)-1]만큼의 순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유일
한 나쉬균형은 양거래자가 국내통화를 매도하고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고정
환율이 붕괴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세번째 경우가 가장 흥미로운 경우이다. 여기서는 外換保有額이 중간정
도 수준인 10이라고 가정되고 있다(R=10). 이 경우에는 어느 거래자 일방
이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전부 살 수는 없지만 거래자 2인이
모두 국내통화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平價切下를 할 수밖에 없
다. 이 경우 수익(pay-off)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어느 거래자 일방
이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보유외환
으로 충분히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平價切下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
11) 나쉬균형이란 거래자 B의 행동이 정해질 때 거래자 A가 최적의 선택을 하며 거래자 A의 행동이
정해질 때 거래자 B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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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감행한 거래자는 1만큼의 비용만 지급하게 된다. 두 거래자가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 전체 보유외환 10을 각각 5만큼씩 나눠서 사게 되고 결
과적으로는 50%만큼의 平價切下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은 국내
통화기준으로 각각 5/2만큼씩 얻게 되는 반면 거래비용은 1이 되어 각각
3/2[=(5/2)-1]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게임에서는 2개의 나쉬균형이 생기게 된다. 하나의 균형은
양거래자가 모두 공격을 하는 경우에 생긴다. 이때 외환당국은 平價切下를
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균형은 어느 거래자도 상대방이 공격을 하
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경우에 생긴다. 이 때 외환당국은 平價切
下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投機的攻擊이 일어나면 고정환율이
붕괴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정환율이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이들 균형에는
自己實現的 요소가 있게 된다.
<표 1>
게임의 유형
[거래자 B]
유지 매도
[거래 유지 0, 0 0, -1
자A ]
매도 -1, 0 -1, -1
(a) 첫번째 게임(外換保有額 충분)
(R=20)

[거래자 B]
유지 매도
0, 2
[거래 유지 0, 0
자A ]
매도 2, 0 1/2, 1/2
(b) 두번째 게임(外換保有額 부족)

[거래자 B]
유지 매도
[거래 유지 0, 0 0, -1
자A ]
매도 -1, 0 3/2, 3/2

(c) 세번째 게임(外換保有額 중간)
(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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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앞에서는 外換保有額 측면에서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의 양상을 설명하였
는데 이를 外債水準 또는 外債償還能力과 연관하여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
다. 이 이론들은 한 나라의 外債水準이 비교적 높거나 外債償還能力이 의
심받을 때에는 시장참가자들이 外換危機를 예상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外換
危機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Cole and Kehoe(1996),
Sachs, Tornell and Velasco(1996), Velasco(1996), Sachs(1997),
Eichengreen and Portes(1997), 이영섭 이종욱(1998)은 이러한 상황에서 外
換危機를 막기 위해서는 外債規模를 줄이든지 外債償還能力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위기발생시 국제적 협조가 긴요하며 필
요한 경우 단기자본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밖에 Obstfeld(1986, 1995, 1996)는 유럽국가들에서와 같이 실업률이 높
은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실업률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
론에 따르면 정부당국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平價切下를 할 것이라고
시장참가자들이 예상한 경우 실제로 平價切下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2)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外換危機가 감염효과(spillover and contagion
effects)를 가져와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을 유발한다는 설명도 있다
(Anderson 1994, Buiter et al. 1995, Gerlach and Smets 1994, Calvo and
Reinhart 1995, Obstfeld 1996). 다시 말하면 역내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
생하여 환율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 자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환율상승
예상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예상이 자기실현적 투기공격을 유발하
게 된다는 것이다.
12) 1993년 프랑스 프랑화위기 직전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2%, 3개월 金利는 8.8%였으나 실업
률은 전후 가장 높은 수준인 11.6%에 달하였다. 투자가들은 프랑스가 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평
가절하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예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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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金融機關을 통한 급격한 資本流出 模型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세계 자본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국제간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규모의 자본이 일
부 개도국들로 유입되었다가 썰물처럼 資本流出이 일어나면서 은행 및 外
換危機가 유발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3) 그러나 앞에서 본 第1世代
및 第2世代 이론들은 外換危機가 갖는 이러한 資本流出 측면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Goldfajn and Valdẽs(1997a)는 대규모의 외국자본이 직접투자가 아닌 金
融機關의 간접금융 형태로 유입되었다가 갑자기 유출되면서 銀行危機와 外
換危機가 함께 초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모형은 金融機關을
통한 外貨資金의 仲介機能(intermediation of capital inflows)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金融機關이 자본도입의 주체가 됨에 따라 기업이 직접 자본을 도
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본유입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것은 金融機關들
이 기업들에 비하여 대외신인도가 높고 국제금융업무에도 비교우위를 가지
고 있어 외국투자가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유인을 제공해줄 수 있
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들은 이미 개설되어 있는 신용공여한도 등을 이용
해 국제상업은행들로부터 외자를 조달하므로 조달면에서는 단기자금이 주
13) 銀行危機와 外換危機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① 銀行危機가 外換危機
를 가져온다는 이론 ② 外換危機가 銀行危機를 가져온다는 이론 ③ 급격한 資本流出이 銀行危機와
外換危機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이론 등으로 구분된다(IMF 1997).
먼저 外換危機가 銀行危機를 가져오는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外換保有額의 급격한 감소
는 신용의 감소를 가져와서 非銀行金融機關의 도산이 초래된다. 이 과정에서 예금자들이 예금을 경
쟁적으로 인출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의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는 유익한 투자를 포기하게 만든
다(Milller 1996). 둘째, 平價切下는 은행들로 하여금 대규모의 환차손을 유발하고 부동산업과 같은
비교역재 산업에 대한 대출을 부실화시킨다. 그 결과 非銀行金融機關의 지급불능이 초래되고 은행
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銀行危機가 外換危機를 가져오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은행부실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
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과다한 신용팽창을 허용하면 시장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혹은 平價切下를
예상하게 되고 이는 결국 外換危機로 연결된다(Velasco 1987).

- 12 -

종을 이루게 된다. 반면 은행들은 기업들을 상대로 대출하기 때문에 기업
자금수요의 속성이 반영되어 운용면에서는 장기자금이 대종을 차지하게 된
다. 따라서 金融機關들의 외화자금 조달과 운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金融機關들의 자금 조달․운용에 期間不一致
(mismatching) 문제가 생기기 쉽다. 셋째, 외국인투자가들이 갑자기 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면 이러한 期間不一致 문제때문에 은행은 유동성부족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銀行危機가 야기될 수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가들
이 어느 은행 또는 어느 나라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다
른 외국인투자가들도 해당 은행 또는 해당국 은행들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
진 것으로 판단하여 경쟁적으로 자금 회수에 나서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자
본유출이 유발된다. 갑자기 銀行危機와 外換危機가 함께 오게 되는 것이
다.14)
Goldfajn and Valdẽs(1997a)는 외국인투자가들이 갑자기 자금회수에 나
서게 되는 원인으로 자본이 유입된 나라에서 기업 채산성이 나빠지거나 당
초 적용된 차입금리와 비교하여 외국의 금리가 높아지는 점 등을 들었다.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재무구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들 기업에 나
간 金融機關대출이 부실화되어 은행 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결과 국제
상업은행들은 국내은행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 공여자금에 대해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등 자금회수에 나서게 된다.
한편 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경우 국제상업은행들은 금리가 높
은 나라에 새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금리가 낮은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Goldfajn and Valdẽs(1997a)모형은 앞에서 본 第1世代 및 第2
世代 模型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모형은
14) 투자가들이 은행도산을 예상하고 일시에 자금을 회수해 나간다는 점에서 第2世代 模型에서와 같이
自己實現的 요소가 있다고 하겠으나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고 銀行危機와 外換危機가 함께 설명되
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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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機關을 통한 외화자금의 중개기능(intermediation of capital inflows)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둘째, 국내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예금인출사태로 인
한 은행도산(bank run)模型을 外換危機에 확대 적용한 모형이다. 셋째, 어
떤 나라로부터 급격한 資本流出이 일어나는 데에 있어 基礎經濟與件의 악
화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基礎經濟與件이 나빠짐에 따라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것이 資本流出을 촉발하는 경로가 될
수 있지만 基礎經濟與件과는 무관한 국제금리의 상승도 資本流出을 가져오
는 주요 요인으로 상정되고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가들이 다른나라 금융
기관에 빌려준 자금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어 환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에서도 平價切下가 예상되면 외국인 투자가들
은 조기에 투자자본을 회수하게 된다. 그 이유는 平價切下가 있게 되면 환
율급등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국내기업들의 투자수익률이 상당
히 낮아지고 그 결과 금융기관들의 대출금이 부실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들
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Goldfajn and Valdẽs(1997a) 이전에 자본이동에 있어서 金融機關들의 역
할을 중시한 분석으로는 Calvo, Leiderman, and Reinhart(1993)를 들 수 있
다. 이들은 국제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개도국의 경기 및 국제간 자본이동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金融機關들이 국제간 자
본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Calvo(1995)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른 투자가들을
좇아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자본을 회수하는 행태(herding behavior)
가 개도국 外換危機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990년대 들어 세계자본시장이 빠른 속도로 통합됨에 따라 투자가들이 투
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되었으나 소규모 개별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개별국가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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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外換危機의 原因 分析

국내학자들이 한국의 外換危機를 분석하여 최근에 발표한 논문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영섭 이종욱(1998)은 비록 外債負擔 增加, 企業財務構造 惡化 등
으로 인해 外換危機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급
작스런 外換危機의 도래가 예견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基礎經濟與件에
근거해 한국에서의 外換危機를 사전에 예견했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短期外債比重 및 일본에 대한 外債依存度가 모두
높은 상황에서 일본의 金融機關들이 短期外債의 借換을 거부하고 이것이
다른 나라 金融機關들의 군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정운찬(1998)은 주로 제도적인 부실에 의해 여러 부문에서 발생한 '거품
(bubble)'이 일시에 소멸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조조정노력도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고 하였다.
곽노성(1998)은 한국의 外換危機가 支給不能(insolvency)의 문제에서 비
롯되었으며 流動性不足과 국제금융시장의 행태를 간과한 정부의 미숙한 대
응에서 기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2, 제3의 外換危機와 이에 따른
금융경색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투자가의 신뢰회복 및
外債償還方案을 제시하였다.
15) 이러한 현상은 개별 투자가들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팔아 치
우기 때문에 이를 좇아 자기도 파는데 따라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기금운영자(fund manager)들이
국가간에 이동되는 자금을 대부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
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 15 -

한편 우리나라의 外換危機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한 논문으로는
박대근 이창용(1998)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00여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
로 外換危機의 발생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외
환위기 발생확률은 14% 내외로 크지 않았으나 멕시코나 동남아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런 점에 비추어 한국의
外換危機를 실증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으나 그렇다고 해서 外換危機가
전혀 근거없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김경수(1998)는 한국의 금융위기는 어느 한 두가지 요인때문이라기 보다
는 交易條件의 악화, 금융자유화의 부작용, 정치적 불안정 등 다수의 악재
가 겹쳐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조개혁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
력은 물론 생산성 내지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아
울러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민간의 리스크가 국가의 리스크로 전환되는 것을 경계해
야 하며 不實企業과 不實金融機關의 조속한 정리를 구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앞에서 설명한 제이론에 비추
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基礎經濟與件의 惡化

우리나라는 1997년 外換危機가 있기까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GDP성장률이 1995년 8.9%에 달했다가 1996년 7.1%로 낮아졌으며
1997년 상반기에는 6.2%, 外換危機가 있기 직전인 3.4분기에는 6.1%로 더
욱 낮아졌다. 이러한 성장률의 둔화가 外換危機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16) 다만 미시적으로 볼 때 1995년 이후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
16) 예를들면 1980년 GNP성장률이 -3.9%를 기록하였으나 이것이 外換危機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실
질국민소득의 감소는 어떠한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율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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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기
업부실이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17)
經濟成長率(GDP기준)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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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조사부

경상수지의 적자가 확대된 것은 과잉투자18) 등의 실물적 요인외에도
1996년 이후 반도체 등의 수출단가 하락19)에 따른 交易條件 惡化에 주로
락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통화론적 접근모형에 의하면 실질국민소득의 감소는 화폐수요의 감소
를 가져오고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잔고가 감소해야 하는데 화폐의 공급이 일정
한 상황에서 이는 물가상승을 가져와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케인지안 모델에 의하면
실질국민소득의 감소는 經常收支를 개선시켜 오히려 환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
17) 1997년중 대기업그룹의 부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보(1.23, 법정관리), 삼미(3.18, 법정관리), 진로(4.28, 부도방지협약), 대농(5.19, 부도방지협약), 한
신공영(5.31, 법정관리), 기아(7.14, 법정관리), 쌍방울(10.16, 화의), 해태(11.1, 화의), 뉴코아(11.3, 화
의 법정관리)
18) 經常收支 赤字의 한 원인이 되었던 과잉투자를 가져온 데에는 재벌도 일조를 하였다. 정운찬
(1998)은 상호지급보증 상호출자 내부자거래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투자에 거품이 발생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 반도체의 수출단가지수(기준연도: 1995년)는 1996년 3월의 78.3에서 4월에는 48.8로 급락한 이후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12월에는 8.7까지 하락하였다. 수출주종품목들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1996년중 우리나라 수출단가는 전년대비 13%나 하락하였다. World Bank(1998)는 1997년 9월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 交易條件이 27%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환율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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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였다. 1995년에 85억달러였던 經常收支 赤字는 1996년에 GDP의
4.7%인 230억달러로 확대되었고 1997년 1/4분기에만도 73억달러에 달하였
다.
交易條件, 經常收支 및 資本收支 推移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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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표 2>

經常GDP對比 經常收支 및 中央政府 財政收支 比率

(단위: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경상 -8.5 -6.6 -3.4 -1.8 -1.4 -0.8 4.3 7.4 8.0 2.4 -0.8 -2.8 -1.3 0.3 -1.0 -1.9 -4.7 -1.9
수지/
GDP
재정 -1.5 -2.2 -1.3 0.5 0.9 0.8 1.0 1.5 2.0 0.3 0.4 -0.8 -0.3 0.1 0.6 0.5 0.0 -0.0
수지/
GDP

한편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공급 확대는 외환위기를 가져오는
원화가 고평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후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시행으로 환율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있었다. 더욱이 자본자유화에 따른 대규모의 자본유입은 시장
에서 원화절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의 인위적 조정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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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M2 증가율(평잔기준)
은 1993년의 18.6%에서 1994-96년에는 15-16%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MCT(평잔기준)는 1993년의 22.9%에 이어 1994-96년에도 22-23%
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M3 증가율도 1993-94년 22%에 달하였으며
1995-96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낮아졌지만 M2 증가율보다 높은 19-20%에
달하였다.
이것은 1993-96년중 높은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들의 왕성한
자금수요가 제2금융권에 의해 상당 부분 수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는 결
과적으로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연결되어 外換危機를 가져온 한 원인
이 되었다.
M2 및 M3 增加率 推移

<그림 4>

(1980.1/4～9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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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조사부

그렇지만 財政赤字에 의해 外換危機가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우리나라의 財政收支는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대체로 균형수준을 벗어
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른 재벌기업의 잇단 부도, 交易條件 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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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로 인한 經常收支 赤字擴大,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流動性供給 확대
등 基礎經濟與件의 악화가 外換危機를 가져오는 원인들이 되었다고 생각된
다. 다만 이러한 원인들이 과연 위기로 직결될 만큼 심각하였는가를 단정
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의 요소

여기서는 환율상승에 대한 투자가들의 예상이 우리나라 外換危機를 가져
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이론에서 본 대로
한 나라의 基礎經濟與件이 안전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시장참가자들의
예상에 의해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複數均衡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
다. 첫째, 거시경제여건에 비추어 한국이 1997년에 外換危機로부터 안전한
범위에 있었는지 또는 이를 벗어나서 어중간하거나 위험한 범위에 있었는
지를 계측하기가 어렵다. 둘째, 平價切下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예상 등
심리적인 변수를 계량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20)
따라서 본고에서는 Obstfeld의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이 自己實現的 投機
攻擊을 초래할 상태에 있었음을 보이는 한편 이러한 投機的攻擊이 어떤 형
태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과연 한국의 기초경제여건이 自己
實現的 投機攻擊을 유발할 정도로 어중간했거나 취약했던가를 평가해보기
로 하겠다.
20) Jeanne(1997)은 1992～93년중 프랑스 프랑화 위기가 基礎經濟與件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
면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에 의한 것인지를 1991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의 월별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프랑스 프랑화 위기의 경우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의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Bensaid
and Jeanne(1997)은 1992～93년 EMS 外換危機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外換危機를 막기 위해 명목
금리를 인상하였고 이것이 다시 해당 통화에 대한 平價切下 예상을 가져와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을
유발하였다고 하였다 그외에 Whitt(1996), Sachs, Tornell and Velasco(1996)는 1994년의 멕시코
페소화위기의 경우에도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의 양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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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Obstfeld의 模型에서 중시하는 지표인 外換保有額의 추이를 보기로
하자. 한국의 外換保有額은 1992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6년말에는 332
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었으나 자본자유화 진전
과 함께 외화자금 유입이 활발했던데 기인한다. 그러나 1997년에 들어서는
외자유출이 늘어난 데다 외자유입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지 못하여 外
換保有額이 300억달러 내외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外換
市場介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可用 外換保有額21)은 외환보유액보다 그
규모가 더 작은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11월 10일에 있었던 한국 外
換保有額에 대한 블룸버그(Bloomberg)통신의 보도22)는 국제금융시장은 물
론 국내 시장참가자들에게도 의구심과 놀라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때부터 국제상업은행들을 포함한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은 우리나라 外貨
流動性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外換保有額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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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용 외환보유액이란 외환보유액에서 국내은행 해외점포예치금과 기타(스왑거래 등)을 제한 것인데
1996년 12월부터 편제되고 있다.
22)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外換保有額이 정부 발표(10월말 현재 305억달러)와는 달리 150억달러 수준
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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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국제부
주: 1988년 1월 外換保有額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1987년말까지는 국내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을 外換保有額에 계상하였으나 1988년부터 이를 外換保有額에서 제외시키고 통화당국
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만 外換保有額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Obstfeld의 模型에서 外換保有額을 外債規模로 바꾸더라도 基礎經濟與件
을 판별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도 投機的攻擊이 초래될 소지가 있었다. 즉
한국의 경우 短期外債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1997
년 6월말 현재 한국의 短期外債比重은 67%, 外換保有額 대비 短期外債비율
은 300%에 달하였다.23) 더욱이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한 이후였던
12월에는 한국의 對外債務가 정부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외국 언론들의 보
도가 있었다. 즉 국제통일기준인 IBRD방식에 의한 外債規模는 1996년말
현재 1,047억달러에 그치고 있으나 國內金融機關의 역외차입금 및 해외에
진출한 한국 企業의 外債를 합하면 總對外債務가 2,00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外貨流動性 사정 및 外債償還能力에 대한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外換危機 발생에 대한 예상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
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 外換危機 파급우려, 잇따른 재벌기업의
도산, 金融機關 부실화정도의 심화, 1997년 대선 직전의 정치적 불안정 등
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外換危機를 맞을 당시 환율안정에 투입할 수 있는 可
用 外換保有額이 당초 외환당국이 발표한 수준에 훨씬 미달한 상황이었고
短期外債 比重도 높았으며 外國人投資家들의 의구심을 야기할 정도로 外換
23)

短期外債比率

(1997년 6월말 현재)

국명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단기외채/
24
39
19 46
총외채
단기외채/ 160
55
66 107
외환보유액

한국
67
300

아르헨티나 브라질
23
23
108
69

자료: BIS, IMF,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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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25
19
16
44
57
126

保有額 및 外債統計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Obstfeld의 模
型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基礎經濟與件은 투자가들이 환율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경제연구기관 종사자 및 대학교수, 언론인 등 여론
선도층의 外換危機에 대한 예상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들 여론 선도층의 상
황인식이 어떠했는지는 국내신문에 보도된 外換危機 관련 기사 건수를 통
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10개 종합일간
지에 外換危機라는 제목 내용을 포함하는 신문기사는 1996년에 거의 없었
으나 1997년 4월에는 5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기사들은 5월 이후 줄어
들다가 1997년 7월 이후 계속 늘어났고 外換危機가 있었던 11월에는 736건
에 달하였다.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이후인 12월에는 이들 보도기사가
1,4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대한 여론선도층의 예상이 실제로
위기를 야기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基礎經濟與件이 위기로 치닫고 있었는지
를 예고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보도추이는 여론선도층간에 外換危機에 대한 예상이 높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그림 6>
外換危機 관련 기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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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자료는 10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기사중「外換危機」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 건수를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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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
가를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첫째, 원화에 대한 投機的攻擊은 먼저 거
주자외화예금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거주자외화예금은 1996년
말에 14억 7천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 3월
말에는 43억 9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3월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였으나 7
월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 外換危機가 발생하기 직전인 10월말에
는 47억 1천만달러로 급증하였으며 11월말에는 53억달러로 증가하였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이었는지 아니면 基礎經濟與
件의 악화에 따른 합리적 경제행위였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당시 거시경제여건이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에 속하였다면 外換危機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예상이 投機的攻擊
을 실현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관련 통계가 없지만 수출
기업들의 수출대금 국내송금지연 혹은 개인과 기업의 달러화 사재기 등도
이러한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에 포함시킬 수 있는 행태였다고 추정된다.
居住者 外貨預金 推移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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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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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화에 대한 投機的攻擊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을 통해서도 나타
났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1997년 상반기중 21억 7천만달러의 순유입을 기
록하였으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서 8월 이후에는 순유출로 돌아섰다.
外國人 國內 株式投資資金 推移

<표 3>

연도
순유입
유입
유출(-)

(단위:억달러)

92 93 94 95 96 97
1-6
7
8
9 10 11 12
20.4 57.0 19.6 22.0 43.7 7.9 21.8 2.2 -0.3 -3.7 -7.8 -7.7 3.4
27.2 76.4 85.6 99.9 124.2 125.8 70.1 11.5 8.0 7.8 7.6 10.7 10.1
6.8 19.4 66.0 77.9 80.5 117.9 48.3 9.3 8.3 11.5 15.4 18.4 6.7

자료: 한국은행 조사부

셋째,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은 외국환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는 域
外先物換(NDF: nondeliverable forwards)市場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8>
과 <그림 9>는 1997년중 국내 및 역외 선물환시장에서의 현물환율과 선물
환율을 보여주고 있다.24)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선물환시장에
서는 10월 중순까지 선물환 프리미엄25)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림 9>에서 보는 대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형성되어 있는 원화 域外先物換市
場에서는 이미 7월 중순부터 선물환 프리미엄이 오르기 시작하여 10월 20
일경에는 이 프리미엄이 53.20원에 달하였고 10월 31일에는 129.90원으로
급상승하였다.26) 즉 국내에서는 선물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로 선물환
24) 현재 거주자는 외국환은행과 실수요범위내에서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간의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5) 선물환 프리미엄은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외환시장에서 선물환 프리미
엄이 상승할수록 원화切下에 대한 예상이 강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26) NDF시장이란 국내가 아닌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환시장 즉 역외 선물환
시장을 말한다. NDF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화의 선물환규모는 일평균 약 2.5억달러로 추정되
며 이는 일평균 1.2억달러수준인 국내 선물환 거래규모의 약 2배, 일평균 20억달러수준인 국내 현
물환 거래규모의 약 13%에 달하고 있다. 외국환관리규정 제 10-106조는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증권 또는 권리를 거래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외선물환거래는
불법이지만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이기 때문에 역외시장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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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투기적압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域外先物換市場에서는
1997년 하반기부터 투기적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었다.
國內先物換市場에서의 현물환율 및 선물환율 추이

<그림 8>

(1997년중, 3개월 선물환율, 매월중 10일, 20일 및 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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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선물거래소
<그림 9>

域外先物換市場에서의 현물환율 및 선물환율 추이
(1997년중, 3개월 선물환율, 매월중 10일, 20일 및 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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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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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격한 資本流出로 인한 流動性 不足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의 OECD 가입추
진 등을 배경으로 자본자유화가 폭 넓게 추진된 결과 해외로부터의 자본유
입이 대폭 확대되었다.27) 1993년 27억달러에 불과하던 資本收支 흑자가
1994년 103억달러, 1995년 168억달러, 1996년에는 233억달러로 크게 증가하
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資本流出의 결과로 資本收支 흑자가 54억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경상GDP에 대한 자본유입액의
비율이 약 5% 수준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급격한 資本流出이 일어나면서
外換危機를 맞았다.28) 1994년에 外換危機를 겪었던 멕시코의 경우에도 비
슷한 경로를 밟았다. 두 나라 모두 外換危機가 발생하기 4년 전부터 자본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일시에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外換危機
가 발생하였다.29)

27) 오호일(1997)참조
28)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태국 및 한국)의 경우 1996년에는 해외민간자본이
930억달러 순유입되었으나 1997년에는 121억달러 순유출로 반전되었다. 그 결과 이들 나라중 상당
수가 外換流動性의 부족에 직면하여 外換危機를 겪게 되었다(IIF 1998). Goldfajn and Valdes(1997)
에 따르면 멕시코, 핀란드, 스웨덴, 칠레 등 外換危機를 겪은 나라들도 外換危機가 있기 5년 전부터
자본유입이 급증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9) 급속한 금융시장 자유화와 함께 금융위기가 발생한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주엘라, 이스
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있다. Sachs(1997)는 급속한 자본유입 이후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
서 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boom-bust cycle이라고 하였다. Krugman(1998)은 자본 유입과 유출
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金融機關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것이
급작스럽게 소멸되면서 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boom-bust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본의 급
격한 유출에 따른 위기발생 이면에는 선진국 금융자본의 음모(conspiracy)가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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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DP對比 資本收支比率 推移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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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료: 한국은행 조사부
주: 횡축에서 0은 외환위기발생연도로서 한국은 1997년 멕시코는 1994년이 되며 -1은 외환위기가 발생
하기 1년전, -2는 2년전을 나타낸다.

특이한 것은 한국의 경우 대규모의 자본유입이 金融機關借入에 의해 이
루어졌으며 1997년의 급격한 자본유입 축소도 金融機關을 중심으로 나타났
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 본 Goldfajn and Valdẽs(1997a)의
모형은 우리나라의 外換危機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金融機關의 海外借入은 1993년중 12억달러
에 그쳤으나 계속 증가하여 經常收支 赤字가 230억달러에 달하였던 1996년
에는 14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사후적으로 보면 엄청난 經常收支赤字가
金融機關들의 해외차입에 의해 상당 부분 보전된 것이라고 단순하게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보면 이는 대규모의 자본이 金融機關을 통
해 유입되어 實物部門에 장기로 투자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1997년중에는 金融機關借入이 141억달러의 純償還으로 반전되었
다. 이는 1996년 126억달러에 달하였던 金融機關의 短期借入이 1997년에는
148억달러의 純償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우
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借換을 거부하고 자본을 경쟁적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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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던 것을 반영한다. 한 예로 국내 7대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들의 만기도래시 借換率이 1997년 10월의 86.5%에서 11월에는 58.8%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처럼 자본유입이 중단되고 이미 유입되었던 자본마
저 유출되면서 銀行危機와 外換危機가 동시에 촉발된 것이다.
金融機關 海外借入金 推移

<표 4>

구분
1990 1991
I. 經常收支
-20.0 -83.2
II. 資本收支(a+b)
25.6 64.1
a. 投資收支(1+2+3)
29.0 67.4
1. 직접투자
-2.6 -3.1
2. 증권투자
0.8 30.5
3. 기타투자(가-나)
30.8 40.0
가. 자산
-24.2 -30.1
나. 부채(①+②)
55.0 70.0
①金融機關借入增加( ⓐ + ⓑ )
28.6
58.6
ⓐ장기차입증가
-0.5 37.1
(예금은행)
-3.3 21.5
(개발기관)
0.7 9.1
(종금사)
2.1 6.5
ⓑ단기차입증가
29.1 21.5
(예금은행)
24.2 18.0
(개발기관)
3.6 3.1
(종금사)
1.3 0.4
②기타
26.4 11.4
b. 其他資本收支
-3.3 -3.3
11.9 11.4
III. 準備資産 증(-)감

자료: 한국은행 조사부
<표 5>

1992
-39.4
65.9
69.9
-4.3
58.0
16.2
-33.0
49.2
24.3
12
9.0
0.8
2.2
12.3
7.0
5.9
-0.6
24.9
-4.1
-37.1

1993
9.9
27.4
32.2
-7.5
100.1
-60.5
-45.9
-14.6
12.0
0.8
1.5
-0.8
0.1
11.2
3.9
5.6
1.7
-26.6
-4.8
-30.1

1994
-38.7
103.0
107.3
-16.5
61.2
62.6
-73.7
136.3
89.8
19.5
21.8
0.1
-2.4
70.3
53.8
7.8
8.7
46.5
-4.4
-46.5

1995
-85.1
167.9
172.7
-17.8
115.9
74.6
-139.9
214.5
134
16.1
20.3
-3.5
-0.7
117.9
85.2
15.6
17.1
80.5
-4.9
-70.4

國內 金融機關 海外借入의 借換(Roll-over)率 推移
(7대 시중은행 연초대비 Credit-line)

(단위:억달러)
1996 1997
-230.0 -86.2
233.3 54.4
239.2 60.3
-23.4 -19.5
151.8 147.6
110.8 -67.9
-134.9 -107.4
245.7 39.5
141.5 -141.2
15.3 7.2
24.9 6.6
-8.5 -0.1
-1.1 0.7
126.2 -148.4
71.9 -103.1
22.4 -24.3
31.9 -21.0
104.2 180.7
-6.0 -5.9
-13.9 119.2

(단위: %)

1997.1. 2. 3. 4. 5. 6. 7. 8. 9. 10. 11. 12.
115.4 94.2 109.0 94.9 100.6 106.3 89.1 79.2 85.8 86.5 58.8 32.2
자료: 한국은행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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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fajn and Valdẽs(1997a)는 資本流出이 촉발되는 요인으로서 자본도
입국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외국의 금리상승30)을 들었다. 한국의 경우에
도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에 11.03%였던 제조업체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1996년에는 2.02%
로 낮아진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경기하강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타난 채산성 악화 등으로 1997년초 이래 한보 등 대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졌다. 국제상업은행들은 이러한 기업부실이 金融機關 부실로
이어져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였다. 외국인투자가들이 경쟁적
으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31)
<표 6>

製造業體의 自己資本 純利益率 推移

(단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7.32 -5.19 0.22 9.60 6.81 5.84 10.88 10.71 10.24 6.42 5.53 5.53 4.33 4.22 7.56 11.03 2.0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변동이 資本流出을 초래한 요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997년중 미 연준은 장기간 호황이 지속되는데
따른 미국의 물가상승 우려가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안정
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만
30) 1980년대 초반과 1994년 미국의 고금리정책은 남미국가들로부터의 자금이탈을 촉발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의 外換危機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93년 독일이 고금리정책
을 취했을 때에도 독일과 이탈리아(1992년 9월)에 이어 스페인의 페세타화(1992년 9월), 스페인의
페세타화와 포르투칼의 에스쿠도화(1992년 11월), 아일랜드 파운드화(1993년 1월), 스페인의 페세타
화와 포르투칼의 에스쿠도화(1993년 5월)가 차례로 위기를 맞았다.
31) 한국의 경우 外換危機로의 이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기의 발생을 구조적
으로 설명한 논문으로는 김동원(1997)이 있다.
야마이치 증권회사의 파산 등 일본의 金融機關 부실화가 한국에 대한 대출금 회수의 계기가 되었
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영섭․이종욱(1998)은 한국에 대한 외국金融機關의 대출금중 일본계
은행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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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정증권 금리는 1997년중 6%대를 유지하였다.
美國의 金利 推移
(10년만기 재무성증권)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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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Reserve Bulletin,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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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再發防止를 위한 政策課題

과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外換危機를 한번 당한 나라에서는 수
년 사이에 外換危機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멕시코는 1982년 12
월에 外換危機를 겪은 후 1994년 12월까지 12년간 9차례나 外換危機를 경
험하였다.32)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外換危機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하
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3)
우리나라의 外換危機는 앞의 제Ⅱ장에서 소개한 세가지 이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씩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기관을 통
한 급격한 자본유출을 중시하는 Goldfajn and Valdẽs(1997)모형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상당히 잘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外
換危機 原因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32) Oetker and Pazarbasiglu(1995) 참조
33) Eichengreen and Wyplosz(1993), Eichengreen, Tobin and Wyplosz(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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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경제안정화를 통한 經常收支의 改善

外債를 감축하고 外換保有額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經常收支 개선이 지름
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外換危機를 극복한 이후에도 경제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하는 등 안정적 성장이 확보되어야만 과도한 수입수요가 억제되어 經常收
支를 견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34) 그외에도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을 통
해 非價格競爭力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
다.
나. 構造調整의 加速化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미시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결함을 과감히 시정
하여야 한다. 公共部門에 대한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지급보
증과 상호출자 등을 통해 외형을 키우는 데 치중해 온 대기업들의 경영도
합리화되고 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金融機關의 不實債權을
짧은 기간내에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金融機關들이 금융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
야 하겠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제도․관행을 국제기준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다. 外換保有額 擴充 및 外債減縮

34) 최창규(199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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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현적 투기공격모형에 따르면 위기발생에 있어 시장참가자들의 예
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외환당국은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항상 노
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外換保有額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Obstfeld의
이론에서 본 바와 같이 外換保有額이 중간상태에 있을 때에 自己實現的 投
機攻擊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外換保有額 확충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이 金融機關들에 맡긴 외화예탁금을 점진적으로 회수함과 아울러 외환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달러화표시 外國換平衡基金債券 발행을 확대하여야
한다.
外債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自己實現的 投機攻擊을 막기 위해서는
外債規模의 축소와 아울러 外債構造의 改善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外換保有額, 外債 등의 통계를 정비 확충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이
를 가능한 한 신속․정확하게 시장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들 통계들이 제
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을 실제 이상으로 증폭시킨 측면이 있었던 점을 뼈
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라. 급격한 資本流出에 대한 對備

우리나라가 資本流出로 인하여 다시 外貨流動性 부족에 처하게 되는 상
황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져야 하겠다.
첫째, 급격한 자본이동이 국제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外換危機의 한 요
인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外換危機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간 자본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35) 단기자본의 이동을 규제하는 방안
35) 이처럼 단기자금의 이동을 규제하는 것은 투기라는 바퀴에 모래를 끼얹는 일(throwing sand in the
wheels of speculation)에 비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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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Tobin稅36)나 無利子支給準備預置(URR;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制度37)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8)
둘째, 외부의 충격으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경우 해당국에 流動性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금융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39) 이를 위해서
는 IMF의 기능이 재정립되고 재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재 IMF가
세계 여러 나라의 外換危機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국제자본이동
의 규모와 속도에 비추어 그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40)
셋째, 앞으로 급격한 단기자본이동에 관한 안전장치가 전세계적인 차원
에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에 통화협력장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아시아통화기금
(AMF)의 설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41) 지역통화협력기구
36) 1978년 James Tobin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서 모든 국가의 資本流出入에 대하여 소정의 단일세율
로 거래세(uniform worldwide tax)를 부과함으로써 매입-매도를 반복하는 단기투기거래의 거래비
용을 높여 투기적 외환거래를 줄이고 환율의 급등락을 막는 것이 목적인 일종의 자본거래세이다.
1991년 칠레는 단기해외차입(short-term external credits)에 대하여 1.2%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Tobin세는 1994년 멕시코 外換危機를 계기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1995년 6월 G-7 정상회담에
서도 논의된 바 있다. Tobin(1974, 1978, 1996) 참조
37) 칠레는 1991년 Minimum Non-remunerated Reserve Requiremnet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기업해외
차입금 등의 30%를 만기에 상관없이 1년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차입기
간에 관계없이 예치비율과 예치기간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차입기간이 짧아질수록 외자도입에 따르
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단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1993년 만기 18개월미만의 모든 대외직접차입에 대해 강제적인 지준적립을 요하
는 Mandatory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제도를 도입하였다. 칠레와 콜롬비아의 자본
통제는 자본이동에 대해 암묵적 조세부과 효과를 가져와 해외차입의 만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
38)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외국환관리규정 1-22조에 재경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거주자가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
예치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와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외국
환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여야 할 외화예금지급준비율을 규정하는 한계지준제도(MRR; Marginal
Reserve Requirement) 등 직접적 자본통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해 놓았다.
39) Obstfeld(1986)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정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
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제한적인 공공해외차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는 채무국의 流動性不足시 이를 바로 지원하게 되면 이것이 채무국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
능성이 있다는 논거를 내세워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40) 1994～95년의 멕시코 페소화위기 이후 G-7등 선진국들은 IMF의 재원 확충을 위해 일반차입협정
(GAB: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5년 10월 IMF 연차총회
와 1996년 4월의 IMF 잠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긴급융자제도(EFM: Emergency- Financing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현재 IMF는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GAB를 종전의 두 배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의 도입을 추진중
이다. 정인교 박영호(199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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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IMF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는 外換危機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최근 우리나라의 外換危機 원
인을 분석한 후 外換危機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外換危機로 연결되는 投機的攻擊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基礎經濟與件의
악화가 外換危機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는 第1世代 投機的攻擊模型과 투자가
들의 外換危機예상에 따라 위기가 自己實現的으로 발생한다는 第2世代 投
機的攻擊模型이 있었다. 자본이동에 있어 金融機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론도 넓은 의미에서 投機的攻擊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1월에 발생하였던 한국의 外換危機는 경기하강국면이 장기간 지
속됨에 따른 대기업의 연쇄도산과 經常收支의 악화 등 基礎經濟與件의 악
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거주자외화예금의 급증과 외
국인주식투자자금의 유출 등에 비추어 보면 Obstfeld의 이론으로 살펴본 自
己實現的 投機攻擊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자율화
와 병행하여 자본자유화가 폭넓게 추진되면서 은행 및 종금사 등 金融機關
이 대규모의 해외자본을 차입하였으며 海外 債權金融機關들의 만기연장 거
부 등으로 이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外換危機에 처하게 되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Goldfajn and Valdẽs의 이론은 한국의 外換危機
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1) 이러한 아시아통화기금의 설립 움직임은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구 등이 外換危機 수습과정에서 채
권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는 지적하지 않고 채무국가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행태를 보였던 데에
도 일부 기인하였다. 과거에도 일본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동아시아 外換危機를 겪으
면서 일본은 미국의 달러화, 독일의 마르크화,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통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말레이지아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의
반대에 직면하여 이러한 논의는 다소 변질되고 있다. 즉 순수한 의미의 아시아통화기금과는 거리가
멀고 IMF도 참여하는 변형된 형태의 AMF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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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外換危機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基礎經
濟與件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經常收支의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自己實現的 投機攻擊
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外換保有額의 확충과 外債規模의 축소 등에 주력
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국내외 자본이동과 관련한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위기발생시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겠
다. 또한 현재 국제금융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
가적 차원에서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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