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通貨信用政策 運用

1. 物價安定目標

한국은행은 개정 韓國銀行法 제6조에 따라 정부
와의 협의를 거쳐 2000년중 物價安定目標를 근
원인플레이션의 연평균 상승률 기준으로 2.5±

1%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중기적으로 추구할
물가안정목표는 2.5%로 제시하였다.
消費者物價指數를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설
정하였던 1998년 및 1999년과는 달리 2000년
부터는 소비자물가에서 일기, 작황,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
등락하는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
한 根源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
가에 파급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으며 중앙
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인플레
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中期物價安定目標도 함
<그림 Ⅲ-1>

께 제시하였다.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 상승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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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중 消費者物價는 원화환율의 하락과 농
축수산물의 수급안정 등에 힘입어 5월까지는 전
년동기대비 상승률이 1% 대에 그쳤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의보수가, 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집중되면서 6월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상
승률이 3.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평균 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0.8%)보다 높은 2.3%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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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源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상승
률이 1.1% 에서 안정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오름세가 점차 높아져 9월 이후에는 물가안정목
표 중심치를 계속 상회하였으나 하반기 전체로
는 전년동기대비 2.6%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
라 연평균 근원인플레이션은 1.8%를 나타내어
물가안정목표 범위내에서 유지되었다.
이처럼 근원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범위내
에서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유가 상승, 높
은 경제성장 등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인플레이
션 억제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개방확대,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경쟁심화 등도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 정보통신혁명

<그림 Ⅲ-2>

의 급진전 등으로 잠재 GDP를 정확히 추정하

공공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률 추이
(전년말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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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편 국제유가가 연평균 기준으로

52.4% 상승(Dubai油 기준)하여 경제구조 변화
및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용하
는 産業聯關表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소비자물
가에 1.4% 포인트 정도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석유제품
가격이 제외되는 根源인플레이션에도 교통·전
기·도시가스 등 관련 공공요금 인상 및 이로
인한 개인서비스가격 상승 등을 통해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0년중에는 연평균 換率(기준환율 기
준)이 전년에 비해 4.9% 하락하여 물가안정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연관표를 기준으
로 하여 볼 때 환율이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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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단위노동비용1) 상승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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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
로 추정된다. 한편 임금면에서는 全産業基準 단
위노동비용 상승률이 전년(2.4%)보다 다소 높은
(3.2%) 수준에서 플러스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기준 단위노동비용은 전년에 이어 마이너
스 상태가 지속되어 서비스부문과는 달리 공업제
품 등에는 임금면에서의 가격인상압력이 크지 않
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94

95

96

97

98

99

2000

-20

또한 WTO 출범(1995년), 수입선다변화 규제
해제(1998년말 및 1999.6월) 등으로 수입개방

주 : 1) 상용근로자명목임금/(불변GDP÷취업자수)

이 확대된 데다 유통시장 개방(1996 년) 이후
할인양판점 급증 등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외환

<그림 Ⅲ-4>

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가 높아진 것

물가수준전망 CSI 추이

도 물가안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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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金利運用

金融通貨委員會는 1999년 7월 대우사태가 표면

<표 Ⅲ-1>

화된 이후 2000년 1월까지는 금융시장 안정에

월별 금리정책방향 및 시장금리 동향

중점을 두고 콜금리 목표수준을 4.75%의 비교
2000. 1월

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였다.

시장금리동향1)

금리정책방향
콜금리 현수준(4.75%) 유지

상승

2월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5.00%)

하락

3월

콜금리 현수준 유지

상승

4월

콜금리 현수준 유지

하락

5월

콜금리 현수준 유지

안정

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장기금리의 상

6∼8월

콜금리 현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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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에서

9월

콜금리 현수준 유지

상승

유지해 옴에 따라 크게 확대된 長短期金利隔差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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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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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장단기금리간 연계성을 높여 金利政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5.00%)

하락

策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10월

2월

그러나 2000년 2월 10일에는 콜금리 목표수준
을 0.25% 포인트 인상하여 5% 내외에서 운용

를 줄임으로써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

콜금리 인상 이후 長短期金利隔差(3년만기 국고

주 : 1) 국고채(3년물) 월평균금리 기준

채유통수익률 - 콜금리 1일물)는 축소되는 모습
을 보였다. 당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던 것
은 대우채권과 관련하여 야기되었던 금융불안

<그림 Ⅲ-5>

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는 판단이 뒷받침

콜금리 및 국고채유통수익률1) 추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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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후 金融市場은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자금사정에 따른 유동성
효과 등으로 4월초까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운데 1/4분기 GDP 성장
률이 12.6%에 달하는 등 實物景氣는 빠르게 上
昇하고 있었다.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으나 경상수지 흑자의 축
소 속도가 빨라 金融通貨委員會는 특히 대외 불
균형의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였다. 그러나 아직
은 금리인상으로 대처하여야 할 만큼 심각한 단
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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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그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여 오던 금융시
장이 5월 이후 새한그룹의 워크아웃과 현대건설
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동요하면서 자금공급의
경색현상이 다시 나타나 금리의 안정적 운용 필
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金融通貨委員會는

6월 정기회의시까지 콜금리를 5% 수준에서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이후에는 물가가 그 동안의 안정세에서 벗
어나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판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1) 1∼5
월중 0.4% 상승에 그쳤던 消費者物價는 6 월

0.5%, 7월 0.3%, 8월 0.8%의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더하여 2/4분기 GDP 성장률
이 9.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
내의 여유공급능력이 소진되고 超過需要 압력이
점차 현재화 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金融通貨委員會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
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콜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8월 들어 현대건설이 또다시 流動性 危
機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었으며
반도체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급등, 대우자동차
의 해외매각 차질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겹쳐 주식시장도 불안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다. 이에 따라 金融通貨委員會는 9월 정기
회의시까지도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콜금리를 종전 수준(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10월 5일 정기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이후의 정책기조를 변경하여 콜금리 목표수준을
1) 상반기중 빠른 경기상승의 부작용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주
목했던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문제는 5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매월 계속 10억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더 이상 문제
가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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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서 5.25%로 0.25% 포인트 상향조정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는 6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온 消費者物價
가 9월중에는 전월대비로는 98년 2월 이후 최
고 수준인 1.5%나 올라 물가불안이 현재화되었
기 때문이었다. 일부에서는 당시의 물가상승이
수요요인이 아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요
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인 통
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는 높은
물가 상승은 그 자체가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이
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함으로
써 물가오름세 심리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긴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金融市場도 정부의 기
업 및 금융구조조정 조기 추진계획 발표(10월 4
일) 등으로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됨으로써 콜금
리의 소폭 인상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0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연초이래 빠르게 상승해 오던 실물경기도 둔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여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또한 금융시장에는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 발표(11월 3일)에도 불구하
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
었으며 특히 11월중에는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
을 보임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12월
정기회의에서 콜금리의 현 수준 유지를 결정하
였다.
금리정책을 둘러싼 여건은 2001년 들어 급박하
게 변화하였다. 우선 미 연준이 미국경제의 급
속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1월 3일 전격적으
로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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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하
였으나 금융통화위원회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
성이 높은 만큼 실물경기의 동향을 조금 더 지
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2월 8일 정기회의에
서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5% 내외
에서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실물지표의 둔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각종 서베이 결과 소비
및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경기의 과도한 둔화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1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1% 상승하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
지만 이는 주로 농수축산물가격 상승과 의보수
가 등 공공요금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경기둔화
에 따라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군다나 金融市場에서
는 시장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자금 경색현상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었지만 경기둔화로 기업의 현금흐
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잠재부실기업
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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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通貨供給

통화는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신축적으
로 공급하였다.

2000년 들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은행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은행
을 통한 企業資金供給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자금수요에 맞추어 本源通貨를 공급하였
다. 특히 5월 이후에는 일부 중견대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에서 비롯된 신용차별화 현상이 전반
적인 신용경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더욱 신축적으로 공급하였다.
그 결과 2000 년중 본원통화 증가율(평잔)은

<표 Ⅲ-2>
본원통화공급 및 유동성조절규모 추이
(평잔기준 증감액)
(억원, %)
1999

2000

47,830

28,223

4,414

(12.1)

(20.0)

(11.9)

유동성조절

94,908

112,028

32,065

(통안증권)

66,775

146,515

60,042

(R

28,133

-34,487

-27,977

본 원 통 화1)

P)

2001.1~2

20.0%로 1999년의 12.1%에 비해 큰 폭으로 늘
어났다. 아울러 은행권의 민간신용 확대를 반영
하여 M2 및 MCT+도 각각 연평잔 기준 30.2%
및 15.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통화총량지표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당좌대출한도 소진율도 낮은 수준에 머문 점에
비추어 시중유동성 사정은 풍부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주 :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한국은행은 일상적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시중자금이 소매금융

<표 Ⅲ-3>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으로 집중되어 企業資金供

당좌대출한도소진율1) 추이
(%)

給이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

2000.1

3

5

7

9

11

2001.1

2

를 해소하기 위하여 公開市場操作을 통해 이들

19.4

19.3

21.6

20.4

18.8

19.9

17.7

17.6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기업자금 취

주 : 1) 시중은행 기준, 월말 기준

급비중이 높으나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대해 유
동성을 지원하여 기업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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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신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가
능하도록 이들 2개 은행에 2000년 6∼9월중 공
개시장조작을 통해 총 1조 5,000억원의 유동성
을 지원하였다. 지난해 연말 파업으로 인한 預
金引出 등으로 流動性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 대하여도 RP거래를 통
해 1조 5,0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
으로 공급하는 가운데서도 1997년 9월 제일은
행에 지원했던 特別貸出 1조원을 2000년 6월과

9월 각각 5,000억원씩 전액 회수하였다. 또한
은행에 예탁한 外貨資金도 2000년중 90.4억달
러, 2001년 1~2월중에 18.1억달러를 각각 회수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말 현재 외화예탁
액은 66.2억달러가 남아 있다.
<표 Ⅲ-4>

한편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

통안증권발행·이자지급·해외부문 본원통화 공급

유입 등으로 해외부문을 통해 통화가 대규모로

(10억원)

공급됨에 따라 이중 상당부분을 通貨安定證券

2000

발행을 통하여 흡수하였다. 그 결과 2000년말

66,378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66조 4천억원으

1996

1997

1998

발행잔액

25,030

23,475

45,673

(증 감 액)

(-795) (-1,555) (22,198)

이자지급액2)

2,855

2,725

4,841

28,148

15,241

36,266

1)

해외부문 본원
2)

통화 공급

주 : 1) 말잔,

2) 연중

1999
51,489

(5,816) (14,889)
3,799

4,666

73,522 110,143

로 1999년말에 비해 14조 9천억원이 늘어났으
며 이에 따른 利子支給額만 2000년중 4조 7천
억원에 이르고 있다.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의 급
증은 본원통화 공급구조의 경직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0 년 1 월 물가안정목표와 함께

M3 증가율목표를 연평잔 기준 7∼10%로 설정
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중 실제 M3 증가율
(평잔)은 1999년의 11.3%에서 5.6%로 크게 낮
아지면서 목표범위를 하회하였다. 이는 투신사,
은행신탁,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중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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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위축된 데다 기업들이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1999년말경에 금융기관 차입금을 집중적
으로 상환함에 따라 2000년초 M3 잔액이 크게
줄어든 데도 기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M3 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유동성이 높은 M2 및 MCT+ 증가율이 높은 수
준을 유지했던 점에 비추어 시중유동성 사정은
풍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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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信用政策

(總額限度貸出의 限度增額과 運用方式 改善)
韓國銀行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
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특히 中小
企業들이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
원받을 수 있도록 總額限度貸出의 한도를 증액
하는 한편 운용방식도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1998년 9월 이후 7조 6,000억

<표 Ⅲ-5>

원으로 유지해 왔던 저리자금(연 3%)인 總額貸

총액대출한도 및 금리 변경 추이
(억원)

한도1)
금리

97.12∼

98.3∼

98.9∼

46,000

56,000

76,000

(12,572) (12,572) (17,543)
연5%

연5%

연3%

주 : 1) ( )내는 지점별 총액한도
2) 2000.12월부터 증액

出限度를 2001년 1월부터 9조 6,000억원으로 2

98.12∼

99.8∼

2001.1

조원 증액하였다. 한국은행이 통화관리상의 어려

76,000

76,000

96,000

움을 감수하면서도 총액대출한도를 대폭 늘린

(19,543) (21,543) (26,543)2)
연3%

연3%

연3%

것은 지난해 11월 3일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
용평가결과 발표 이후에도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금경색이 크게 완화되지 못한 데다 잇따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정지조치로 영세 중소기업
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해
야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한도증액과 함께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의 배
정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유
도하였다. 2000년도에는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
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하였다. 은
행들의 이러한 영업행태는 결국 기업에 대한 자
금공급을 위축시켜 자금경색 해소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00년 9월부터 家計
貸出보다 企業貸出을 늘리는 은행이 총액한도자
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 배
정시 활용되는 중소기업지원실적 평가방식을 변
경하였다. 이어 2000년 12월에는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地方所在 中
小企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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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액대출한도중 한국은행 지점에 배정하는
한도를 5,000 억원 증액(2 조 1,543 억원→2 조

6,543억원)하였다. 아울러 각 支店에서 지역경
제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
금의 비중을 한도배정액의 50%에서 70%로 상
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
한 모든 일반 운전자금대출로 확대하였다.
한편 2001년 2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견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이들 기
업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의 상환이나 신규
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대출(1∼4대 계열기업 제외)은 물론 會社債와

CP 매입을 확대하는 금융기관에 총액한도자금
이 더 많이 배정되도록 총액한도자금의 배정방
식을 다시 변경하였다. 다만 총액한도자금의 지
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동 배정방식을 1년간 한시적
으로 운용키로 하였다.
(企業購買資金貸出制度 導入)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간 상거래대금결제의 대부
분이 어음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음
거래 관행은 자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
음을 수취하는 中小企業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발행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연쇄부도
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커 그동안 어음제도의
폐지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어음거래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 상거래 대금결제에 커다
란 혼란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韓國銀行은 점진적으로 어음사용
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企業購買資金貸出制度를 새로이 도입하여

2000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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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는 먼저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그림 Ⅲ-6>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흐름

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
은
④구매자금융자
및 환어음결제

행

심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
보 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자금이 부족할 경

⑤대금지급
③환어음
지급제시

②환어음
지급제시

우 거래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①납 품

구매기업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납품업체

로운 형식의 상거래 대금결제수단이다.
한국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널리 이용
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에서 취급한 대출실적의 50%를 低利(연3%)의
총액한도자금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으며 거래기
업과 금융기관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도 대폭

<그림 Ⅲ-7>

간소화하였다. 또한 우대 지원하는 총액한도자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 추이

금을 제도 도입당시 1조원에서 2001년 1월부터
(억원)

(억원)

50,000

50,000

45,000

45,000
40,000

40,000
35,000

35,000

대출잔액

30,000

30,000

25,000

25,000

20,000

20,000

15,000

15,000

대출취급

한도승인

10,000

10,000

5,000

5,000

0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0.5 6

7

8

9

10

11

0

12 2001.1 2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유인제공과 기업 및 금융
기관의 호응에 힘입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빠르게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

6월말 651억원에 불과했던 대출취급액이 2001
년 2월에는 4조 6,16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용
업체수도 같은 기간중 135개에서 6,813개로 크
게 확대되었다.

<표 Ⅲ-6>

이와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이용실적은 큰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상업어음할인 추이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업어음할인은 계
(억원)

2000.6

속 줄어들어 2001년 2월말 현재 기업구매자금

10

12

2001.1

2

19,897

33,594

40,402

46,160

대출이 상업어음 할인의 28.2%에 달하는 등 企

상업어음할인(B)1) 184,537 183,362 195,666 174,384 163,676

業購買資金貸出制度를 이용한 현금결제가 어음

기업구매자금(A)

`A / B (%)

651

0.4

10.9

17.2

23.2

28.2

결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 : 1) 중소기업 기준

그동안 企業購買資金貸出制度의 이용성과에 대
한 기업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지난해 10월 개정
된『조세특례제한법』
의 시행으로 이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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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절감효과3)도 적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대
출제도의 이용실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電子方式 外上賣出債權 擔保貸出制度 도입)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
나 어음 발행을 많이 하는 30대 系列大企業의
경우 대부분이 동일인(계열) 신용공여한도 제한
에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행은 이들 계열대기업이 어음발행을 하지 않고
납품업체는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
는 電子方式 外上賣出債權 擔保貸出制度를

2001년 2월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물품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그림 Ⅲ-8>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흐름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
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은

⑤납품대금
지급

구매기업

행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④대 출

③납품내역
전송
①납 품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새로운
방식의 상거래대금 결제제도이다.

②대출신청

납품업체

한편 동 제도는 대출의 신청에서 상환까지의 모
든 절차가 통신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電子方式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어음발행이 수반
되지 않으며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모두 거래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에는 거래 대기업의 신용
을 바탕으로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
에서 대출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
수할 수 있게 되어 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3)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
용카드 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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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담도 덜게 되었다.
韓國銀行은 동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이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새로운 대출제도로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함께 어
음의 폐해를 줄이고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관행
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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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通貨政策手段

한국은행은 선진적인 通貨信用政策 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中央銀行 貸出制度를 개선하고
金融機關 經營實態 點檢 노력을 강화하였다.
(流動性調節貸出制度 導入)

<표 Ⅲ-7>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현황

최근 들어 中央銀行 貸出制度는 금융기관에 대
기

능

대출한도

대출금리

출금리(재할인금리)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

·통화정책방향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정책방향을 공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은
행이 차입을 신청하는 경
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써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3조원

총액한도
대
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
대 유도

9.6조원

연3.0%

일시부족
자금대출

·은행의 지급결제(또는 지 부족자금
범위내
준) 부족자금 지원

콜금리
+2%p

일중당좌
대
출

지준예치금
·은행의 하루중 일시적인
평잔의
지급결제 부족자금 지원
100%

유동성조절
대
출

한 상시적 자금공급 창구로 활용되기보다는 대

연4.5%
(3개월이상
연속 차입시
는 연5.5%)

를 시장에 알리는 공시기능과 금융위기시 시중
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추세이다.

무이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
해 옴에 따라 중앙은행 대출제도가 이러한 고유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2000년 8월에 총액한도대
출과는 별도로 流動性調節貸出制度를 도입·시
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에 맞추어 유동
성조절 대출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콜금리 목표수
준의 변경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책의도를 금융
시장에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
할 경우 필요한 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유동성조절대출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은행은 공시기능과 금융시
장 안정기능을 갖춘 새로운 대출제도를 운용하
게 되었다.

2001년 2월말 현재 유동성조절대출제도의 金利
는 4.5%이며 도입당시 2조원이었던 대출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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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
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
여 2001년 1월부터 3조원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다.
(日中當座貸出制度 導入)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日中當座貸出
制度를 도입·시행하였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거
래 증대 등으로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규모가 크
게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지급결제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진 데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하루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

<표 Ⅲ-8>

는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일정한도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의 결제대기 현황

내에서 실시각으로 자동 지원할 수 있게 되었
도입 이전

다. 貸出限度는 각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당좌예

도입 이후

2000.8

9

10

11

12

2001.1

금 평잔 해당액이며 무이자로 지원하는데 이는

결제대기

건수기준

21.3

24.1

20.8

20.6

21.6

22.4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지준을 예치하

비율(%)

금액기준

31.3

34.9

24.9

24.5

30.1

31.7

12.0

12.8

4.9

4.6

6.7

7.5

일평균결제대기
발생은행 수(개)

1)

1)

주 : 1) 2000.12∼2001.1월중 결제대기 비율 및 발생은행 수가 커진 것
은 은행 연대파업, 일부 은행의 유동성 부족사태 발생, 연말연
시 결제자금 증가 등에 기인

고 있으며 지원자금은 업무시간 마감전까지 전
액 회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중당좌대출제도를 도입·시행한 이후 결제자
금 부족으로 대기하는 비율과 결제대기 발생 은
행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표 Ⅲ-9>

(外貨預金 支準率 引下)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추이
(%)
∼90.2

90.3

96.4

96.11

거주자계정

4.5

11.5

9

7

기 타 계 정1)

1

1

1

1

주 : 1) 은행개설계정,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 등

2000.4

한국은행은 2000년 4월 거주자 外貨預金에 대
한 지준율을 인하하였다.

저축성예금:2
요구불예금:5
1

이는 외화예금 수신금리 인상을 유도하여 기업
및 개인의 외화예금을 증대시키고 원화예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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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율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써 종전 예금종류 구분 없이 7%였던 거주자 외
화예금 지준율이 저축성예금은 2%로, 요구불예
금은 5%로 차등 인하되었다.
(金融機關 經營實態 點檢)
한국은행은 2000년에도 통화정책의 효율적 수
행에 필요한 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金融機關
에 대한 經營實態 點檢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금융기관의 수지
및 건전성 등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대출행태
서베이 등을 정기적(매분기)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일반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
사를 실시하였다. 즉 2000 년중 3 개(한빛, 외
환, 대구)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으
며 2001년 1∼2월중에도 1개(시티은행)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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