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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창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상회하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1950년대 전란 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 19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 1990년대 물가안정기반 구축과
금융자율화, 2000년대 이후 금융안정 도모와 경제활력 제고 등 한국은행은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앙은행을 둘러싼 여건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
성장 저물가 기조와 세계화의 퇴조,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디지털혁신 등으로 경제의 패
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러한 변화를 한층 가속화시
키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중앙은행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중
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과 한국은행의 역할을 되돌
아보고 다가올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간하는 「한국은행 70년사」가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정에서 이뤄진
중앙은행제도와 통화신용정책의 변천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
다. 끝으로 이 책자 발간에 애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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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IMF IBRD 가입을 정부에 건의한 문서(1953년 10월)

6·25 전쟁 시 피격된 한국은행 본관 모습

서울은행 신설 내인가(1959년 9월)

한국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은행권(천 원권)

1953년 긴급통화조치 시 화폐교환 창구(1953년 2월)

한국은행
1950. 06 창립 및 본부 이전

1953. 02 긴급통화조치(100원→1환)
10 융자순위제 도입

07 한국은행권 최초 발행
09 통화교환조치(1950.9～1953.1)

1954. 08 「은행법 시행규정」 제정

1958. 12 금융부문 자금운용준칙 제정(1959.1월 시행)
1959. 10 주화 최초 발행

1951. 01 대출한도제 실시

1954~1955 산업부흥국채 인수

1950

1953

1956

1950. 06 전쟁 발발

1953. 02 긴급통화 금융조치

1956. 02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1954. 04 한국산업은행 설립

1957. 04 재정금융안정계획 수립

08 긴급통화교환조치
(대통령 긴급명령 10호)

08 「은행법」 시행
1955. 08 IMF·IBRD 가입

대한민국 경제일반

006

11 서울은행 신설 인가(12월 설립)

1958. 03 「외자관리법」 제정

1960

제1차 개정 「한국은행법」 (1962년 5월)

IMF·IBRD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세련 총재(1966년 9월)

1962년 긴급통화조치 시 발행된 한국은행권

1962년 긴급통화조치 단행 후 화폐교환 풍경(1962년 6월)

1961. 02 수출금융규정 제정

1966. 01 대외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제정

1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정
1962. 05 제1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
06 긴급통화조치(10환→1원)
1962. 04~06 증권파동 수습

한국외환은행 발족 조인식(1967년 1월)

1964. 07 수출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요강 제정
1965. 04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도입
09 금리현실화조치 단행

1967. 01 한국외환은행 분리(관련 업무 및 직원 이동)
03 통화안정계정 설치
1969. 11 국내여신 직접규제방식 채택(1970.1월 시행)

1960

1963

1966

1961. 05 5·16 군사정변 발발

1964. 05 환율 현실화(달러당 130원→255원)

1966. 08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1965. 03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

1967. 01 한국외환은행 설립

06 부정축재자 소유 일반은행 주식
정부에 귀속
1962. 0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06 긴급통화조치 및 후속조치

한국은행 70년사

03 IMF와 대기성차관 협정 체결

1970

04 GATT 가입(GATT 제18조국)
1969년말～1971년초 종합안정화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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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의 8 3 긴급경제조치 관련 기자회견(1972년 8월)
제1차 석유파동 당시 석유를 사기 위해 줄지어선 시민들(1973년 10월)

8·3 긴급경제조치 종합보고서

최초 발행 오천 원권, 만 원권, 천 원권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년 12월)

1970. 02 금융업무쇄신 8개 원칙 수립(3월 실시)

1973. 06 만 원권 발행

1971. 09 우대적격업체 재할인제도 도입

1974. 01 여신금지부문제도 도입

1972. 07 오천 원권 발행

1975. 02 뱅크론 계약 체결(2억 달러)

1970

1973

1971. 02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1973. 01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추진 발표

1972. 08 8·3 긴급경제조치

1978. 01 제4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
08 민간신용 한도관리제 제도화
(1977년 창구지도방식으로 운용)

1976

10 중동전 발발(제1차 석유파동)
12 「국민투자기금법」 제정(1974.1월 시행)
1974. 12 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12·7 특별경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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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03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권고 → 의무

1980

1976. 07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12 「부가가치세법」 제정(1977.7월 시행)
1978. 08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12 이란 석유수출 중단(제2차 석유파동)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 모습(1981년 12월)
김건 총재의 「한국은행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자회견(1988년 11월)

제40차 IMF IBRD 서울 연차총회에서 최창락 총재와 폴 볼커 미연준
의장(1985년 10월)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발족(1989년 4월)

1981. 01 은행감독 관련 통첩 대폭 정비
1982. 01 5개 시중은행에 신용카드업무
내인가(6월 업무취급 개시)

1980
1980. 01 종합경제대책 발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정
(1981.4월 시행)
1980 1981 중화학공업 부문의 투자조정 본격
추진

한국은행 70년사

1984. 05 양도성예금증서(CD) 제도
재도입(6월 시행)

1986. 09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대출취급규정 제정

1985. 06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도입(7월 시행)

1987. 04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한국은행 자금지원
기준 결정

1983~1985 총통화증가율 목표 큰 폭 하향 조정

1989. 04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발족

1983

1986

1983

5개 시중은행 민영화 완료

1985. 09 G5회의, 달러화 약세유도
합의(플라자 합의)
10 IMF IBRD 연차총회 서울 개최

1990

1986. 03 농어촌 종합대책 발표
1988. 11 IMF 8조국 이행
1989. 09 은행의 대고객 환율 전면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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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중소기업 금융애로 접수창구 개설(1993년 8월)
IMF 긴급자금지원 의향서 서명(1997년 12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가동식
(1994년 12월)

환율시세 2,000원 돌파(1997년 12월)

한국 OECD 가입협정 서명(1996년 10월)(출처 : OECD)

1997. 01 BIS 가입
1998. 04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

1990. 01 SEACEN 가입
1991. 02 EMEAP 가입
08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04 은행감독원 분리
1993. 03 RP매매에 경쟁입찰방식 도입
1994. 03 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

1992. 05 투신사 지원대책 발표

12 한은금융망(BOK-Wire) 가동

09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공개시장운영금리 인하
1997～1999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유동성 지원

1990

1993

1996

1990. 03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1993. 07 신경제 5개년계획 확정 발표

1996. 12 OECD 가입

0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1992. 01 주식시장 개방(상장주식 직접투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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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금융실명제 실시
1995. 01 WTO 출범 및 한국 가입

2000

1997. 07 기아그룹 부도
12 IMF 긴급자금지원 의향서 서명
1998. 04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IMF 차입금 상환 완료(2001년 8월)

한 중 일 중앙은행 총재 CMI 통화스왑계약 서명식(2005년 5월)

제7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으로 새출발을 다짐한 한국은행(2004년 1월)
한·미 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
(2008년 10월)

2000. 03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한
최초의 공동검사 실시
2000

정책금리 2회 인상

2005~2008 정책금리 8회 인상
2003. 03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관련
단기유동성(2조원) 지원

2001. 08 IMF 차입금 상환 완료

2004. 01 제7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

2001

2003~2004 정책금리 4회 인하

정책금리 4회 인하

2008. 10 한·미 통화스왑계약 체결
2008~2009 정책금리(기준금리) 6회 인하
2009. 03 FSF 가입(4월 FSB로 개편)
06 오만 원권 발행

2000

2003

2006

2001. 09 미국 9·11 테러 사태 발생

2003. 03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발생

2006. 03 3 30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2002. 05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

2004. 03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2008. 09 리만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07 국채유통시장 등의 개선방안 발표

2005. 07 한국투자공사 설립

2010

10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2009. 02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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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주 통화스왑계약 체결(2014년 2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중수 총재(2010년 4월)

한국은행 총재 사상 첫 인사청문회(2014년 3월)

창립 62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2012년 6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2014년 12월)

2012. 04 제9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
2010. 03 CMI 다자화협정 발효

2013. 10 UAE 등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2011. 08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시행

12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총액한도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12 제8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

2014. 02 한·호주 통화스왑계약 체결
12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
2015. 03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개최

2010~2011 기준금리 5회 인상

2012~2013 기준금리 3회 인하

2014~2015 기준금리 4회 인하

2010

2012

2014

2012. 08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A1→Aa3, Moody’s)

2014. 0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2013. 07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 발표

2015. 12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Aa3→Aa2, Moody’s)

2010. 04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A2→A1, Moody’s)
11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
2011. 06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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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젤Ⅲ에 따른 국내은행 자본규제
강화방안 마련

12 5대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기본방향 발표

물가설명회 개최(2016년 7월)

이주열 총재와 BIS 이사회 이사들(2019년 5월)(출처 : BIS)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2020년 2월)

한·캐나다 통화스왑계약 체결(2017년 11월)

2018. 02 한·스위스 통화스왑계약 체결
03 제11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

2016. 06 기준금리 인하(1.25%)

11 이주열 총재 BIS이사회 이사직 수임

07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방안 마련

11 기준금리 인상

2017. 11 한·캐나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2019

11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2회 인하

2020. 03 기준금리 0.5%p 인하(0.75%)
03 한·미 통화스왑계약 체결
03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4월 시행)
04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5월 시행)

2016

2018

2020

2016. 08 (주)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

2018. 12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 마련

2020. 02 민생·경제 종합대책(32조 원 규모) 발표

2017. 07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2019. 0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마련

10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한국은행 70년사

1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03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03 100조 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발표
04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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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은행의 창립

제1절 한국은행 이전의 중앙은행
제2절 한국은행 창립
제3절 한국은행법 입법정신
제4절 창립 당시 한국은행의 기능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첫발을 내딛기까지는 많은 변곡점이 있었다. 처음 중앙은행 설
립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구한말 대한제국 시절이었다. 일본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통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1903년 ‘대한중앙은행’의 설립을 추진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이를 실현
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을 앞두고 식민지 중앙은행의 설립을 결정하면서 1909년 11월
한국은행(이하 (구)한국은행)이 설립됐다. 그 후 1911년 8월에 ‘조선은행’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으나 조선은행
의 실체적 성격은 (구)한국은행과 동일했다.

조선은행은 발권, 국고 등 중앙은행의 일부 기능과 예금, 대출 등 일반은행 업무를 겸영하면서 일본의 한
반도 지배와 대륙 침략에 필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담당했다. 광복 직후에는 일본정부와 일본인의 철수에 따
른 자금수요에 맞춰 은행권을 남발함으로써 물가 급등을 초래하는 등 한국경제에 큰 혼란을 남겼다.
광복 이후 수년간 한국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미군정 및 과도정부는 조세징수를 통한 재원
조달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융제도와 금융행정 면에서 금융기관
의 무절제한 여신 취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조선은행은 미군정 법령 제21호
에 따라 중앙은행 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나 정책당국으로서 당시의 극심한 경제 혼란을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통화·금융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강력한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가진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 설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금융기관과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됐
다. 조선은행과 정부는 각각 중앙은행법안을 작성했는데, 1948년 말 작성된 조선은행안은 독립성이 강한 중
앙은행의 도입을 구상한 반면 1949년 초 제시된 정부안은 중앙은행의 정부 종속을 제도화하고자 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후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방한한 미국인 금융전문가인 블룸필드 박사와 젠슨은 약 5개월간 한국경제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당국자들과 의견 교환을 거쳐 1950년 2월 한국은행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
대로 정부가 입안한 한국은행법 제정안은 1950년 4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5일 법률로 공포됐다.
마침내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업무를 개시하여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
게 되었다.

1
제
1
절

한국은행 이전의
중앙은행

1.

2.

3.

구한말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 한국은행 설립 이전(以前)

1.

구한말

을 회복하기 위해 1903년 3월 「중앙은행조례」
및 「태환금권조례(兌換金券條例)」를 공포하고

19세기 말 서양문물과 함께 일본 은화와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동 조례에 의거하

지폐, 중국 마제은(馬蹄銀), 멕시코 은화, 러시

여 대한중앙은행(大韓中央銀行)이라는 주식

아 루블 은화 등 여러 종류의 외국 화폐가 부

회사 형태의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 정관을 제

산, 인천 등 개항지를 중심으로 유입 통용되면

정하고 심상훈(沈相薰)을 총재, 이용익(李容

서 화폐 질서가 문란해졌다. 조선은 1883년 최

翊)을 부총재로 임명했다. 그러나 1904년 러일

초의 근대적 상설 조폐기관인 ‘전환국(典 局)’
을 설치하고 신화폐를 발행하는 등 화폐제도

「중앙은행조례」
(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8호)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앙은행 설립까지 추
진하지는 못했다.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던 일본이 1902년 자국의 상
업은행인 ‘제일은행’ 조선지점을 통해 국내에
서 은행권을 발행하자, 대한제국은 통화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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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 대한제국의 경제주권을 찬탈한 일

그대로 둔 채 설립일자를 (구)한국은행 설립일

본의 방해로 중앙은행 설립은 실현되지 못했

자로 소급하고 (구)한국은행의 행위는 법률적

고, 일본은 제일은행 조선지점을 사실상 중앙

으로 조선은행의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조

은행으로 활용했다.

선은행의 실체적 성격은 (구)한국은행과 동일

그러다가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을 앞

했다.

두고 식민지 중앙은행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조선은행은 (구)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1909년 7월 「한국은행조례」가 공포된 데 이

발권, 국고 등 중앙은행의 일부 기능과 예금,

어 1909년 11월에는 한국은행(이하 (구)한국

대출 등 일반은행 업무를 겸영하면서 일본의

은행)이 설립되었다. (구)한국은행은 당시까지

한반도 지배와 대륙 침략에 필요한 자금공급

일본 제일은행 조선지점이 맡아오던 대한제국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태평양전쟁 중에는 일

의 발권 및 국고업무를 승계했다.

본국채 인수 및 군수산업 대출을 확대하는 과
정에서 은행권을 남발했다. 광복 직후에도 일
본정부와 일본인의 철수에 따른 자금수요에
맞춰 은행권을 남발해서 조선은행권 발행잔

2. 일제 강점기

액이 1945년 8월 14일 48억 원에서 8월 31일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 후 1911년 3월 「조

8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같은 조선은

선은행법」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구)한국은

행권의 남발은 광복 이후 물가 급등을 유발하

행은 1911년 8월 15일 ‘조선은행’으로 명칭이

는 등 국내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변경되었다. 그러나 (구)한국은행의 임직원을

조선은행권 발행잔액1) (1935-1945년)
100

(억 원)

80

60

40

20

1935

1937

1939

1941

1943

1945

주 : 1) 조선 국내외 유통잔액을 모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화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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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복 이후 한국은행 설립 이전(以前)

조선은행은 1945년 11월 2일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발권, 국고, 대출 등

광복 이후 수년간 한국경제는 극도의 혼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조직과

란에 빠져 있었다. 일본의 패퇴로 일본인이 운

인력 면에서는, 1945년 9월 8일 서울에 진주

영하던 주요 산업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

한 미군이 9월 30일 자로 일본인 총재를 해임

한 데다 남북 분단으로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

하고 10월 13일 미 해군 소령 스미스(Roland

보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생산 활동이 크게

D. Smith)를 조선은행 총재로 임명한 데 이어

위축되었다. 반면 북한 월남민 및 해외 귀환동

11월에는 일본인 간부를 전원 해임하고 한국

포의 유입, 일본 전시 통제경제체제의 해체 등

인으로 간부진을 선임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으로 38도선 이남의 소비 수요는 급격히 확대

있었다.

되었다.

기능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광복 당시

당시 미군정 및 과도정부는 조세징수가

조선은행권 이외에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조선은행

일본군 군표(軍票) 등이 화폐로 통용되다가

의 통화증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융

1945년 9월 7일 자로 미군이 발행한 군표가

제도와 금융행정 면에서도 금융기관의 무절

조선은행권과 함께 법화로 지정되면서 일본군

제한 여신 취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군표는 무효화되어 유통이 금지되었다. 1946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년 2월 21일에는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의

이러한 광복 이후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유통이 금지된 데 이어 같은 해 7월 1일 미군

조선은행 지배인
회의 기념 촬영
(19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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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의 법화 지정까지 취소됨으로써 조선은행
은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법화의 발행
기관이 되었다.
아울러 1949년 2월 대통령이 조선은행의
총재 및 임원에게 조선환금은행(朝鮮換金銀
行: 1947년 6월 미군정이 무역진흥과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의
경영진을 겸임토록 함에 따라 조선은행이 사
실상 유일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인력 기능 면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은행은 정책당국으로
서 당시의 경제난을 수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제국주의하에서 정부의 전비 지

조선은행 특별당좌예금통장(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원에 초점을 맞춘 일본은행 및 독일의 라이히
스방크(Reichsbank)를 주로 본떠 설립되었기

는 한편 건전하고 자주적인 금융체계를 확립

때문에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인 통화신용정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통화신용정

책 수행에 필요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권한

책 권한을 가진 새로운 중앙은행의 설립이 우

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과

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경쟁적인 관계에서 상업은행 업무를 취급했으

아울러 금융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

므로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 중앙은행으로서

장하는 동시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

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었다.

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현대적인 중앙

더구나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금융법규

은행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체계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조선은행법」,
「은행령」, 「저축은행령」 등 일제 강점기에 제정
된 금융법령들이 대체법규가 없어 그대로 통
용되는 난맥상을 보이는 데다 미군정 또는 신
정부에 의해 공포된 여러 가지 행정명령과 통
첩 등이 상호 통일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채 각
기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구현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기존의 금융제도를 일신하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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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여건을

중앙은행법 제정작업에 착수하고, ‘금융법규

배경으로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대강초안(金融法規大綱草案)’을 작성했다. 이

조선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정당 및 사회

어서 1948년 말에는 재무부에 재정금융위원

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

회를 설치하여 조선은행의 건의안을 검토하는

히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 법령에 따라 발권업

한편 1949년 초에는 독자적인 정부안을 마련

무와 함께 재할인 및 재정자금 대출업무를 수
행해 오던 조선은행은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
립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중앙은행제도 개편
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했다.
이어서 1947년 4월 ‘중앙은행설립대강(中
央銀行設立大綱)’이라는 중앙은행 설립에 관
한 구상을 발표하고 은행 내에 특명조사위원
회를 설치하여 외국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조
사 및 연구 활동을 거친 후, 1948년 말에는
중앙은행법 초안을 작성하여 정부, 국회, 주
한 미국경제협조처 사절단(ECA Mission to
Kore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to Korea) 등에 건의했다.
과도정부에서도 조선은행의 중앙은행설
립대강 발표를 계기로 1948년 3월 재무부에
금융법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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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필드 박사

원을 조세수입보다는 중앙은행 차입에 크게

●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일본정부가
일본은행의 발권력을 전비조달에 최대한 활
용할 목적으로 1942년 개정한 「일본은행법」
을 모방하여 중앙은행법 초안을 작성한 것이
다. 즉 정부 법안에는 중앙은행 직원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고, 역원(임원)의 임면권을 재
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무
담보대부 및 국채인수를 중앙은행 업무에 포
함시키고, 은행권의 발행한도 결정권한을 재
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조선은행은 중
앙은행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국제
하기에 이르렀다.

적 금융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성에 인식

그런데 새로운 중앙은행에 대한 조선은행

을 같이 하고 주한 ECA 사절단의 제안에 따라

과 정부의 구상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조

1949년 6월 재무부 장관 명의로 미국 연방준

선은행은 중앙은행이 정부에 종속될 경우 재

비제도이사회에 금융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했

정적 편의 제공에 치중하게 되어 국민의 신뢰

다. 이에 동 이사회는 같은 해 9월 금융이론의

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서구식 중앙은행

권위자인 당시 뉴욕연방준비은행 조사국 국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조선은행이 작성한

제수지과장 블룸필드(Arthur I. Bloomfield)

‘중앙은행설립대강’과 중앙은행법 초안의 기초

박사와 동 은행 감사과 과장보 젠슨(John P.

가 되었던 조사부의 조사자료는 독립성을 보

Jensen)을 파견했다.

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 금융기관 및 민

이들은 약 5개월간에 걸쳐 관계기관의 협

간이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중앙은행 소

조를 받아 한국의 금융제도 및 일반경제상황

유구조와 정책결정기구인 통화심의회 설치 등

등을 조사 분석하는 한편 이미 작성되어 있던

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안과 조선은행안을 참고하고 정부당국, 금

반면 정부는 중앙은행의 정부 종속을 제

융계 대표 및 ECA 당국자들과 의견 교환을 거

도화하고자 했다. 당시 정부는 광복 이후 경제

쳐 ‘한국은행법 초안(Draft Act Establishing

재건을 위해 정부주도의 경제부흥계획 추진

the Bank of Korea)’과 ‘한국중앙은행 개편에

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관한 건의서(Recommendations Regarding

미약하고 재정기반도 취약하여 재정지출 재

Central Banking Reform in Korea)’를 마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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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했다. 그리고 이를 1950년 2월 주한 ECA 사

한국중앙은행
개편에 관한
건의서(1950. 2)

절단장과 연명(連名)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이
한국은행법 초안은 재무부 내 재정금융위원회

Recommendations Regarding
Central Banking
Reform in Korea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일부 수정되어 법제처에 회부되었고, 법
제처는 재무부, 법제처, 조선은행 등을 포함한
특명위원회(特命委員會)를 구성하여 이를 심
의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한국은행법안은
1950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 신태익(申泰益)과

‘한국중앙은행
개편에 관한
건의서’ 번역서

교통부 장관 허정(許政) 등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능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부여한 한국
은행법안이 국가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수립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헌법」과 「정부조직
법」에 배치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륙법(Civil Law)
체계에만 익숙해 있던 국내 법률가 및 국회의
원들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생소한 형태의
조직과 중앙은행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일본법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조직으로부터 독
립된 법인격을 갖는 기관에 행정위원회의 성
격을 띠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미국
식 방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한국은행법안 및 은행법안 국회속기록(19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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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화※
(작가 김태,
1987. 12. 제작)

법안은 당시 ECA의 법률고문이었던 프랭켈

청에 따라 한국은행법도 검토했던 것이다. 또

(Ernst Fr nkel) 박사의 사전 검토와 수정 의

한 조선은행은 한국은행법안 제82조가 “정부

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위헌 소

는 중요한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지가 크게 해소될 수 있었다. 독일 출신의 프랭

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고 규정

켈은 미국으로 망명한 법률가이자 정치학자로

함으로써 정부의 금융통화 관련 정책수립 권

서 대륙법과 보통법(Common Law) 양쪽에

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예가 깊었는데 1946년 내한한 이래 「헌법」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에

과 「국회법」 등 국내의 각종 법령 정비 과정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은행법안의 위헌 문

상당부분 참여했으며, 블룸필드와 젠슨의 요

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 1950년 6월 5일 16:30～18:00 조선은행 회의실(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2층 소재)에서 개최된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이다.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최순주 재무부 장관이고 그 오른쪽에 구용서 한국은행 총재이다. 초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위원은 최순주
의장(재무부 장관), 구용서(한국은행 총재), 장봉호(금융기관 선출), 하상용(금융기관 선출), 이정재(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윤보선(농림부장관
추천), 홍성하(기획처경제위원회 추천)이었고 대리위원은 김유택(재무부 차관), 허민수(한국은행 수석부총재), 윤호병(금융기관 선출),
김교철(금융기관 선출), 임문환(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이종현(농림부장관 추천), 김도연(기획처경제위원회 추천)이었다. 위 그림에는
이날 회의에 불참한 김유택, 윤호병 대리위원과 6월 7일 한국은행 수석부총재로 임명된 허민수 대리위원은 빠져있고 배석자로 참여했던
송인상(재무부 이재국장), 장기영(조선은행 조사부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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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은행법안은 1950
년 3월 18일 국회에 회부되어 재정경제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
고, 4월 18일과 21일 양일간 찬반토의에 이은
표결 결과 재석 102, 가 78, 부 6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이
법률 제138호로 공포되었다.
한국은행법 공포 관보(1950. 5)

이어서 5월 23일 대통령령 제539호로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대법원규칙
제1호로 「한국은행 등기처리규칙」이 제정되는
등 한국은행의 설립에 필요한 세부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6월 5일에는 초대 총재에 구용서
가 임명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초로 구성
되었다.
같은 날 개최된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정관, 업무개시일, 지점
설치 및 직제 등을 심의 결정했으며 다음 날인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건(1950. 5. 대통령령 제350호)

6월 6일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
본금 15억 원과 적립금 3억 원의 납입이 완료
됨으로써 한국은행 설립을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마침내 업
무를 개시하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은행의
설립은 일제 식민지 통화 금융체제를 청산하
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전개
할 수 있는 법적 기초와 제도적 장치를 처음으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1950. 6)

로 구비함으로써 자주적이고 현대적인 통화
금융제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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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입법정신

19세기의 국제통화제도는 대내외적인 통

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

화 불균형이 국제수지 조정을 통해 자동적으

복 이후 미군정 및 과도정부에서는 조세징수

로 해소되는 금본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

를 통한 재원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

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단순한 발권은행으로

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 면에서도 제도의 후진성과 적절한 통화

그러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더불어 금본

신용정책수단의 결여로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위제가 붕괴되고 관리통화제도가 도입됨에 따

여신 취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이

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에 따라 통화 및 신용 공급의 억제를 통한 인

통화신용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은

플레이션 수습이 절실히 요망되었으며, 이것은

행이 통화가치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의 재산

통화신용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

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

은행의 설립 논의로 이어졌다.

한다는 사실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널리 인식
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화가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입법정신으로 하고 있었다.

치의 안정,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중앙

첫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은행의 기본목적으로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

안정을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는

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기업적 형태로 유지되

당시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과 건전한 은행

던 중앙은행을 국가기구화했다. 아울러 국가

신용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

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앙은행이 정

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

치로부터 독립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

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 제도

가치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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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행에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강력하고 광

은행에 이관되고 동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

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령은 모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둘째, 금융의 민주화 구현을 중요한 입법

「한국은행법」에서 부여된 금융정책권한을 부

정신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 민 상법상의

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의 지시 감독, 기타

원리와 달리 유일한 주주인 정부가 한국은행

여하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으로

의 업무를 지시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출자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무관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
로 설치한 데서 잘 나타났다. 금융통화위원회
를 직능대표로 구성하고 또 합의제로 운영하
도록 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제 각 부
문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입
법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셋째,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들 수
있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대표가 참여하
도록 했으나 이것은 통화신용정책과 정부 경
제정책 간의 조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었다. 또한 「한국은행법」 제109조 및 제111조
에 따라 한국은행 설립 시까지 잠정적으로 재
무부가 관장해 오던 금융에 관한 권한은 한국

광복 이전
한국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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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X

창립 당시의 조직
한국은행 조직은 1950년 6월 5일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은행 직제에 관한 구상요령’을 기본원
칙으로 하여 설치되었다. 조사부, 외국부, 은행감독부는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법정부서였으며, 그 외 필요한 부를
설치하는 권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었다. 창립 당시 본점의 조직은 조사부, 외국부, 총무부, 업무부, 문
서국, 국고국, 발권국 및 출납국의 4부 4국과 은행감독부의 은행감독국 및 은행검사국, 그리고 감사실로 구성되었
다. 창립 당시 직원 수는 지금의 집행간부 및 감사에 해당하는 별급직원 6명과 일반직원 1천 122명을 합해 모두 1천
128명이었다.

창립 당시의 기구
금융통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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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당시
한국은행의 기능

한국은행 창립 당시
직원 선서문
(1950. 6)

「한국은행법」의 시행으로 한국은행은 조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선은행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중앙은행으로

양한 규격, 모양, 권종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

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각 기능별로 주요

게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은행
은행권의 발행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독점
적인 발행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정부의 승인을

030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및 대출을 취급
하고 지급준비금을 보관하는 동시에 최종 대
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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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행

이관됨에 따라, 동 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국고금의 예수, 대정부 대출, 국채 인수 등

지시를 받아 은행감독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을 포함한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그러나 정부 소유 은행주식의 불하 문제 등 현

하게 되었다.

실적 이유로 1954년 8월까지 「은행법」 시행이
미뤄지면서 은행감독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지는 못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전통적인 금융조절
수단인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및 공개시장

외국환 관리

운영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

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에 대한 직

등 행정업무와 함께 금 은화 및 지금은(地金

접통제와 선별적인 신용통제 수단까지 갖추게

銀: 제품으로 만들거나 세공하지 않은 금 은)

되었다.

의 매매와 수입, 내국인 간 외환거래의 중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은행감독
「한국은행법」의 제정과 함께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업무가 정부에서 한국은행으로

창립 제2주년
기념식
(195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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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란 극복과
통화·금융체계 정비
1950–1961

제1절 전란 중 발권정책과 전시금융체제 운영
제2절 전후복구와 IMF·IBRD 가입
제3절 전후복구 이후 통화·금융체계 정비

한국경제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6·25 전쟁과 전후 피해복구, 그리고 1960년대 초 정치변혁기에 이르
기까지 격동하는 역사의 부침 속에서 급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에서도 자립경제와 물가안정의 기틀을 마
련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 정치적·사회적 혼란 속에서 생산활동이 침체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심각
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1953년 휴전이 되어 전시체제에서 벗어난 후에는 전쟁재해 복구와 경제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주
력해야 했다. 다행히 1956년에는 전력,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1954
～1956년 중 도매물가(현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50%에 근접하는 등 물가상승률은 전란 당시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이에 자립경제체제 구축과 함께 물가안정이 전후복구 이후 한국경제의 주
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물가안정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1957년부터 경제안정화를 정책목표로 하는 ‘재정금
융안정계획’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대규모 외국원조 등이 더해지면서 1957～1959년에는 광공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도 통화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물가는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대변혁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다시 위축되었다.

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 기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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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1950~1952년은 12월 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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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창립 이후 급변하는 한국경제와 함께 했다.

먼저 창립과 동시에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최초의 한국은행권을 전란 초에 발행했으며, 전란 중에는 경
제의 원활한 운용을 뒷받침하고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휴전 이후에는 금융체제를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 전환하고 전쟁재해 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경제부흥을 위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1955년)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앞장서 추진
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등 전후 금융·경제의 안정에도 주력했다.
1957년 이후에는 경제가 비로소 안정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체계 개선, 화폐제도 일신 및
민간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등 통화·금융체계 전반을 정비했다. 한편 1960년대 초반의 정치변혁기에는 정부
의 정책기조에 맞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금융·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역수지1)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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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 중 발권정책과
전시금융체제 운영

1.

2.

3.

전쟁 발발에 따른 이전

최초의 한국은행권 발행과
긴급통화·금융 조치

전시금융체제 운영

한국은행이 설립된 지 13일 만에 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은행은 신속히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지금은(地金銀)’을 이송하고 전선의 이동에 따라 임시본부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연이어 이전했
다. 그리고 서둘러 한국은행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 화폐사용의 혼란을 막고 인플레이
션을 제어하기 위한 ‘긴급통화조치’가 단행되
면서 화폐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전시 발권
정책 수행과 함께 금융체제도 전시체제로 운영
했다. 특히 강력한 금융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을 직접규제했는데, 이때 도입된
‘대출한도제’와 ‘융자사전승인제’는 전후 시행된
‘융자순위제’와 함께 1950년대 대표적인 금융
기관 여신 직접규제 수단이 되었다. 한편 정부
와 한국은행의 노력 등으로 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되었다.
6·25 전쟁 시 피격된 한국은행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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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 발발에 따른 이전
한국은행은 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대전

에 임시본부를 설치했다가 7월 16일 대구로
옮긴 데 이어 8월 22일 다시 부산으로 이전했
다. 그러나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9
월 28일 서울이 탈환됨에 따라 서울로 복귀하
여 10월 1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이때 한국

피난시절 사무실 모습 Ⅰ

은행은 그동안 취했던 각종 조치에 대해 금융

피난시절

통화위원회의 추인을 받았다. 이후 전선이 남

울 본점을 출발하여 6월 29일 진해 해군통제

하하게 되자 1951년 1월 3일 다시 임시수도인

부로 이송했다. 해군통제부에 임시 보관되었

부산으로 이전하여 1953년 8월 7일까지 2년

던 지금은은 8월 1일 부산을 경유하여 샌프란

반 동안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전선이 재북상

시스코로 보내졌다. 그 뒤 미국 뉴욕연방준비

함에 따라 1951년 7월 23일부터는 본점 서울

은행에 임치되었다가 1955년 우리나라의 IMF

분실을 운영했다.

및 IBRD 가입 시 정부의 금 지분 출자의 대납

전쟁 발발 직후 한국은행은 보유 지금은

물로 활용되었다. 한편 당시 정세가 워낙 긴박

89상자(순금 1천 70kg, 은 2천 513kg)를 군

한 데다 수송력도 부족하여 상당량의 지금은

에서 제공한 트럭 1대에 적재하고 6월 27일 서

(순금 260kg, 은 1만 5천 970kg)과 미발행 조

●

사무실 모습 Ⅱ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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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은행권(천 원권)

지금은 소개 및 피탈 진상보고(1951. 5)

선은행권 등이 본점에 그대로 남겨졌는데, 이
는 본점 건물이 6월 28일 북한군에 접수되면
서 북한군 수중에 들어갔다.

최초의 한국은행권 발행공고용 아연판

에 따라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 의뢰하여 제조

2. 최초의 한국은행권 발행과
긴급통화 금융조치

했다. 이후 1951년 3월 재무부 직할의 부산 인
쇄공장이 가동되고, 같은 해 10월 「한국조폐
공사법」 발효와 함께 동 인쇄공장이 한국조폐

한국은행은 창립 시에 한국은행권을 발
행하고 종래 유통되던 조선은행권을 즉시 폐

공사로 발족하면서 한국은행권 발행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기해야 했으나, 전쟁 발발로 인해 1950년 7월
22일 피난지인 대구에서 최초의 한국은행권

1950년 긴급통화교환조치

인 천 원(圓)권과 백 원(圓)권을 발행하게 되었

1950년 7월 대구에서 발행된 한국은행

다. 첫 한국은행권은 조선은행권을 인쇄해 온

권은 조선은행권과 병용되었다. 그런데 북한

조선서적인쇄(주)의 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됨

이 침범지역에서 인민권을 강제 유통시킴은
물론 약탈한 조선은행권을 남발했다. 이에 정
부는 피침지역에서 약탈 또는 불법 발행된 화
폐의 유통을 막기 위해 1950년 8월 28일 대통
령 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
환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
한 국은행은 동 긴급명령에 의거하 여
1953년 1월 1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조선

북한군이 불법 발행한 미발행 조선은행 천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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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시에는 이른바 워커라인(포항-영천-대

도록 했다.

구-창녕-통영을 연결하는 당시의 전선) 내 지

긴급금융조치는 예금의 일부를 동결하기

역에서 무제한 등가로 교환해 주었다. 두 번째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예금(저축성

교환 시부터는 생산시설 파괴 등으로 물가가

예금 제외)은 10만 환( ) 이상, 긴급통화조치

급등한 데 대응하여 세대당 2만 원(圓)까지만

에 의해 예입된 구권예금은 3만 환( ) 이상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초과액은 금융기관에

대상으로 20~100%의 금액별 체증률을 곱해

예치하도록 했다.

산출된 금액이 특별정기예금 또는 특별국채예

1950년의 긴급통화교환조치는 북한군의

금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긴급통

통화공작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의도한 것

화 금융조치 후 산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

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발권은행으

지자 긴급산업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약

로서 한국은행의 존재가 부각되는 계기가 되

한 달간 운영했다.

었다. 또한 통화환수를 통해 과잉구매력을 일
부나마 환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
았다.

1953년 긴급통화 금융조치
1953년 들어 휴전협정 체결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그간의 막대한
군사비 조달을 위한 통화증발로 인해 인플레
이션 압력이 팽배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
하여 1953년 2월 긴급통화 금융조치를 단행
했다. 동 조치는 2월 1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

1953년 긴급통화조치 보도기사(1953. 2.15, 조선일보)

13호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로 단행된 긴급
통화조치와 2월 27일 「긴급금융조치법」에 의
해 실시된 긴급금융조치로 나뉜다.
긴급통화조치는 액면단위의 조정이 주요
내용이었다. 즉 1953년 2월 17일부터 구원화
(舊圓貨) 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하고,
새로 발행되는 환( )화 표시 한국은행권을
법화로 통용토록 하되 환가비율을 100원(圓)
당 1환( )으로 했다. 이외에 2월 25일까지 구
권과 어음 수표 등을 모두 금융기관에 예입하

한국은행 70년사

1953년 긴급통화조치 시 화폐교환 창구(19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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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시대출
을 실시했다가 1952년 3월까지
모두 회수했다.
특히 전란 중 보다 강력한
금융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대
1953년 긴급통화조치로 발행된 천 환권

출한도제’와 ‘융자사전승인제’를
실시했다. 대출한도제는 1950
년 6월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를 포괄적으

1953년의 긴급통화 금융조치는 당시 통

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나 전쟁발발

화증가 요인이었던 유엔군대여금의 상환을 촉

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후 1951년 1월

진하는 등 통화량 급증을 억제하여 급격한 인
플레이션을 저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
리고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화폐단위를 일제
강점기 조선은행 시대의 잔재인 원(圓)에서 한
국은행 시대의 환( )으로 바꾸고, 명목가치
절하를 통해 거래비용의 증가를 다소나마 해
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3. 전시금융체제 운영
한국은행은 전쟁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대정부 대출을 통해 정부의 재
정적자를 보전했다. 그리고 UN군에 대여금 형
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외국원조(전쟁기간
중 4억 7천만 달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는
데, 추후 UN군의 대여금 상환과 원조물자는
인플레이션 억제 등 전시경제의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통화 금융정책은 전쟁 초기에는 자
금경색 완화에, 이후에는 과잉유동성 억제에
중점을 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운용되
었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자금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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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분기마다 금융기관 일반대출 증가한도를

급준비정책도 활용했다. 한국은행 창립 당시

금융기관별, 자금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동

총예금의 10%였던 지급준비율을 1952년 4월

대출한도제가 부활된 데 이어, 7월에는 금융

예금 종류별로 차등화하여 10~15%로 인상하

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증가한도를 매

고 10월까지 10~25%로 연이어 인상했다. 특

분기별로 설정하는 ‘재할인한도제’가 추가로

히 1952년 10월에는 ‘한계지급준비제도’를 도

실시되었다. 다만 긴급통화 금융조치 이후인

입하여 예금증가액의 45%를 지급준비금으로

1953년 4월부터는 ‘금융기관 대출한도제’ 가

예치하도록 하면서 25%를 정부보증대출자금,

중단되면서 재할인한도제만 운용되었다.

5%를 국채매입자금으로 각각 한국은행에 특

융자사전승인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일반대출과 모든 특수

화조치 이후 중단되었다.

자금대출에 대해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

금리정책의 경우에도 급속한 인플레이

도록 하는 조치로서 1951년 1월에 부활된 대

션 및 만성적 자금수요 초과 상태를 고려하여

출한도제와 함께 실시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

인상 위주로 이루어졌다. 창립 당시 일변 1전

의 자율성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일반대출은

7리(연 6.2%)이던 일반어음대출 금리를 1951

1952년 1월 폐지되고, 특수자금대출은 같은

년 4월에 2전(연 7.3%)으로 인상했고, 비상시

해 4월에 도입외자 인수자금, 수출품 집하자

대출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변 1전 1리

금, 설비자금 등을 제외하고 폐지되었다.

(연 4.0%)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점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지

한국전쟁 중 서울
수복 직후 본관과
시가 전경
(1950. 9)

별 예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 조치는 긴급통

진적으로 상향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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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복구와
IMF IBRD 가입

1.

2.

3.

전쟁재해 복구를 위한
자금지원

IMF·IBRD 가입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여신규제

전쟁이 끝난 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전쟁재해 복구와 악성 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가지 과
제로 압축되었다. 그러한 정책과제에 발맞춰 한국은행은 우선적으로 전쟁재해 복구와 경제부흥
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위해 생산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산업부흥국채를 인수했으며, 나아가 우
리나라의 IMF 및 IBRD 가입을 주도했다. 그리고 전후복구를 위한 재정투융자 확대와 금융기관의
초과대출 등으로 잠시 주춤하던 물가상승세가
다시 확대되자 금융기관 여신규제를 강화하여
인플레이션 수습에 나섰다. 한편 1954년 8월
15일 「은행법」 시행으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
행 은행감독부장의 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금
융기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산업의
안정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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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전 한국은행
본관(1956. 9)

1.

전쟁재해 복구를 위한 자금지원

Counterparty Fund, 미국의 대외원조 공여
조건에 따라 피원조국 정부가 적립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전후복구 초기인 1954년에

자국통화)은 한국은행에 설치된 계정에 예치

공적사업부문자금, 시설자금, 원조물자인수

운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원조

자금 및 생필품생산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

물자 도입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재

써 생산시설의 조기복구와 국민생활 안정에

건에 기여하고자 1954년 6월 「미국대외사업

주력했다. 1955년 이후에는 부흥사업의 진전

처자금에 의한 원조물자 인수자금 융자취급

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금한도를 점차 증액하

요강」을 제정하여 원조물자 수요자에 대한 금

고, 운전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융지원을 실시했다.

기관 자금운용을 조절했다. 그리고 중요기업
체 생산자금 융자제도, 소상공업을 위한 상업
어음할인 특례조치 등을 신설하고, 중요기업

2. IMF·IBRD 가입

체 및 중소기업체 생산자금의 융자대상과 융
한국은행은 전쟁재해 복구와 경제부흥

자한도를 수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 산업금융체제를 확충

을 위한 외국원조 도입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54년 4

통화금융 협력체제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통화

월 1일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했

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의

다. 한국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및 운영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953년 10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54년 3월 발행된 제

월 양 기구에의 조속한 가입을 정부에 건의하

1회 산업부흥국채 50억 환( )을 「산업부흥국

고, 뉴욕사무소로 하여금 이들 국제금융기구

채법」에 따라 전액 인수했으며, 1954년 5월과

가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후

7월 및 1955년에 발행된 산업
부흥국채도 전액 인수했다. 산
업부흥국채 발행에 의해 조달
된 자금은 장기 시설자금으로
공급되었다.
한 국은행은 원조물자와
관련된 금융지원도 실시했다.
외국원조물자(1954~1956년
총 7억 1천만 달러)의 대부분
은 한국은행을 통해 공매되고
이에 따른 대충자금(對充資金,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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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IMF·IBRD 가입을
정부에 건의한
문서
(1953.10)

정부가 주미대사를 통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3.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여신규제

1954년 4월 16일 자로 가입신청을 했으며, 한
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IMF(지분율

한국은행은 전후의 물가상승세 확대에

0.143%)와 IBRD(지분율 0.138%)에 각각 1천

대응하여 새로운 여신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250만 달러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로 가입협상

한편 전란 중 실시했던 여신규제 수단도 적극

을 타결지었다.

활용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여신재원을 한국

이 같은 노력의 결과 1954년 9월 26일 워

은행 재할인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만성적

싱턴에서 열린 ‘제9차 IMF IBRD 합동연차총

인 자금부족으로 민간의 금리민감도가 낮아

회’에서 한국은행 김유택 총재가 정부를 대표

지급준비 금리 정책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여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신규제

라의 가입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승인되

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뿐만 아니라 공정

었다. 그리고 국제기구 가입에 필요한 법률제

환율의 안정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정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955년 8월 26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여신규제를 강화하

IMF와 IBRD에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우

기 위해 1953년 10월 ‘융자순위제’를 도입하여

리나라는 양대 국제금융기구의 58번째 회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각종 자금을 국민경제

국이 되었다. 이때 출자금 일부는 한국은행이

상의 중요도와 긴급성이 큰 순서대로 취급하

보유한 금으로 납입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도록 하고, 한국은행 재할인 취급에도 차등을

1961년 5월 국제개발협회(IDA)에도 가입하여

두었다. 융자순위제 도입과 함께 1953년 4월

장기저리의 개발차관 도입과 해외민간자본 유

에 중단했던 금융기관 대출한도제도 부활시켰

입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동 제도는 1955년 7월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용을 위해 폐지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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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국가종합자금수급계획이 금융기관대

은 보완적 수단에 그치면서 변동폭이 크지 않

출 중심으로 수립됨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최

았다. 지급준비율은 휴전협정 직후 10~30%

고기준액을 한국은행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계

로 조정된 이후 기타예금의 지급준비율이

속 유지되었다.

1955년에 25%로 인상되는 정도였다. 금리의

1955년 8월에는 전년도 정부예산의 이월

경우 한국은행 대출금리는 일변 1전 5리~2전

집행으로 통화증가 압력이 크게 높아지자 융

(연 5.5~7.3%), 일반은행 대출금리는 3전 5리

자사전승인제를 강화하여 모든 공적사업부문

~5전(연 12.8~18.3%) 수준이 1959년까지 유

자금 및 원조물자인수자금과 건당 1천만 환

지되었다. 한편 은행 예금금리는 장기 산업자

( )을 초과하는 민간사업부문자금 등은 금

금 확보를 위해 1954년 5월 대폭 인상(1년 만

융통화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4.8%에서 12%로 인상)

금융기관 여신 직접규제가 주요 정책수단

되어 1959년까지 유지되었다.

으로 활용됨에 따라 지급준비율과 금리 정책

FACTBOX

1950년대 환율 추이
정부수립 직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원조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조선은행에 설치되었던 대충자금(對充資
金)계정이 한국은행으로 승계되었는데 전쟁 개시 당시 달러당 1,800원(圓)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전쟁
중 외환사정 악화로 적용환율이 1951년 11월 달러당
6,000원(圓)으로 높아지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공
정환율은 6,500원(圓)에 이르는 등 이중환율까지
형성되었다.
이후 1953년 12월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
에 관한 한미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이 체결되면서 달
러당 180환( , 18,000圓)으로 대폭 조정되었다. 공
정환율은 1955년 8월에 달러당 500환( )으로 높아
져서 1960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공정환율 추이(자료 : 한국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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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3

제
3
절

전후복구 이후
통화 금융체계 정비

1.

2.

3.

통화신용정책 체계 및
화폐제도 정비

은행 민영화와
신규 은행 설립 인가

정치변혁기의 정책대응

한국은행은 설립 이후 전란극복과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숨 가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가 1957년 이후 한국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 비로소 통화 금융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여력
을 갖게 되었다. 이에 금융기관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금리정책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등 통화신
용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통화안정증권을 최초로 발행했다. 1959년에는 첫 한국은행권 발행 이후
9년 만에 최초의 주화를 발행하여 화폐제도도 정비했다. 그리고 1954년 8월 「은행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경영자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함께 일반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은행(서울은행) 설립
을 허가하는 등 민간주도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한편 1960년 3 15 부정선
거와 4 19 혁명, 1961년 5 16 군사정변 등 일련의
정치적 변혁과정을 거치면서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서민
과 같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
외환 부문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정치적 변혁이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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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본관건물 복구
준공식
(1958. 1)

1.

통화신용정책 체계 및

제를 폐지하여 저축성예금 증가액 범위 내에

화폐제도 정비

서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1960년 6월에 융자

FACTBOX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수립한 ‘재정금융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면서 복잡한 우대자금제

안정계획’이 1957년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도도 정비했다. 다만 1960년 6월에 금융기관

통화신용정책은 동 체계하에서 운영되기 시작

대출한도제를 다시 도입했는데, 이는 저축성

했다. 재정금융안정계획은 연간계획의 테두리

예금 증가액 범위 내에서의 대출증가가 금융

안에서 분기별로 통화(구M1)의 공급한도를

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

정하고 예산(재정), 금융활동, 대충자금 및 기

대와는 달리 저축성예금과 대출수요 간 계절

타원조재원, 기타 등 각 부문별로도 한도를 따

적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탄력적 자금운용을

로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통화가 공급되도

저해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대출한도제를

록 했다. 한국은행은 동 계획하에서 금융기관

부활시킨 대신 재할인한도제는 폐지했다.

의 여신증가를 저축성예금의 증가액 범위 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여신규제를 완화하

로 억제하는 가운데 분기별 금융기관 대출최

면서 금융기관의 재할인 의존도를 낮추고 금

고한도를 결정했다.

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1959년 7월과 11월

재정금융안정계획 시행 이후 한국경제가

2차에 걸쳐 금리체계를 간소화하고 재할인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리와 일반은행 대출금리 간의 격차를 축소했

여신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1958년에 「금융부

다. 1960년 6월에는 재할인한도제를 폐지하

문 자금운용준칙」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면서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인상했고, 1960년

했다. 그리고 1959년 3월 금융기관 대출한도

7월에는 콜시장 육성을 추진하면서 콜론을 일

재정금융안정계획
전후복구사업이 일단락되고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 형태로 전환되면서 한미합동경제위
원회는 1957년부터 강력한 경제안정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종래의 단편적인
물가안정대책과는 달리 통화량을 규제지표로 하고 재정 및 금융 긴축을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하고자 한 최초의 종
합적 계획이었다. 재정금융안정계획은 1961년 5 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다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외화준비자산이 고갈되어 경제안정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1963년에 ‘재정안정계
획’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했다.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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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증권의 할인율, 상환조건, 만기일 등을 금
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은
행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동년 11월 16일 할인율 연 8%, 만기
91일의 조건으로 34억 환 규모의 통화안정증
권을 최초로 발행했다.
이처럼 통화안정증권은 5 16 군사정변
제1회 통화안정증권

이후 시중은행에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
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

반은행 대출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나,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기
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최초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운영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961년 5 16 군사정변 이후 일반은행들

국채시장이 발전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은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급증, 지급준비율 인

국채시장은 초기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를

하 등으로 거액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

대신할 채권시장이 필요했다. 그러한 국채시장

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대출한도제 등으로 인

의 대안으로서 고려된 것이 바로 통화안정증

해 여신확대가 어려워 수지 면에서 적지 않은

권시장이었다. 통화안정증권은 국채의 대안으

압박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 한국은행 설립단계에서 이미 계획되었다가

1961년 11월 1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10년 이후인 1961년에 와서야 그 구체적인 모

이 제정 공포되었다. 동 법은 통화량(구M1)의

습이 나타난 것이었다.

10% 범위 내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되

‘공개시장조작’에서 ‘공개시장운영’으로의 용어 변경
‘공개시장운영’은 과거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조작(操作: 기계 따위를 일정한 방식에 따
라 움직임)이 동음이의어인 조작(造作: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으로 혼동될 수 있는 데다, 다변화된 수단
과 기능을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
하고 시장친화적 통화신용정책 수단에 대한 일반국민과 시장참가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2016년 1월 28일 규정개
정을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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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X

주화의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이후에도 부득이 일본

공매주 전액이 낙찰되어 일반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정부의 소액보조화폐인 1전 주화를 소액거래

한국은행은 은행의 설립 및 합병 등의 인

에 계속 통용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950년대

가업무도 수행했다. 먼저 1954년 9월 당시 시

후반 들어 물가상승세가 진정되고 생산활동

중은행(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한국저축은

이 정상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화폐체계의 정

행, 한국상공은행, 한국신탁은행) 중 한국상

비와 화폐제조비의 절감 및 소액거래의 편의

공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의 합병(한국흥업은

를 위해 새로운 주화를 발행했다. 첫 주화로

행: 1960년 1월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을 인

1959년 10월 20일에 오십 환화와 십 환화를,

가했다. 또한 1958년 11월 한국저축은행의 상

10월 30일에 백 환화를 각각 발행했는데, 당

호변경(제일은행)을 인가한 데 이어, 1959년

시 국내기술로는 제조가 어려워 미국 필라델

11월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영업구

피아 조폐창에서 제조했다.

역으로 하는 최초의 지방은행인 서울은행의

2. 은행 민영화와 신규 은행 설립 인가
1954년 「은행법」 시행 후 한국은행은 재
무부, 관재청 등으로 구성된 은행귀속주(일
본인 소유에서 미군정청을 거쳐 정부로 귀속
된 은행주) 불하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
와 함께 일반은행 민영화를 추진했다. 일반은
행 민영화는 불하추진위원회가 1954년 10월
발표한 「은행귀속주 불하요강」에 따라 공매가
6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1인당 입찰주수 및
양도의 제한 등 공매조건이 까다로워 모두 유
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1957년 제7
회 공매에서 입찰주수의 제한이 폐지되면서

최초의 주화(왼쪽부터 십 환화, 오십 환화, 백 환화)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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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변천

일
반
은
행

1954년 이전

1960년 이후

조흥은행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

한국저축은행

제일은행

한국상공은행
한국흥업은행

한일은행

한국신탁은행
서울은행
금융조합 및 연합회

특
수
은
행

농업은행

농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설립을 인가했다. 이로써 1997년 11월 외환위

1960년 2월 23일 달러당 500환( )에서 1961

기 발발 이전까지 은행업을 선도하던 5대 시중

년 2월 2일 1,300환( )까지 상향조정되었다.

은행(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

재정정책 면에서는 재정금융안정계획의 테두

은행, 서울은행)이 그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리 내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했다.

한편 1956년 5월 농업금융의 중심역할을 하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 아

던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를 모체로 한 농업은

래에서 중소기업 지원 및 가계금융을 강화했

행이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으로 설립되었

다. 1960년 7월 시중은행의 지원실적이 저조

다가 「농업은행법」을 통해 1958년 4월 농업금

했던 일부 자금 중 15억 환( )을 농업은행에

융 전담은행으로 재출범했다.

이관하여 중소기업자금으로 융자하도록 하고,
1961년 4월에는 적금대출 및 적금담보대출을
금융기관 대출한도 이외로 취급토록 허용함으

3. 정치변혁기의 정책대응

로써 서민의 금융거래를 원활히 하고 저축유
인을 강화했다.

1960년 4 19 혁명 이후 집권한 민주당정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상

부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자유시장경제체

경제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무역 외환 부문에

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경제질서의 확립에

서도 보완책을 강구했다. 무역부문에서는 정

두고,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서 가격현실화를

부의 수출촉진 노력 등에 상응하여 1961년 2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각종 관영요금과 환율의

월 「수출금융규정」을 제정했다. 수출금융규정

현실화 조치가 잇따라 이루어져 공정환율이

제정은 1950년 6월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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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던 무역금융
이 정책금융제도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제도에 있어서는 1961년 2월 거주자가 취
득하는 모든 외환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
는 ‘외환예치집중제’와 더불어 거주자가 원칙
적으로 취득 외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토록 하
는 ‘매상집중제’를 병행 실시했다.
5 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생산, 투자 및 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더
욱 위축되고 예금이 대규모로 이탈함에 따라

수출과 수입(통관기준) 추이
(백만 달러)

500
수출

수입

400
300
200
100
0

1952

1954

1956

1958

1960

정책기조를 안정우선에서 성장우선으로 전환
했다. 한국은행도 경기부양에 나서 1961년 중

기 정기예금금리의 경우 연 10%에서 15%로

원조물자 구매자금융자 및 기업운영자금 등

인상되었다. 또한 4 19 혁명 이후 예금 격감으

의 확대 공급을 도모하고, 수입신용장 개설 시

로 인한 일반은행의 만성적인 지급준비금 부

전액 외화로 받던 보증금을 환( )화 보증금과

족 상태를 개선하고 저축성예금 금리 인상에

시중은행 지급보증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히 1961년 7월에는 시중유동성이 우선
적으로 생산부문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저

요구불예금의 지급준비율을 20%에서 14%로
인하했다.

축성예금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1년 만

본관 영업부(196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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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경제의 도약과
성장금융체계 확립
1962–1971

제1절 내자동원체제 모색과 금융불안 수습
제2절 고도성장과 성장금융체계 확립
제3절 1970년 전후 경기안정화 조치

1960년대는 한국경제가 정치·사회적 변혁과 혼란을 딛고 도약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정치·사회적인 대변혁을 겪은 데다 대외적으
로는 미국의 해외원조 정책기조 변화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던 미국의 원조 규모가 삭감되고 조건이 까다로워
지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군사정부는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갔다.
또한 정부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금융 면에서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및 「은행
법」 개정(1962년), 통화개혁 단행(1962년) 등을 통해 내자동원체제 구축을 모색했다. 수출증대 등을 도모하
기 위해 1964년 5월에는 환율을 현실화하고 1965년 3월 단일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한편 1962년 7월 「차관
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
도입정책도 병행했다.
1960년대 후반 들어서는 매년 계속된 고성장으로 국내경제가 경기과열 현상을 나타내자 1969년 말부
터 1971년 초까지 종합안정화대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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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원
활한 공급과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했다.

1962년 증권파동 및 통화개혁 때는 금융불안 수습과 경제안정에 주력했고, 1965년 9월에는 내자동원의
획기적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등 통화신용정책 수행방식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했다. 1967년 3월에는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안정계정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정된 금융자금이 수출 및 기간산업 등 성장부문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정책금융제도를 다각도로 확립해 나가면서 정부와 함께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설과 금융제
도의 개편에도 노력했다.
1960년대 후반 들어 경기과열이 나타났을 때는 정부의 종합안정화대책에 발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긴
축적으로 운용했고, 1970년대 들어 국제통화제도 불안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자 긴축기조를 완화해 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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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동원체제 모색과
금융불안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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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행법」 개정과
정부주도 금융체제 도입

증권파동 수습

1962년 통화개혁과
후속조치 시행

군사정부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초안을 작성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1962년 1월
시행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우선 1962년 5월 중앙은행의 자
율성을 대폭 축소하고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여폭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
법」을 개정했다. 또한 1962년 1월 증권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을 제정 공포하고,
같은 해 6월에는 퇴장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
환하기 위해 긴급통화조치인 통화개혁을 단행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및 경
제안정을 위해 탄력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대응
했다. 먼저 1962년 4 6월 발생한 증권거래소의
결제불이행 사태에 대처하여 증권거래소에 대
한 대규모 증권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6월 긴급
통화조치 직후에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을
때는 통화공급을 크게 확대했고, 긴급통화조치
가 철회된 이후에는 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적극
적인 통화환수대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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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법」 개정과
정부주도 금융체제 도입
5 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부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금융 면에서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대폭 개
편하면서 그 일환으로 「한국은행법」의 제1차
개정을 단행했다. 1961년 11월 재무부를 통해
금융정책에 관한 최종책임을 정부로 귀속시키
고, 한국은행 내부경영에 대한 재무부의 감독
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성안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다음 해 3월 각의
(閣議)를 통과한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내의 재

제1차 개정 「한국은행법」 (1962. 5)

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2년 5월 24일 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1차 개정은 「한국은행법」 제82조
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중요한 금융통화정

부로 귀속되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와의 교섭
이나 거래에서도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책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과정을 생

셋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

략한 채 재무부 주도로 진행되었다. 동 개정으

항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신설

로 한국은행의 기능이 축소된 반면 금융에 대

하고 동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각의에서 최

한 정부의 간여 소지는 대폭 확대됨으로써, 금

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금융정책에 대한 최종

융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한국

결정권을 정부에 귀속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

은행법」의 당초 입법정신은 크게 후퇴하고 말

통화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종전의 7인에서

았다. 제1차 개정 「한국은행법」에 포함된 주요

9인으로 증원하고 임명직 위원 중 정부추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위원의 수를 2인에서 5인으로 늘린 반면, 민간

첫째, 금융통화위원회의 명칭을 ‘금융통

추천 위원의 수는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했다.

화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기능도 통화신용

넷째,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

및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서 통화신용의

사권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예산과 결산에 대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으로 축소했다.

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앞서 각의의

둘째, 한국은행의 외환정책과 외환업무

의결절차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 내부경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대부분 삭제함

영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한국은

으로써 외환정책수립 및 외환관리기능이 정

행 총재의 임명절차도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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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던 것을 재무부 장

2. 증권파동 수습

관의 제청에 의해 각의 의결 후 내각 수반이 임
명하도록 변경했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임명
하던 감사도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5 16 군사정변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주
식시장 육성책을 강구하는 한편 정부보유주

다섯째, 발권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식의 대량 매각, 상장회사의 유 무상 증자 등이

하여 한국은행을 기존 정부출자특수법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1961년 4 4분기부터 주식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변경시켰다. 또한 순이익

장은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활기를 띠

금에 대한 법정 적립비율을 25%에서 5%로 대

기 시작했다. 1962년 3월경부터는 국영기업체

폭 낮추고 한국은행이 정부보증채를 직접 인

의 무상주 배당 기대 등 투기적 요인이 가세하

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은행

여 전례 없는 활황을 보이면서 주가의 이상폭

감독부의 명칭을 은행감독원으로 바꾸고 부

등 현상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1962년 4월 「증

원장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은행감독원의 고급

권거래법」의 시행으로 증권거래소(대한증권거

직원 임면 시에는 총재가 은행감독원장과 협

래소)가 공영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고

의하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 내에

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증권거래소 주식을 중

서 은행감독원의 지위를 강화했다.

심으로 증권투기의 열풍이 가열되었다. 5월 들

이외에도 정부는 1961년 7월 중소기업

어 증권투기가 더욱 심화되자 정부는 주식물

은행과 1962년 2월 서민금융 전문기관인 국

량의 공급을 늘렸으나 오히려 투기규모만 확

민은행을 각각 특수은행으로 설립하는 한편

대시켜 이른바 ‘증권파동’으로 일컬어지는 결

1961년 6월 부정축재자가 소유한 일반은행

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

주식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일반은행 대주주

증권파동은 투기적 거래가 주요인이 된 것

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

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결제자금의 뒷받침이 없

함으로써 정부주도의 금융체제를 확고히 했

는 매매가 허용되고 증권거래소의 결제이행재

다. 1961년 8월에는 농업은행의 신용업무와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발족시켰다. 같은 해 12월에
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
업은행의 한국은행 차입 허용과 산업은행의
불량대출 정리를 위한 ‘성업공사’ 신설 등을 위
해 「산업은행법」을 개정했다. 1962년 5월에는
일반은행의 금융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했다.
증권파동 당시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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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던 1962년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

대한증권거래소 주가¹⁾
(원)

2.5
2.0

(%)

250

가격(좌축)
상승률(우축)

200

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상 결제이행 책임
이 있는 증권거래소가 재무부 장관에게 결제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많은 논란 끝에 금
융통화위원회는 4월 중 50억 환을 대출최고

1.5

150

1.0

100

어, 5월 30일에 230억 환을 추가로 승인하여

0.5

50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증권금융을 지원토록

0

했다. 그러나 5월 31일 결제 시에 또다시 100

0.0
61.10 월 11월 12 월 62.1월 2 월

3월

4월

주 : 1) 월평균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시장 발달사」, 1967년

한도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승인한 데 이

억 환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했으며, 6월 1일 금
융통화위원회가 100억 환을 추가로 긴급 지
원함으로써 6월 2일에야 사태가 수습되었다.

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미흡함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3. 1962년 통화개혁과 후속조치 시행

결제자금 부족현상은 증권시장이 과열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9일 「긴급통화
조치법」을 공포하고 다음 날인 6월 10일 ‘긴급
통화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퇴장자금을
끌어내어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
로 전환하고, 5 16 군사정변 이후 재정금융 면
의 확장정책에 의해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
하여 인플레이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6월 10일부터 환( )화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고 호칭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한 원화
를 법정통화로 발행하는 한편 6월 17일까지
모든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보유한 환화
와 어음, 수표 등 각종 지급수단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6월 9일 일 원권,
1962년 긴급통화조치 단행 후 화폐교환 풍경(1962. 6)

한국은행 70년사

오 원권, 십 원권, 오십 원권, 백 원권, 오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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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통화개혁 실무작업

FACTBOX

1962년 통화개혁은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 당국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민병도 한국은
행 총재는 1962년 6월 9일(토) 오후 7시 30분에 개최된 국가재건최고회의 긴급회의에 연락을 받고 참석하고서야 통
화개혁이 시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은행권은 정부가 영국의 토마스 데라루(Thomas De La Rue) 사에 비밀리
에 발주하여 제조했다. 영국에서 제조되어 진해항을 거쳐 부산항 제2부두 창고에 하역되어 있던 신은행권은 6월 9
일 중앙정보부 및 은행감독원 직원의 입회하에 군의 도움을 받아 각지의 한국은행 본지점으로 현송되었다. 긴급통
화조치에 관한 법령, 해설, 기구 편성, 지시 사항, 기타 통화개혁에 필요한 사항 등 통화개혁 시행에 관한 실무 준비는
과거 1953년 2월 긴급통화금융조치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한국은행의 김정렴, 배수곤, 김병옥, 안종기 등이 진행
했다. 그들은 “기밀을 누설하면 극형도 감수한다.”는 서약을 하고 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한편 통화개혁을 주도했던 천병규 재무부 장관(전 한국은행 부총재)은 통화개혁 기간 중인 1962년 6월 16일
증권파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송요찬 내각수반과 함께 동반 사임했다.
참고: 동백 천병규 고희자전 간행위원회, 「천마 초원에 놀다」, 1988년

권 등 6개 권종의 원표시 신은행권 발행을 의

와 함께 봉쇄계정에 묶인 자금은 통화개혁 후

결했고, 한국은행은 6월 10일부터 본지점을

6월 이내에 설립될 예정인 산업개발공사의 주

통해 신은행권을 시중에 공급했다.

식으로 대체하고 동 주식에 대해서는 연 15%

통화개혁 기간 중 환화와 지급수단의 교

의 배당을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다.

환과 예입을 신고금액별로 보면, 100만 환(신

그러나 통화개혁의 후유증으로 유통기능

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90.5%를 차지하고

이 마비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

1억 환(신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입은 총

이 크게 위축되는 등 제반 경제상황이 급격히

7건, 12억 환에 불과하여 당초 정부의 예상과

악화되자 예금봉쇄의 완화조치가 불가피해졌

달리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봉쇄예금을 담보로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긴급융자를 실시하고 상업어음 할인에 대

정부는 6월 16일 후속조치로서 「통화개
혁과 관련한 긴급금융조치법」을 공포하여 6월

한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는 등 통화공급
을 크게 확대했다.

18일부터 모든 환화표시 금액을 원화표시로

봉쇄예금에 대한 100%의 지급준비율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신규예금은 물론 기존 예

부과로 금융기관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

금에 대해서도 봉쇄계정에 동결토록 했다. 이

자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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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에서 법정최저율인 10%로 인하하고 6월
1일부터로 소급하여 실시했다.

FACTBOX

한편 통화공급 확대와 봉쇄예금 전면 해
제조치로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화폐

7월 13일에는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한

호칭단위의 절하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가세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고 봉

하여 물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

쇄계정의 동결이 사실상 전면 해제됨으로써

국은행은 같은 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통화개혁은 퇴장자금의 산업자금화, 인플레이

지급준비율을 재인상했고, 1963년 4월에는

션 방지 등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경

정부가 강력한 긴축기조를 전개하기 위해 재

제적인 부작용만 초래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

정안정계획을 재개함에 따라 상업어음에 대한

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제를 재도입했다.

의 육성, 저축권장운동 등 다양한 내자동원

이러한 통화 신용 정책의 긴축기조 는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화폐사적 측면에

1964년 5월 3일 환율의 현실화 조치를 계기로

서는 이때 현용 원화체계가 도입되고 오백 원

수출산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면서

권과 백 원권에 볼록인쇄 기술이 처음으로 적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1965년 9월 금리현실

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화 조치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화폐단위의 변천
1678

냥
兩 · Yang

1886

원
· Won

1678년 상평통보의 기본 화폐단위
[0.1관(貫)=1냥(兩)=10전(錢)=100문(文)]
1886년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1901년(광무 5년)
화폐조례에 의해 정식 화폐단위로 등장(1원=100전),
원 또는 환으로 호칭

1911

원
圓 · Won

1953

환
· Hwan

1953년 통화조치를 실시하면서 등장한 화폐단위

1962

원
Won

1962년 통화조치를 실시하면서 등장한 한글

한국은행 70년사

1911년 조선은행이 설립되면서 등장한 화폐단위로
해방 후에도 계속 사용됨

화폐단위로 현재까지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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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체계 확립

1.

2.

3.

금리현실화를 통한 내자동원 추구

정책금융제도의 확립

은행 신설 등 금융중개기반 확충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정부는 자립경제 달성의 관건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이
룩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했으나 공정환율이 실세환율과 괴리되어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외환사정도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1964년 5월 3일 공정환율을 달러당 130원에서 255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1965년 3월 22일 그간
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를 시행했다. 또한 원조 규모가 축소되는 데 대처하고자
1962년 외자도입 관련법을 정비하고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의 수출 신장을 통한 성장위주의 정책기조하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기능의 회복을
통한 내자동원 기반조성과 금융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 9월 금리현실화를 단행하고 유동
성 관리방식을 종래의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한 한정된 금융자금이 수출산
업, 기간산업,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도록 각종 정책금융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더불어 지방
은행 및 특수은행을 신규 설립하는 등 금융제도의 확충 개편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 결
과 1960년대 후반 한국경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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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현실화를 통한 내자동원 추구
경제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외

자는 차관 등에 의해 조달이 가능했지만 내자
조달은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
으로 저축기반이 취약한 데다 은행금리마저
낮게 유지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여
건에서 재정적자를 무릅쓴 재정투융자 증대
와 은행여신 확대에 의한 경제개발은 물가상
승과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면에서 균형재정
의 확립으로 통화증발을 억제하는 한편 금융
면에서 금리현실화를 통해 민간저축을 증대

금리현실화 조치 보도기사(1965.10. 1. 조선일보)

시켜 산업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
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 변경

고 기타 수신금리도 이를 상한으로 하여 기간

은 한국은행이 그간 안정성장을 위해 제시해

별로 상향조정했다.

온 내자동원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 원

이와 같이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

조 당국에 의해서도 현안과제로 제기되던 문

게 결정됨으로써 금리체계상 역마진이 발생하

제였다.

게 되었는데 이는 다소의 금융왜곡을 감수하

1965년 9월 「이자제한법」이 개정됨으

더라도 당면과제인 내자동원의 획기적 증강을

로써 법정이자율 상한이 종래의 연 20%에서

도모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36.5%로 대폭 인상된 데 발맞춰, 9월 30일 한

역금리체계하에서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은

국은행은 금리기능의 회복을 통해 저축을 증

크게 늘어난 반면 금융기관의 수지상태가 악

대시키고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화되자, 한국은행은 1965년 10월부터 1966

조치로서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전면적으로

년 3월까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예치금에 대

대폭 인상했다.

해 3.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

금리현실화 조치로 일반자금대출금리가

관 수지를 보전해 주었다.

종전의 연 16%에서 26%로 인상되는 등 수출

한편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수은

지원금융 및 농사자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

행의 대출금리도 금리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출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수신금리는 1

같은 해 9월 말과 10월 초에 걸쳐 부분적으로

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을 연 15%에서 대

인상 조정되었다. 그러나 특수은행이 취급하

출금리 최고이율보다 높은 연 30%로 인상하

는 재정자금의 대출금리 인상폭이 일반자금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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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폭에 미치지 못하여 금리현실

간접규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1965년 9월 30

화 이후 일반자금과 재정자금 간의 금리 차가

일 그동안 실시해 온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추후 한국산업은행 등

하고 지급준비정책을 통화신용정책의 주된 수

의 각종 정책금융에 대한 가수요 또는 초과수

단으로 삼고, 재할인의 양적 조절과 통화안정

요를 유발하여 금리현실화 조치의 효과를 저

증권 매매를 단기적인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

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키로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9 30 금리현실화 조치는 역

금리현실화 이후 수출 신장과 내외금리

금리체계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지압박 및 고

차에 따른 외자도입의 급증으로 해외부문을

금리에 따른 기업부담의 과중 등 일부 문제를

중심으로 통화가 급격히 늘어나자, 1965년 12

수반했으나, 금리의 가격기능을 어느 정도 회

월과 196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

복시키면서 금융저축 증가와 자금수급 균형

을 장기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10%에서 15%

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증

로,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16%에서 35%로

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각각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지급준비율 인상

한국은행은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금리기

의 보완조치로서 3월에는 일반은행을 대상으

능 회복과 금융정상화를 위한 터전이 마련됨

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중의 여유자

에 따라 금융규제방식을 종래의 직접규제에서

금을 흡수했다.

통화안정계정

FACTBOX

통화안정계정은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등에서의 특별계정 또는 특별예금에 연유하며 동 계
정의 설치는 스탠포드대학의 걸리(J. G. Gurley)와 쇼(E. S. Shaw), 예일대학 패트릭(H. T. Patrick) 교수의 ‘한국의 금
융발전에 관한 보고서(Outline of Report on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은행은 동 보
고서를 토대로 외국의 제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검토하여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했는데 이는 공개시장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공개시장운영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이 단기
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화안정계정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법」상 동 계정의 설치·운용에 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한국은행법」 제7조의 금융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로 하
여 채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1977년 제4차 「한국은행법」 개정시 법 제92조에 통화안정계정의 설치 근거가 명
문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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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지표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
여 결정하게 되었다. 규제대상지표는 종전
의 통화(구M1)에서 중앙은행의 순국내자산
(1966~1969년 상반기), 본원통화(1969년 하
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용(1970~1982년)으
로 변경되었고, 정부의 재정안정계획도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1969.12)

2. 정책금융제도의 확립
한국은행은 경제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제도, 상업어음

계속 증가하자 1966년 4월과 9월에는 통화

재할인제도 등을 산업정책 차원의 금융지원

안정증권의 발행한도를 증액한 데 이어 10월

수단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부터 ‘한계지급준비제도’를 시행했고, 1967년

‘무역금융’은 1961년 2월 「수출금융규정」

3월에는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에 보다

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는데 이후 우대금리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전통적 정책수단을

가 적용되고 지원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등 수

보완하는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했다.

출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금융지원

통화안정계정은 성격 면에서 지급준비제

수단이 되었다. 1966년 10월에는 무신용장

도와 유사하나 운용 면에서는 단기적인 이체

지급인도(D/P) 방식, 인수인도(D/A) 방식 등

조작을 통해 공개시장운영과 같은 효과가 가

선수출조건의 수출이 무역금융 지원대상수출

능했다. 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지급

에, 1969년 11월에는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

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이자를 지급

하는 국내생산업자가 무역금융 지원대상기업

했으며, 동 계정 설치에 따라 한계지급준비제

에 추가되었다.

도 시행은 중단했다.

한편 1967년 5월 외화획득을 위한 원자

그 후 역금리체계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

재와 주요 산업시설의 기자재를 수입하는 데

하고 기업의 과중한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

필요한 외화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외

해 1968년 4월과 10월, 1969년 6월 등 세 차

화대출취급규정」을 제정하고, 6월에는 물가

례에 걸쳐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를 인하했다.

안정을 위해 주요 내수용 물자의 수입을 원활

한편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

히 할 수 있도록 「수입금융규정」을 제정했다.

(Stand-by Credit)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1969년 5월에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생산을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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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 생산자금 융자

위해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

취급규정」을, 9월에는 농수산물 수출 증대를

설을 적극 추진했다.

위해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융자취급규
정」을 각각 제정했다.

1967년 1월 외국환업무를 주로 취급하
는 ‘한국외환은행’이 한국은행 출자로 설립되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는 1968년 2월 「상

고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외환업무, 수출입업

업어음할인 취급규정」의 제정으로 동일인에

무 등 대민간업무가 한국외환은행으로 이관

대한 상업어음 할인한도 및 할인기간이 완화

되면서 681명의 직원이 함께 이동했다.

됨으로써 자동재할인적 성격을 갖는 정책금

1967년 3월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취급

융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당

하던 주택자금을 인수하여 주택금융을 전담

시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와 이에 따른 지급

하는 ‘주택금고’가 설립되었다. 자본금 100억

준비금 부족 현상의 지속으로 금융기관들의

원으로 발족한 주택금고는 1969년 1월 ‘한국

중앙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을 반영

주택은행’으로 개칭되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

한 것이었다. 1970년 2월에는 「우량거래업체

서 일반 예금대출업무도 취급했다.

에 대한 특별융자취급규정」을 제정하여 우량

1967년 10월에는 지역금융 활성화 및 이

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적으로 재할인

를 통한 지역경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해 4월에는 「상업어

은행’과 ‘부산은행’이 순수 민간출자 지방은행

음재할인 취급요령」을 제정하여 재할인 대상

으로 설립되었다. 이어 1968년 ‘충청 광주은

업종을 계열화산업, 중요물자 유통산업 및 지

행’, 1969년 ‘제주 경기 전북은행’, 1970년 ‘강

방특화산업으로 분류하고 계열화산업에 대해

원 경남은행’, 1971년 ‘충북은행’이 설립되었다.

서는 업종별로 재할인 한도를 설정했다.

1968년 7월에는 「한국은행법」 제3차 개

한편 1965년 4월에는 신용도와 담보여력

정이 이루어져, 농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덜어

대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낮은 수준의 지급준

주고자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가 처음으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저지급준비율의

로 도입되었다.

금융기관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다. 이는 농업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업협동조합과 동 중앙회의 수지개선을 지원

3. 은행 신설 등 금융중개기반 확충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 「한국은행법」 개
정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의견에는 반

한국경제는 그간의 안정화정책에 힘입어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1965년부터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1966년

는 정부자문사항 답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

에는 12.0%라는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한국

와 신용통제수단이라는 지급준비정책 본래의

은행과 정부는 이러한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기능에 비추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차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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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금융제도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1967년 2월 종래 국내에서만 외
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을류 외국환은행
이던 시중은행이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승격되어 외국금
융기관과 직접 환거래계약을 맺고 대내외 외국
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고, 1969년 5월
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을류 외국환업무
를 취급하게 되었다. 동년 7월에는 「한국수출
입은행법」이 제정되었는데 1976년 7월 한국
한국외환은행 발족 조인식(1967. 1)

수출입은행이 정식 발족하기까지 한국외환은
행이 업무를 대행했다.
1968년 9월에는 「한국산업은행법」이 개

급준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

정되어 자본금이 200억 원에서 700억 원으

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정 금융기관의 특

로 증액되고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산업

수자금 수요는 재정자금이나 한국은행 차입

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어 1969년 8월에는 자본금이 다시 1천 500억

1968년 12월에는 신탁업 전업기관으로

원으로 증액되고 출자기업에 대한 관리기능도

서 ‘한국신탁은행’이 설립되었다. 「은행법」에

추가되었다. 1968년 3월과 7월에는 「중소기

의해 설립된 이 은행은 종전까지 시중은행이

업은행법」과 「국민은행법」이 각각 개정되어 이

겸영하여 온 신탁업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은행들의 자본금이 증액되었다.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은행 여수신업
무도 영위했다.
그리고 1967년 5월 미국 체이스맨해턴은
행의 국내지점 설치를 필두로 같은 해 미국의
퍼스트내쇼날시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 일본의 도쿄은행과 미쓰비시은행의 국
내지점이 설치되었으며, 1968년 2월에는 영국
의 차타드은행 지점이 설치되는 등 외국은행
의 국내 진입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 및 외자도
입 확대와 더불어 경제의 개방화가 급속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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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후
경기안정화 조치

1968 1969년 한국경제는 13 14%의

자도입 억제 및 정부지출 축소 등의 종합안정

고성장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통화공급이

화대책과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신용정책의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물

시행으로 경기과열이 진정되었으나 국제통화

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제도 불안 등이 겹쳐 경제성장률이 10% 초반

확대되는 등 경기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으로 낮아졌다.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성장 회복을 위해

1971년 미국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1969년 말부터 1971년 초에 이르기까지 경제

로 인해 미달러화의 금태환을 중지하는 긴급

전반에 걸쳐 종합안정화대책을 실시했고 한국

조치와 함께 달러화를 평가절하했으며 프랑스

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긴축기조로 운용했다.

등 일부 국가는 환율을 유동화했다. 이에 따

한국은행은 1968년 상반기 중 일반은행

라 국제결제통화로서 미달러화의 위치가 불안

에 대한 대출한도 및 재할인한도제
를 실시하여 방만한 대출운용을 규

경제안정화 종합대책
보도기사
(1969.11. 3. 동아일보)

제한 데 이어, 1969년 7월부터는
지급준비금 부족 은행에 대해 과태
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긴축의지
를 나타냈다. 통화관리방식도 1970
년부터는 본원통화 조절을 통해 통
화공급을 규제하는 간접규제방식
에서 금융기관의 국내신용을 직접
관리하는 규제방식으로 전환했다.
1970년대 들어서 정부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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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각국 통화 간 평가체
계에 혼란이 초래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세
계무역 신장세도 위축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경제여
건을 고려하여 한 국은행은
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인하, 지급준비

1970년 전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 광경

율 조정, 선별적 금융지원 강
화 등을 통해 긴축기조를 완
화해 나갔다. 1970년 상업어음 활용을 촉진하

에 따른 해외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융자

기 위한 제도 개편에 이어, 1971년에 금융기관

기간 연장, 달러당 융자단가 인상, 국산원자재

의 여수신 최고이율과 한국은행 여신이율을

금융 확충 등 수출지원금융을 크게 강화했다.

1.5~2.0%포인트 인하하고 두 차례에 걸쳐 금
융기관 평균 지급준비율을 21%에서 13%로
낮추었다. 특히 1971년 8월 이후에는 미국의
긴급경제조치(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 등

제11대 김성환
총재와 역대
총재(19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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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도성장기
금융·경제 안정화와
석유파동 수습
1972–1979

제1절 은행시스템의 안정과 금융효율화 추진
제2절 제1차 석유파동 수습과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제3절 1970년대 중·후반 경제안정화 노력

1970년대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했으나 그런 만큼 많은 과제를 남겼다. 여기에 석유파동이 더해
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금융의 미흡으로 사
금융이 성행했고, 그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사채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1972년에 이른바 8·3 긴급경제조치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단행했다. 그리
고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사금융 양성화 3법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
률」 등을 제정하여 다양한 비은행금융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촉진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육성
을 도모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구조 다변화를 추진했다.
8·3 긴급조치 이후 한국경제는 중화학공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모색했으나 1973년 말 제1차
석유파동이 발발하여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주요 정책이 석유파동을 극복하는 데 집중되어
중화학공업 육성은 1975년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1976년 이후 한국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다시 고도성장기를 맞이했다. 특히 1977년에
는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경상수지는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개선이 통화
증가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기, 주식시장 과열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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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과 제1차 석유파동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1970년대 들어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부문의 발전이 필요
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8·3 긴급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시중은행의 체
질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제1차 석유파동 때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상승압력에 대처하면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했다. 그리고 외화자금의 조달·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에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을 적
극 지원했다.
1970년대 중·후반 한국경제가 다시 고도성장기를 맞이하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했다. 특히 이때에는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유동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경상수지1) (십억 달러)

통화1) 증가율 (구M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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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시스템의 안정과
금융효율화 추진

1.

2.

은행 경영정상화 도모 및 8·3 긴급경제조치 지원

금융의 효율성 제고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대적격업체제 실시
관련 보도기사
(1971. 9. 8, 중앙일보)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금융의 경우 제도권 밖 사금
융이 성행하는 가운데 제도권 내에서는 부실채권 증
가 등 잠재적 위험이 누적되고 있었다. 이는 시중은행
들이 본연의 단기 상업금융 이외에 각종 정책금융과
개발금융을 담당하면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시스템의 리
스크 완화와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은행시
스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 경영수지 악화
의 주요 요인인 부실채권의 정리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리고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 이후에는 동 조치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부작용 최소화에 힘씀으로써 금
융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규모에 걸맞은 금융거래
제도 및 관행을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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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경영정상화 도모 및

도록 은행에 강력히 권고함과 동시에 전 금융

8·3 긴급경제조치 지원

기관에 대해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도록 촉
구했다.

FACTBOX

한국은행이 1970년대 초반 의욕적으로

특히 1972년에는 은행 경영평가를 통해

모색했던 은행 경영정상화 조치는 1969년 말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위주로 경영체제 전환

정부가 시행한 종합안정화대책을 계기로 시작

을 유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내 부실채권

되었다.

정리업무를 전담하는 ‘여신관리실’을 신설하

먼저 1970년에 ‘금융업무쇄신 8개 원칙’

고 「금융기관 불건전채권 정리업무 관리요강」

을 수립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기업

을 제정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체제를 구축했

체 주식매각을 통해 은행자산의 유동성 및

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업적을

해 시중은행을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1973년 2월 한국상업은행이 증자할 때 정부

1971년에는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을 정리하

보유 지분을 매각 처분했다.

8·3 긴급경제조치
정부의 8 3 긴급경제조치인 「경제의 안정과 성
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기업이 과중하게 안고 있는 채
무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재무구조를 개
선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 사채의
신고 및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로의 전환(사채의 조정),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단기대출금 일부의 장기저리대
출 대환 및 이를 위한 특별금융채권의 발행과 동 채권
의 한국은행 인수(특별금융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
었다. 동 조치와 함께 금융기관 금리의 대폭 인하, 물가
상승률 3% 내외로 안정 등 5개항의 당면 경제시책이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의 8·3 긴급경제조치 관련 기자회견(1972. 8)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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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의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경영정상화와 함께
새로운 여신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는
데, 이는 경제규모에 걸맞은 금융거래 제도 마
련 이외에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통한 은
행시스템의 안정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량기업 우대, 기업신용평가제도
등과 같은 여신방식이 도입되었다.
한국은행은 1970년 2월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체
시중은행에 게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융자 안내문
(1972. 8)

에 대해 자동적으로 대출을 보장하는 ‘신용공
여한도(credit line)제’를 도입한 후, 1971년에

1972년 8 3 긴급경제조치 발표 직후에는

는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을 제정하

금융부문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

여 중장기 자금대출의 분할상환이 가능한 ‘기

별금융조치에 따른 대출업무 취급규정」 등 관

한부대출(term loan)’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련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특별

이를 뒷받침하고자 예금제도 면에서 2년 이상

금융채권을 연리 5.5%로 인수했으며, 특별계
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이 장기저리대출로 대
환하면서 회수한 단기대출금을 예치하도록 함
으로써 통화증발을 방지했다. 그리고 「금융기
관 여수신업무 최고이율」과 「한국은행 여신업
무이율」을 개정하여 일반대출금리와 정기예
금금리를 각각 3.5%포인트, 4.8%포인트 낮추
는 등 금융기관 금리를 1965년 9월의 금리현
실화 조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하했다.
이 밖에 사채 정리 이후 예상되는 중소기
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연말
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869억 원의 단기자금
을 공급했다.

8 3 긴급경제조치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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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금융기관 설립과 자본시장 육성
정부는 금융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비은행금융기관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권 내
로 흡수하기 위해 제정된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
금고 및 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상호금융)이 설립되었다. 이어서 「시설대여산업육성법」(1973년), 「증권투
자신탁업법」(1969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75년)에 의거하여 1974년에 시설대여(리스)회사와 증권투자
신탁 전업회사, 1976년에 종합금융회사가 설립되었다.
한편 1976년에는 종래 다기화되었던 신용보증제도를 통합할 목적으로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1974년)에 의
거하여 신용보증기금도 설립되었다.
정부는 「기업공개촉진법」(1972년) 제정,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도
도모했다. 또한 제1차 석유파동으로 자본시장이 위축되자 1974년에 기업의 공개와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29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대한금융단은 동 조치를 계기로 계열기업군에 대해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금융여신에 의
존한 방만한 기업확산을 규제하는 동시에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을
체결했다.

기업공개촉진법
단기금융업법
법
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1968

상호신용금고법
증권투자
신탁업법

1969

신용협동조합법

1972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상호금융

금
융
회
사

국민투자기금법
시설대여산업
육성법

1973

신용보증기금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974

1975

1976

투자금융회사

국민투자기금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시설대여회사

신용보증기금

투자신탁회사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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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중기성 예금제도를 도입했다.

오천 원권 및 만 원권 최초 발행

1972년 8 3조치 이후에는 자금공급의

한국은행은 경제활동 및 금융거래의 효

기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관

율성 제고를 위해 고액권 발행도 추진했다. 이

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회전대출 한도거래제

에 1972년 7월 1일과 1973년 6월 12일에 오천

도’를 도입했다. 특히 같은 해 9월에는 ‘기업신

원권 및 만 원권을 각각 발행했고 1975년 8월

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14일 천 원권을 발행했다.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담보위주 대출방식의
지양과 신용대출의 확대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상업어음재할인제도’를 활용
하여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했다. 1970년
상업어음할인제도 개편 이후, 1971년에 한국
은행 재할인 대상업체를 우대적격업체와 일반
적격업체로 구분하여 자금한도 및 금리 면에

오천 원권(1972. 7. 1)

서 우대적격업체를 우대했다. 이후 우대적격업
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정책금융의 핵심인 수출지원금융
지원체계도 개선했다. 1972년에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던 수출지원금융 관련 규정을 통
합하여 수출지원금융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
했으며, 1973년에 선적 전 금융 위주로 되어

만 원권(1973. 6.12)

있던 수출금융 지원 범위를 선적 후 금융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설비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산업 설비금융규
정」을 제정했다. 또한 통화안정증권 발행방식
도 개선하여 1973년에 처음으로 통화안정증
권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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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석유파동
수습과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1.

2.

제1차 석유파동 수습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정부는 1973년 들어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했다. 이는 기존의 경공업중심 산업구조로는 지
속적인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를 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73년 10
월 중동전 발발을 계기로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중화학공업 육성책은 석유파동 수습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정부는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1974년 1월 「국민생활
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같은 해 12월에는 「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12 7 특
별경제조치」를 단행하는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기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한국경제는 1974~197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각각 8.7%, 24.8%를 기록하여 1973년의 각
각 14.9%, 3.2%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물가상승, 경기
부진 및 국제수지 악화 등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에 ‘여신금지부문제도’ 도입 등 선별금융을
강화하고 수신금리 인상 등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에 대처했
다. 그리고 외환부문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정책금융을 확
대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했다. 석유파동 수습이 마무리되자
한국은행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다방면에서 지원했다.

한국은행 70년사

한국은행의 뱅크·론 2억 불 도입 보도기사
(1975. 2.1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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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석유파동 수습
석유파동으로 금융측면에서의 총수요

억제책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민생
활의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은
행여신을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국민의 일
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자금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

제1차 석유파동 당시 석유를 사기 위해 줄지어선 시민들(1973.10)

록 1974년 1월 「금융기관 선별융자준칙」을 마

께 당초 한국은행이 외은지점에 원화자금을

련하여 실시했다. 특히 동 준칙을 통해 ‘여신

공급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외화자

금지부문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주택건설용을

금 매매(스왑)거래를 외화자금 조달목적으로

제외한 토지매입 등을 대출금지부문으로, 오

활용하기 위해 1974년 이후 스왑한도 및 스왑

락 흥행업, 귀금속판매업 등을 대출억제부문

수익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나아가 외화

으로 각각 정했다. 그리고 시중유동성을 저축

예금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금리 면

으로 흡수하여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자

에서도 우대조치를 취했으며, 금융기관의 해

1974년 1월 저축성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동

외점포망 증설을 유도했다.

년 5월과 8월에 양도성 정기예금과 종합가계

경기침체에 대응해서는 달러당 융자단가

예금을 각각 신설했으며, 1975년에는 일부 저

인상, 대출금리 우대조치 등을 통해 수출지원

축성예금의 금리인상과 함께 지급준비율도

금융을 강화했다. 또한 상업어음할인을 촉진

인상했다.

하기 위해 1975년 4월 ‘상업어음 스탬프제도’

국제수지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
외결제준비자금의 효율적인 조달과 관리가 절
실해지자 1974년부터 IMF에서 골드 트란셰

1970년대 한국은행 대출금 추이
(억 원)

(gold tranche) 2천만 SDR을 필두로 크레딧

7,000

트란셰, 보상금융, 오일 퍼실리티 등 총 3억 4천

6,000

200만 SDR을 차입했다. 그리고 1975년에 국
제 은행차관단과 2억 달러의 뱅크론 차입계약

5,000
4,000

2,000

자금의 일부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내

1,000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해외 정기예치금으로

0

거래 외국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했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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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대출¹⁾
상업어음할인

3,000

을 체결하고 이를 3차에 걸쳐 인출했다. 인출

운용하게 했으며, 잔여자금은 한국은행의 환

수출지원금융

1971

1972

1973

1974

1975

주 : 1) 1974년에 내수용원자재비축금융 등으로 일반자금대출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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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자기금
정부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해 1973년 12월 「국민투자
기금법」을 제정했다. 동 기금은 국민투자채권의 발행, 정부로부터의 전입 또는 예탁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금융기관
을 통해 중화학공업 등 「국민투자기금법」에서 정하는 중요 산업에 융자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동 기금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민투자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했으며, 동 기금의 관리운용은 재무부 장관이 관장하되 기금재원의 주요
조달수단인 국민투자채권의 발행 및 상환을 비롯한 실무는 한국은행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를 운영
할 부서(투자기금부)를 신설했다.

를 도입하여 우대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으로

을 추가했다. 이후 「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서 추천은행이 스탬프를 날인한 어음의 경우

을 개정하여 1976년에는 시설자금 융자기간

에는 의뢰인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977년

동년 10월부터는 상업어음할인제도를 의뢰인

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업종에 중

중심에서 지급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신용도

화학공업, 방위산업, 기계공업 등 국민경제상

가 높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가 발행한 어

중요도가 높은 산업과 산업합리화 및 기술개

음의 할인을 촉진했다.

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을 추가했다. 이

한편 외국환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원활

와 함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국민

히 조달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외화대출 최고

투자기금의 관리를 담당했으며, 중화학공업제

금리를 인상하고, 동 최고금리 이내에서 외화

품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7월 설립

대출금리를 매월 6개월 만기 리보(LIBOR)에

된 한국수출입은행에 1976년과 1977년에 각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했다.

각 200억 원씩의 자금을 출자했다.

2.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한국은행은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원
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1974년 1월 「금융기관
선별융자준칙」을 통해 중요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도화했으며, 이듬해에는 동 준칙을
개정하여 우선지원부문에 수입대체산업 등

한국은행 70년사

중화학공업화 선언 보도기사(1973. 1.12,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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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 후반
경제안정화 노력

1.

2.

경기과열에 따른 안정화대책 추진

통화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1976년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확장과 본격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등에 힘입어 다시 고
도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증대되고 부동산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978년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면서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
정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마련했다. 한국은행은 1976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화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긴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을 우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
원은 확대했다. 한편 당시 수출증대
및 중동건설붐으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과 이에 따른 통화량 급증으로
유동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 「한국은행법」이 개정(제4차)되
었는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개정을 계기로 정책운용 수단과 체
제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통화량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김성환 총재 휘호_통화가치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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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과열에 따른 안정화대책 추진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

는 데에 대응하여 1976년 7월에 금융기관 여
수신 최고금리를 인상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제 도입에 따른 물가불안요인을 기업의 금융
비용 경감을 통해 완화하고자 1977년 7월과
10월에는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를 인하
했다. 1977년 5월부터는 해외부문의 통화증
가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민간신
용 증가액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민간신
용한도제도’를 창구지도방식으로 운용하다가,
1978년 8월에 「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 한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제도화했다.

부동산투기 억제 종합대책 보도기사(1978. 8. 8, 동아일보)

1978년 들어서는 긴축기조를 강화하여
2월부터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1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총 3%포인트 인상했다.

에는 수출금융, 주요 원자재수입금융 및 상업

이에 따라 동 예금지급준비율이 저축성예금

어음할인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비율을 인하하

20%, 요구불예금 27%로 높아졌다. 또한 3월

고, 6월에는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인상했다.
이처럼 경기과열 진정을 위해 통화신용정
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 지
원은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1970년대 수출 추이
140

우선 특별자금 방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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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권고 형식으로 운용하
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1976년 3월 의
무사항으로 변경한 데 이어 연말에는 동 비율
을 지방은행의 경우 종전 30%에서 40%로 상
향조정했다. 1978년 5월에는 적격업체가 발행
한 상업어음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재할인을
중소기업의 경우 적격업체가 의뢰한 상업어음
에도 허용하고, 3 4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지
원 특별자금과 의뢰인한도 내의 상업어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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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융기관의 대민간 신용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2. 통화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유동성 조절기능 강화 등 을 목적으로
1977년 12월 30일 「한국은행법」과 「한국은
행 통화안정증권법」이 개정되었다. 한국은행
은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1967년부터 활용해
오던 통화안정계정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통화안정계정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용했다. 또한 「한국은행 통화
안정증권법」 개정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한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계기로 필요지급준
비금 적립방식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금융기

「한국은행법」 등의 개정에 관한 보도기사
(1977. 8.23, 동아일보)

관들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
터 말일까지 반월간의 필요지급준비금을 같
은 기간에 적립(반월평잔 동시적립방식)하는

고, 대출금리를 대출기간별로 차등화하여 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에

간별 금리체계도 합리화했다. 1979년 9월에

필요적립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립하는 데

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해 오던 여신금

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방식

리 최고이율을 폐지하고, 한국은행의 우대적

(이연반월평잔 적립방식)에서는 필요지급준비

격업체에 대한 상업어음재할인금리와 금융기

금 계산기간과 적립기간 사이에 1주일간의 시

관의 상업어음할인금리를 연동시키는 ‘금리연

차를 둘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

동제’를 도입했다.

금 적립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통화량 목표지표 M2로 변경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

한국은행은 IMF와의 협의하에 통화지표

부터 금리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1976년에 그

를 1970년부터 본원통화에서 금융기관 국내

동안 상업어음할인에만 적용해 오던 ‘신용도별

신용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국제수지의 개선으

차등금리제도’를 일반대출에도 확대 적용하

로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이 늘어나자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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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12)

부터 IMF 협정과는 별도로 통화(구M1) 증가

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동 체제는 외환위기

율 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했다. 다만 통화 움

직전 MCT(총통화 + 양도성예금증서 + 금전

직임이 불규칙했던 데다 실적치와 목표치 간

신탁) 도입 시까지 지속되었다.

괴리가 커서 1979년에 중심통화지표를 총통
화(구M2)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통화신용정
책 운영체제가 총통화 중심의 통화량목표제

FACTBOX

제4차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
제4차 개정 「한국은행법」은 첫째,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지
급준비금과는 별도로 지급준비자산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2선 준비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예금지급준비율의 하한(10%)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차등지급준비율을 수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
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에 의한
공개시장운영과는 별도로 통화안정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은행감독원의 조직 및
인사면에서의 독자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한국은행 법정적립금의 적립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법정적립비율을 매년
순이익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했다.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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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정성장 정책과
금융자율화의 추진
1980–1989

제1절 안정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제2절 경제운용방식 전환과 금융자율화 추진
제3절 중소기업·농어촌·지역경제
금융지원 강화

1980년대는 고도성장을 계속해온 한국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 나가는 시기였다.

1980년대 들어서자마자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과 10·26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물가불안심리, 부문 간 불균형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현재화되어 큰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정책기조를 성장우선에서 안정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운용방식도 정부주
도형에서 민간의 창의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강력한 경제안
정화대책과 함께 중화학공업 중복투자 조정, 해외건설 등 불황산업의 합리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한국경제는 이와 같은 안정화 시책과 1986년 이후 원유가 하락, 미달러화 약세, 국제금리 하락 등 이른
바 3저 현상에 힘입어 3년간 매년 10%가 넘는 고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로 전환하
는 등 이례적인 호황을 맞이했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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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전환에 부응하여 통화신용정책을 긴축기조로 운영하여 경제의 안
정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의 자율화·개방화를 추진했다.

한국은행은 1980년대 들어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연평균 30%를
상회하던 총통화증가율이 1983년 이후에는 10%대로 낮아졌다. 통화의 안정적 운용에 더하여 국제원자재가
격도 안정됨으로써 1980년대 초까지 매년 두 자리 숫자를 지속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83～1985년에는
2～3%대로 낮아져 안정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후반 3저 현상에 따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이 심해지
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확대하는 한편 유동성 직접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통화관리방식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여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부문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및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축소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했다.
또한 중화학공업 중복투자 조정과 불황산업의 합리화 등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대출액 범위 내에서 저리
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1980년대 초반 이후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각종 조치
를 시행한 데 이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선진국으로부터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자유
화와 금융국제화를 추진해 나갔다.

총통화1) 증가율 (구M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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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1.

2.

금융긴축 기조를 통한 경제안정기반 구축

간접규제방식으로의 통화관리 전환

1980년대 초 한국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 10 26 사태 등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이
에 정부는 환율을 대폭 인상하고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1983년부터는 강력한 재정긴축 등을 통해 경
제안정을 도모했다. 한국은행은 제2차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정부와 함께 경기회복을 도모하면서
도 물가불안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1983년부터는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금융긴
축 을 강화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확대됨에

금융통화운영
위원회 회의 모습
(1981.12)

따라 통화량관리 강화에 적
극 나섰다. 이때부터는 통화
관리방식을 변경하여 금융
기관 여신의 직접규제보다는
지급준비정책, 통화안정증
권 등과 같은 간접규제수단
을 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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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긴축 기조를 통한
경제안정기반 구축
1979년부터 국내경기는 제2차 석유파

동에 따른 선진국 경기 둔화에다 10 26 사태
에 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이 겹치면서, 인플레
이션이 심화되고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하
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수
출증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1980년
1월에 1974년 이후 달러당 484원에 고정되어

6 28 금리인하 보도기사(1982. 6.29, 조선일보)

있던 환율을 58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월
에는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결정방식을

복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1981 1982년

복수통화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도로 전

에는 가능한 한 경제안정기반 위에서 경기활

환했다.

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우선 총통화증가율을

한국은행은 이미 시작된 스태그플레이

동결 내지 20~22%로 낮추면서도 1981년 하

션에다 환율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

반기와 1982년 상반기에 각각 세 차례씩 모두

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상업어음재

여섯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와 한

할인금리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6.0%포

국은행 여신금리의 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수

인트가량 인상하고 총통화증가율을 전년의

출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을 확대했다. 이러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

의 수출촉진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이 계

대응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1981년

속되자 한국은행은 1980년 하반기부터 경제

7.2%의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어 1982년에는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회복

8.3%로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

을 도모하고자 총통화증가율을 전년과 같은

가 상승률이 전년 21.4%에서 7.2%로 현저히

2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금융기관 여수신

낮아지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전년 65억 달

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3 5%포인트 인하하

러에서 56억 달러로 축소되는 등 크게 호전되

고 수출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도 두 차례에

는 모습을 보였다.

걸쳐 540원으로 인상했다. 결국 1980년에는

한국은행은 1983년부터는 금융긴축 기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이래 처

조를 더욱 강화했다. 이는 제1차 석유파동 이

음으로 마이너스(-1.6%) 성장을 기록하고 연

후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금융 및 재정정책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7%에 이르렀다.

성장지향적으로 운용한 것이 제2차 석유파

1980년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가 다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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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대출에 대한 지원비율을 차등화했다.
이러한 금융긴축 기조에 더하여 정부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국제 원자재가
격도 안정세가 유지된 데 힘입어, 한국경제는
1983~1985년에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2%대 상
승에 그친 반면 성장률은 10%대로 크게 높아지
는 등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경제안
정기반이 제대로 구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통화증가율 목표1)와 실적 추이
(%)

총통화증가율 목표 인하 보도기사(1983. 7. 25, 경향신문)

30
목표

실적

25

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여전

20

히 일본, 대만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 등

15

을 감안한 것이었다. 우선 총통화증가율 목표

10

를 순차적으로 1985년까지 9.5%로 대폭 낮추

5

었다. 이어서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0

해 통화관리의 기준을 월말 잔액에서 월별 평
균잔액으로 변경하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주 : 1) 수정목표치 기준, 범위로 설정된 경우 중간값

도 및 매매규모를 확대했으며, 만기를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장 단기 수신금리
체계의 합리화 및 예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2. 간접규제방식으로의 통화관리 전환

위해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 적금과 상호부금
금리를 2차에 걸쳐 2.0%포인트 인상하고, 만
기 1년 이하의 정기예금금리와 저축예금 등의

통화관리방식 변경의 배경

금리는 1~2%포인트 인하했다. 아울러 수출지

1986년 이후 연이어 3년간 한국경제는

원금융 및 농수산자금을 제외한 금융기관대

대내적으로는 1980년대 전반기에 구축된 안

출 최고금리를 1.5%포인트 인상하고 금융기

정기반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약

관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할

세, 저유가, 저금리 등 3저 현상에 힘입어 매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에 대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했고 경상수지도

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중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200억 달러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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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을

흑자 전환이라는 경제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민간신

통화증발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용공급 조절에 의존했던 기존 통화관리방식

조절수단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과도하게 의

의 유효성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통화관리여건

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다각적인 통
화조절대책을 실시했다.
1986 1988년 예금지급준비율을 4.5%
에서 10%로 인상했고,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

첫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가 확대
됨에 따라 동 증권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간 본
원통화 증가액을 상회하는 등 새로운 통화증
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두 차례에 걸쳐 연 5%

둘째, 통화안정증권 매출은 총통화(구M2)

에서 8%로 인상했다. 아울러 수출지원금융제

증가의 억제에는 기여했으나, 경제 전체의 유동

도도 대폭 축소 정비하여 무역금융의 경우 달

성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

러당 평균융자단가를 열 차례 인하하고 대기

지 못했다. 왜냐하면 통화안정증권의 매출 촉

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폐지했다.

진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동 증권을

한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편입 운용하는 단기결제성 간접투자증권의

내외금리 차, 원화의 절상추세, 자산가격 상승

신규취급을 허용하고 어음관리계좌(CMA)의

등으로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이 증대되자 정부

예치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이들 수신이 급신

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압력을 완화하

장했기 때문이다.

기 위해 장 단기 외자도입을 억제하고 조건이

셋째, 비은행금융기관이 은행에 비해 상

불리한 외채의 조기 상환을 적극 유도하는 한

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은행만을 대

편 무역외지급 및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
화했다. 또한 1983년 이후 중단되었던 재정증
권 발행을 1986년부터 재개하는 등 정부부문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 추이

을 통한 통화환수에도 노력했다. 그러나 해외

(십억 원)

부문에서 발생한 통화증발압력을 자체 내에서

18,0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

15,000

나 자본의 순유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12,000

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민

9,000

간신용 억제 및 해외부문 통화대책의 효과가

6,000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3,000

통화안정증권을 주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0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1987년 이후 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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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
으로서 재할인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

당시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단기

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했으며, 12

예수금까지 포괄하는 M2B를 유동성 관리를

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를 실시하

위한 보조통화지표로 활용했으나, M2B는 지

여 금리의 자금수급 조절기능을 제고했다. 또

표 편제의 속보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데다 비

한 공개시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대상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등 통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통화안정증권의 매출

화관리수단이 강구되지 못함에 따라 중심통

에 있어 1982년 이후 중지되었던 시장금리에

화지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재개하고 국공채 거래

배경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

시에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적극 활용하

용하는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는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했다. 이와 같은 통화

추진하게 되었다.

관리방식의 전환과 함께 1977년 도입된 민간
신용한도관리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1989년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들어 유동성 급증과 부동산투기 과열 등으로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은 과거에도 몇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차례 시도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

민간신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은행금융기관

에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금리가 낮은 수

에 대한 통화안정증권의 인수매출을 재개하

준에서 규제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직접

는 등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로 전환하기

대상인 단기금융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

위한 노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하지 못한 데다 국채의 발행잔액 규모도 충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은 금리의

하지 않아 공개시장운영 여건도 조성되지 못

가격기능 회복과 간접규제방식 정착을 위해

했기 때문이다. 대출정책 및 지급준비정책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1989년 5월에는 매반

정책금융 취급에 따른 대출의 경직성과 은행

월의 평잔 증가액에 대해 30%의 지급준비율

수지기반의 취약 등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

을 적용하는 ‘한계지급준비제도’를 시행하는

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6년 이후에는 간

동시에, 그동안 은행의 자금운용에 제약이 되

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제약하던 여건

어왔던 유동성조절 목적의 통화안정계정 예치

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즉 일반은행은 대규

금 전액을 해지하는 대신 지급준비금 관리를

모 증자와 경제호황에 따른 각종 수수료수입

엄격히 했다. 또한 10월에는 단기금융시장 활

의 증대 등으로 수지가 호전되었고, 기업은 수

성화를 위해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양분

출증대와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등으로

되어 있던 콜시장을 통합하고, 은행 간 CD의

자금사정이 나아져 정책금융을 축소할 수 있

최단 만기를 91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발행

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한도를 자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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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용방식 전환과
금융자율화 추진

1.

2.

3.

은행 경영자율화 및 업무영역 확대

금리자유화

금융국제화

정부주도형 경제운용방식은 고도성장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부문 간 불균형 확대, 기업의 과도한 정부지원 의존
등 구조적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 들어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정책과 더불
어 경제운용방식을 민간의 창의와 시장기능을 보다 중시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했고, 1986년
이후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전환으로 선진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높아지자 금융시장 진입
제한 완화 등을 모색했다.

●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 보도기사
(1981. 1. 1, 매일경제)

한국은행은 이러한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과 금융
시장 개방정책에 맞추어 은행들의 경영자율화 및 업무영역
확대, 금리자유화, 금융국제화 등 금융자율화를 적극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운영과 금융기관 간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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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경영자율화 및 업무영역 확대

시중은행 민영화
보도기사
(1981. 5. 7, 매일경제)

한국은행은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981년 이후 인사, 예산, 조직 등 은행의
내부경영을 규제하는 각종 규정 및 통첩을 축
소 정비하는 한편 규제방식도 종래의 직접적
인 규제에서 경영지도기준 설정 등에 의한 간
접규제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은행의 자금
운용 등 업무운영 면에서의 자율성 제고를 위
해 1980년 1월 이후 예금지급준비율을 단계
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1981년 7월에는 예금
종류별 및 금융기관별 차등지급준비금제도를

발맞춰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

폐지했다.

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1980~1982년에는 주요 원자재 수입금

은행은 정부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규설립을

융, 지방산업 육성자금 등 일부 정책금융을 폐

허용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1982년 7월

지하고 수차에 걸친 금리조정을 통해 그동안

신한은행, 1983년 3월 한미은행, 1989년 9월

지속되어 온 정책금융과 일반금융 간의 금리

동화은행에 이어 같은 해 11월 중소기업금융

격차를 해소했다.

전문은행으로 부산 및 대구에 본점을 둔 동남

정부는 이 시기에 1972년 민영화된 상업

은행과 대동은행이 설립되었다. 이같은 은행의

은행에 더하여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

신규 설립은 1992년까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은행, 조흥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은행의 자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도 대폭 개방하여 단기

율경영 체제를 확립했다.

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 등 다

이러한 은행경영의 자율성제고 조치와

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설되었다.

은행의 신규 설립
대동은행

096

동남은행

보람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동화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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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

1982

1983

198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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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추가로 확대하고, 무역어음제도 도입
등을 허용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영역도 일부 확
대하여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
해 팩토링업무, 신종기업어음의 매매, 어음관
리구좌(CMA)업무를 허용했고, 납입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인 대형증권회사에 대해서는
동화은행 개업(1989. 9)

회사채 지급보증업무와 신종기업어음 중개업
무 취급을 허용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
도 점차 완화하여 1980년 국민은행에서 신용
카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고, 1982년에

2. 금리자유화

는 기존의 5개 시중은행에 신용카드업무의 공
동운영을 허용하고 국내 일반은행도 상업어음

1980년대 중반까지 대다수 금융상품에

일반매출업무와 국공채 환매조건부 매출업무

대한 금리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융시

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에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

또한 1983년에는 팩토링업무와 상호부

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

금업무를 일반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리규제가 불가피했

동시에 서울신탁은행만 취급하던 신탁업무

기 때문이었다.

를 지방은행에 허용하고, 1984년에는 이를 시
중은행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은행의 수신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리자유화의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해 1974년 5월과 1978년 3

금리자유화 조치
보도기사
(1988.12. 1, 동아일보)

월 두 차례에 걸쳐 도입되었다가 1977년 6월
과 1981년 12월에 각각 폐지되었던 ‘양도성예
금증서(CD)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1985년에
는 자유저축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등 금리
유인을 보강한 새로운 가계저축상품을 도입하
고 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
편 금융단협정을 폐지하여 각종 수수료율 적
용에 있어서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했다.
1987 1989년에는 은행에 예금상품 및 신탁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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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2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안정

일정 금리를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

하고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프라임레

운데 1986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

이트에 다시 일정폭을 가산하도록 했다. 그러

라, 투자재원의 국내 자립이 가능해지고 기업

나 1989년 초반 이후 경기부진에 따라 창구지

의 내부유보가 늘어나 자금부족 규모도 점차

도 형식으로 금리규제가 지속됨으로써 여신

감소함으로써 금리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금리 자유화 조치는 사실상 보류되고 말았다.

여건이 조성되었다.

한편 수신금리의 경우 전면 자유화하면

1988년 12월 이전에도 부분적인 금리자

예금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과 이

유화 조치가 있었으나 주로 시장금리와 공(公)

에 따른 과도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기관 수

금리 간의 격차 축소,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선별적인 금리규제 완화 등 본격적인 자유화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예치기

를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었다. 1986년

간별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과 비

3월 양도성예금증서, 보증부사채 및 금융채의

은행금융기관 간의 지나친 금리격차를 축소

발행금리 자유화, 동년 6월 통화안정증권 발

조정하는 데 자유화 조치의 중점을 두었다. 자

행금리와 시장금리의 연동, 11월 통화안정증

유화 대상도 은행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권 중도환매 이율에 대한 최저한도제 폐지 등

금리 등 일부 장기 수신금리로 한정했다. 비은

이 그것이다.

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 유사한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으로 자금의 초과

일부 금융상품의 수신금리를 인하하여 은행

수요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금리의 가격기능

과 비은행금융기관 간의 과도한 금리격차를

정상화와 함께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 필요

축소했다.

성이 높아지자, 한국은행은 1988년 12월 광범
위한 금리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먼저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과 국민

3. 금융국제화

투자기금 등 특정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
로 하는 대출, 한국은행의 대출지원대상이 되

1986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따른 선진

는 농수축산자금 대출을 제외하고는 전 금

국의 시장개방 압력 증대는 경쟁력 강화 필요

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했다. 아울러 금

성 등 국내적 요인과 맞물려 금융산업을 포함

리자유화 초기의 과도한 금리 변동을 방지하

한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가속시키는 방향으

기 위해 일종의 기준금리로서 ‘프라임레이트

로 작용했다.

(prime rate)’를 도입했다. 프라임레이트의 수

정부는 1987년 3월 코리아유럽펀드의 설

준은 한국은행 재할인금리에 금융기관이 자

립을 허용하고, 동 펀드와 이미 1984년 7월 설

금조달비용, 취급 손비,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립된 기존 코리아펀드의 자본금을 계속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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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IMF·IBRD 서울연차총회(1985.10)

제40차 IMF·IBRD 서울연차총회에서 최창락 총재와 폴 볼커
미연준 의장(1985.10)

하여 외국인의 국내증권에 대한 간접투자기회

해외채권 회수의무 면제한도 확대, 11월 건당

를 확대했다. 1989년 8월에는 외국인에게 기

5천 달러 이내에서 거주자의 외화매입 또는 외

발행 해외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허용하여

화예금 인출 허용, 12월 환전상의 외화보유 허

해당 기업 총발행주식수의 3% 범위 내에서 그

용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1989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내국인 해

9월에는 외국환은행의 포지션 한도를 확대하

외증권투자의 경우 1988년 7월 모든 증권사,

여 외환시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12월에는

투신사 및 보험사에 대해 해외유통시장에서

점두거래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외국환은행간

의 유가증권 매매를 허용하고 기관별 투자한

외화자금의 단기과부족 조정거래가 금융결제

도도 상향조정했다.

원 자금중개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외화콜

한국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국내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두고 영업상의 우대조치와 함
께 차별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했다. 외은지
점은 꾸준히 늘어나 1989년 말에는 지점이
66개, 사무소가 23개에 달했으며,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발하여 1985년 말 56개에 불과
하던 해외점포가 1989년 말에는 지점 53개,
사무소 51개, 현지법인 27개 등 총 131개로 늘
어났다.
외환 및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규제를 크
게 완화하고 외환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먼
저 거주자의 외환집중의무를 대폭 완화하여
1987년 7월 거주자의 해외 외화보유한도 및

한국은행 70년사

외국인의 국내증권에 대한 간접투자기회 확대 보도기사
(1989. 7.1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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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개설했다.
경상무역외지급의 경우에도 허가권을
부분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에서 외국환은행
장 앞으로 위임했다(1987년 및 1988년). 또한
1988년 3월에는 지급사유 확인만으로 1만 달
러 이하의 무역외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
시에 해외지사의 영업기금 보유한도를 폐지하
는 등 해외지사에 대한 외환규제와 개인의 해

1988년 한국은행 확대연석회의※(1988. 1)

외송금, 해외여행 및 이주 등 개인에 대한 외환

※ 박성상 총재는 1988년 1차 확대연석회의에서
“금융국제화에 효율적 대응”을 강조했다.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정부는 1988년 11월 경상지급에 대

1989년 9월부터는 은행의 대고객환율이

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IMF 8

전면 자유화되었으며 1990년 3월부터 ‘시장평

조국’의 의무를 수락함으로써 외환거래 자유

균환율제도’가 실시되어 환율 결정에 있어 시

화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장메커니즘의 활용폭이 확대되었다.

저축추진 홍보활동

FACTBOX

한국은행은 한국경제가 자립경제의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저축의 증대를 통
한 투자재원의 자력조달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국민저축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저축기
반이 취약했던 1950~1960년대에는 저축증대에 역점을 두고 저축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했으며, 1970
년대에는 자발적인 저축 유도를 통한 저변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는 종전 예금증대 위주의 홍보활동에
서 물가불안심리 불식 및 금융서비스 보급 확대를 통
한 은행이용도 제고로 전환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과소비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건전소비생활을 통한 저
축증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들
의 금융경제 관련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정보에 대
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의 단순한 저축홍보 활동
을 지양하고 경제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경제행위
유도 등으로 전환했다.
부산피난 당시 한국은행의 저축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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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농어촌
지역경제
금융지원 강화

1.

2.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농어촌 및 지역경제 금융지원 확대

기존의 경제발전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기업중심의 중화학공업 육성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경
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도시와 농어촌 간에는 소득 및 생활환경 격차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
라 수도권의 비대화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까지 대두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고도성
장과정에서 초래된 기업 간 도농 간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키로 하고 중소기업, 농어촌, 지역경제
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부문 간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한국은행
은 중소기업, 농어촌, 지역경제 등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주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금융활성화
방안 세미나」
(1990. 6)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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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지점에 대해서도 대출증가액의 25% 이상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했다. 1986년 4월에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액의

지방은행을 지방소재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

한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금융의 활성

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를 1980년 이

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후 계속 강화했다. 1980년에는 종래 금융자금

의무비율을 55%에서 80%로 대폭 인상했다.

대출증가액의 30% 이상으로 되어 있던 시중

이어 8월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중소기업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35% 이상으

대출 의무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조정하

로, 40% 이상으로 되어 있던 지방은행은 55%

여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1983년에는 동

융지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의무비율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 한국외환은

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

행을 추가한 데 이어 1985년에는 외국은행 국

한 상업어음할인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변경 추이
일자

대출의무비율

적용기준

비고

1965. 4. 5.

일반은행 : 30%

총대출금 잔액

권고사항

1976. 3. 18.

상동

총대출금 증가액

적용대상자금 변경 및 의무사항으로 규정

1976. 12. 21.

시중은행 : 30%
지방은행 : 40%

상동

지방은행의 대출의무비율 상향조정

1978. 7. 7.

상동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

적용대상자금 변경

1980. 10. 2.

시중은행 : 35%
지방은행 : 55%

상동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대출의무비율
상향조정

1983. 4. 20.

시은 외환 : 35%
지방은행 : 55%

상동

한국외환은행 추가

1985. 3. 1.

시은 외환 : 35%
지방은행 : 55%
외은지점 : 25%

상동

외은지점 추가

1986. 4. 1.

시은 외환 : 35%
지방은행 : 80%
외은지점 : 25%

상동

지방은행의 대출의무비율 상향조정

1986. 8. 1.

시은 외환 : 35%
지방은행 : 80%
외은지점 : 35%1)

상동

외은지점의 대출의무비율 상향조정

주 : 1) 상업어음재할인 수혜를 받지 않는 경우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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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평균 융자단가 변동 추이

(달러당 원)

구분

1985
7월

1986
7월

1986
9월

1986
10월

1987
2월

1987
4월

1987
6월1)2)

1987
8월

1987
10월

1987
12월

1988
2월3)

1989
10월

1989
12월

중소기업

740

720

700

700

680

680

630

630

580

520

450

500

550

대기업

740

720

700

670

645

575

475

375

275

175

-

-

-

(575)

(525)

(450)

(375)

(200)

(200)

(300)

주: 1) ( ) 내는 연간 수출실적 3천만 달러(1989년 12월부터는 5천만 달러) 이하인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융자단가
2) 1987년 6월부터 계열기업군소속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계열대기업과 같은 융자단가를 적용
3) 1988년 2월 이후 30대 계열기업군소속 대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어음재할인 지원비율 적용과 적격업체 선정에

1986년 3월 수출산업 설비금융 융자대

있어 중소기업을 대기업보다 우대했다. 1984

상에 수입대체 소재 부품산업을 추가하고 소

년 11월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

대해 기업체 종합평점에 관계없이 재할인 적격

설자금 외에 1회전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운

업체 자격을 부여하고, 1989년 2월에는 중견

전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

수출기업도 적격업체에 포함시켰다.

관 지원비율과 한국은행 재할인비율을 우대

1986년 하반기 이후에는 해외부문의 통

했다. 1989년 2월에는 모든 대기업 및 계열기

화증발에 대응하여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업군 소속 중소기업을 재할인대상에서 제외했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했다. 1986년 10월 중소기업에 대해 무
역금융 융자단가를 우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1988년 2월에는 모든 계열기업과 전년도 수
출실적이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계열대기
업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을 중단했으나 비계
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계속 받
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86년 이후 3차에
걸쳐 무역금융의 포괄금융 이용가능업체 범
위와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종래 한국은행이
관장하던 무역금융 특별승인(융자한도의 초
과 또는 융자기간의 연장)업무의 대부분을 외
국환은행으로 위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무역
금융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한국은행 70년사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 신설 보도기사
(1983. 8.12,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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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대출
실적의 50% 해당액을 지원함으로써 동 자금
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1987년 확대연석회의※(1987. 2)
※ 박성상 총재는 1987년 1차 확대연석회의에서 “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2. 농어촌 및 지역경제 금융지원 확대
한국은행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낙후된 농어업부문과 위축된 지역경제의

으나 비계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

발전을 위해 선별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들어서는 금융

먼저 농어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

기관 융자비율과 한국은행의 지원비율을 각각

해 농협중앙회가 취급한 단기농사자금 대출

10%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에 대한 자금지원비율을 1985년 7월 30% 이

1983년 8월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

내에서 40% 이내로 인상한 데 이어, 1986년

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7월 다시 50% 이내로 인상했으며, 금융기관

대해 기술개발 관련 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한

에 대한 농수축산자금 대출은 여타 대출보

국은행은 금융기관 취급액의 일정비율 해당

다 낮은 연 3~5%의 금리를 적용했다. 또한 농

액을 지원했다.

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어가 사채대체자금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의 경우 1987년 4월 자금지원 총액 1조 원 중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제도’를 도

농 수 축협 중앙회 취급분의 50%에 해당하

입했다. 1988년 11월부터 재정자금과 금융자

는 자금을 연 3%의 저리로 해당 금융기관에

금으로 총 3천 80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지원했다. 그리고 수산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중 금융자금(2천억 원)은 중소기업은행이 1천

위해 수협중앙회 등이 취급한 영어자금(營漁

500억 원, 국민은행이 500억 원을 각각 대출

資金) 및 원양출어자금에 대한 자금지원비율
을 50%에서 60%로 인상하여 1988년 말까
지 적용했다. 1988년 8월에는 정부의 농어촌
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라 취해진 상호금융의
농어가 사채대체자금 금리인하(연 14.5%에서
10%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지손실을 보
전해주기 위해 농 수 축협에 연 8%의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을 지원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강원지방위원회
개최(198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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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

제5장 안정성장 정책과 금융자율화의 추진(1980～1989년)

1985년 말 1천 760억 원에 불과하던 지방은
행 자본금이 1989년 말에는 1조 566억 원으
로 거의 10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1989년 9월
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
는 대동은행(대구) 및 동남은행(부산)의 설립
을 허용했다.
또한 지역 특수사정을 감안한 금융정책
의 신축적 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해 1985년 9월 한국은행 지점장 전행한
도제(專行限度制)를 도입했다. 동 자금의 지원
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연관효과가 큰 제
조업체로 제한하되, 비제조업이라도 지역경제

농어촌 종합대책 보도기사(1986. 3. 5, 동아일보)

발전에 기여도가 큰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988년 7월에는 동
인 조치를 취했다. 지역소재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대상에서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 위주의 서울

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지점 개설 허용 등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을 확

10억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개별업체에 대한

충하는 동시에, 지역 금융기관 신설을 허용하

편중여신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지역중소기업

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책을 강구했다.

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은행에게 유상증자를 허용한 결과,

1980년대 한국은행 대출금 추이
14,000

(십억 원)
상업어음

일반자금

무역금융

농수축산자금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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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가속
1990–1996

제1절 금융자율화 추진 가속
제2절 금융·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시스템 정비
제3절 경제활력 제고와 주요 국제기구 가입

1990년대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세계화와 금융개방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
운 정책을 요구했으며, 1980년대 후반의 고성장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필요로 했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화의 진전과 금융개방화 추세에 직면한 가운데 걸프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및 세계경기 침체, 1980년대 후반 급속한 임금·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형성된 고비용저효율 구조 등의 영향으로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자율화와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를 통
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투기 근절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침체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1993년에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성장잠재력 강화, 국제
시장 기반 확충 및 국민생활여건 개선 등 3대 중점경제시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해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이후 1994～1995년 중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확대되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경제의 구조개선과 선진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다만 이때 한국
경제는 국제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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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책과 정책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금융개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금리자유화의 경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
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정책시스템을 정비했다. 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 한국은행 금융
결제망 구축, 외화자산 관리·운용 시스템 확충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새로운 수단과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외에 경제활력 저하와 경상수지 적자 등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무역금융을 확대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와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에 참여했다. 특히 1997년 1월에
는 중앙은행간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에 가입했다.

총통화1) 증가율 (구M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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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율화 추진
가속

1.

2.

3.

금리자유화 확대

금융기관 자금운용 규제 완화

외환거래 자유화

한국경제가 빠르게 진전되는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경
쟁력 강화와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했으므로 이를 위해 1980년대에 시작된 금융자율화
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0년대 들어서자마자 정부와 함께 금리자유화와 규
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다각적으로 접근
금리자유화 조치
보도기사
(1994.11.25, 매일경제)

했다. 그 결과 금리를 다년간에 걸쳐 자
유화(금리자유화)하고, 여신규제 완화
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확
대(경영자율화)했으며, 환율제도 개편과
더불어 외환거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
화(외환자유화)했다. 다만 금융자율화
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충분한 조치가 뒤따
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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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가속(1990～1996년)

1.

8월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금리자유화 확대

동 계획에서는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를,
1988년 12월 시행된 금리자유화 조치는

그리고 수신금리 중에서는 장기 거액상품의

이듬해 시장금리 급등과 경기위축에 대응한

금리를 단기 소액상품의 금리보다 먼저 자유

한국은행의 창구지도 등으로 실질적 진전을

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이에 1991년

보지 못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경

11월에 3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수신금리와 은

제주체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리자유

행 당좌대출 등의 여신금리를 자유화하는 제

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일부 단기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1993년 11월에는 2년

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3단계에 걸쳐

이상 만기의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와 재정 및

1996년까지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1991년

한국은행 재할인 지원대상을 제외한 모든 여

금리자유화의 추진
수신금리

여신금리

제1단계 조치
(1991년 11월)

•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등
• 거액의 CD RP 상업어음 CP 등

• 은행의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¹⁾,
무역어음할인 등

제2단계 조치
(1993년 11월)

• 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등
(적립식은 3년 이상)

•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여신 금리

제3단계
조치

1994년
7월

• 거액 CD RP CP 등의 최단만기 단축
(91일→60일)

1994년
12월

• 1～2년 정기예금 등
(적립식은 2～3년)

•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²⁾의 금리를
프라임레이트 범위내에서 자율화

1995년
7월

• 6개월～1년 정기예금 등
(적립식은 1～2년)
• 거액 CD RP CP 등의 최단만기 단축
(60일→30일)

•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1995년
11월

• 6개월 미만 만기 정기예금 등
(적립식은 1년 미만)
• 예치기간 3개월 이상 자유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1997년
7월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 자유화
• 기한부예금 만기후 금리에 대한 규제
폐지 및 중도해지금리 자율화
• 시장성 금융상품의 최저금액 제한
폐지 등 발행요건 완화

2004년
2월

•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
• 수신 관련 잔존규제 폐지

제4단계
조치

주 : 1) 한국은행 재할인대상 어음 제외
2)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 생산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 등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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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리를 자유화하는 제2단계 조치를 시행했

더 나아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 제3단계 조치는 2년 미만 만기의 정기예금,

1991년 1월에 도입한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예치기간 3개월 이상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

1994년 5월 지방은행에 한정하여 폐지한 데 이

유예금 금리, 거액 RP CP 등의 최단만기 단축

어 1996년 3월에 전면 폐지했다. 또한 1974년

등 자유화대상이 광범위하여 일부를 1994년

1월부터 시행해온 여신금지부문제도를 1993

7월과 12월, 나머지를 1995년 7월과 11월로

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다가

나누어 실시했다. 이 같은 3단계 조치는 당초

1998년 1월 폐지했다. 그리고 지방은행에 적

계획했던 1994~1996년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용하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1994년 5월

완결되었다.

80%에서 70%로, 1997년 7월 70%에서 60%

한편 1~3단계 조치에서 제외된 단기수

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법」 개

신금리와 요구불예금금리의 자유화는 1997

정을 통해 유가증권 투자한도, 금융채 발행요

년부터 시행된 제4단계 조치 때 시작되었다.

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1997년 말 외환위기 발생으로 요구불예
금금리의 자유화는 2004년 2월에야 실시되
었다. 이로써 모두 14년에 걸쳐 추진된 금리자

3. 외환거래 자유화

유화 조치가 완료되면서 당좌예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모든 여수신금리가 전면 자유화
되었다.

1980년 2월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
도’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기여
했으나, 외환시장 수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유

2. 금융기관 자금운용 규제 완화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되 외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은행의 자율경영은 1980년대 내부경영

추진하기로 하고,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

에 이어 1990년대에는 자금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과도기적 제도로 도입했다. 동 제도하

확대되었다. 한국은행은 1993년에 운전자금

에서 환율의 일일변동폭은 처음에 전일 시장

및 시설자금 취급에 관한 지도기준을 폐지함

평균환율의 상하 0.4% 이내로 제한되었다가,

으로써 동일인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기

1995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25%로

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식담보대출

환율제도의 개편과 함께 외환시장 수급

에 관한 규제, 총대출금의 10% 이내로 제한했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수요원칙 및 외환집

던 대출보증한도에 관한 규제, 사채보증 및 인

중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수에 관한 규제 등도 폐지했다.

실수요원칙 완화와 관련하여 1991년 7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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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간 현물환거래에 대한 실수요증빙을 완화하

화하여 1995년 2월부터는 1인당 연간 1만 달

고, 1993년 4월에는 모든 선물환 및 금융선물

러 이내에서 외화를 자유로이 매입하여 소지

거래 시 실수요증빙을 사후 제출하도록 했다.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년 10월에는 외화 간 선물환거래에 대
해 실수요증빙을 완전히 면제했다. 1994년 11
월에는 원화 외화 간 선물환거래와 금융선물
거래의 실수요증빙도 완화했다.
외환집중제 완화 는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외화를 매입
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업
의 자격요건과 매입한도를 점차 완화하다가
1993년 10월에 매입한도를 폐지했다. 거주자
개인의 국내 외환보유에 대한 제한도 점차 완

FACTBOX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보도기사(1990. 2.20, 동아일보)

1990년대 자본거래 규제 완화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다방면에 걸쳐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1991
년 3월에 제조업 중 투자자유화업종으로 외국인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신고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1995년
1월에는 1993~1994년 수립한 연차별 개방계획에 따라 총 53개 업종에 대해 개방폭을 확대했으며, 1996년 5월에는
OECD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개방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국내 증권시장은 1992년 1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한 이래 1996년까지 종목당 한도는 20%,
1인당 한도는 5%로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채권의 경우 1994년 7월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전환사채, 1997년 6월 대
기업 발행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각각 허용했다.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은 1992년 9월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에 이어 1995년 6월 교환사채(EB)
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상업차관의 경우 1996년 10월 여신금지업종에 속하지 않는 비제조 중소기업에게도 시설재
수입용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한도 확대와 함께 투자제한업종을 점진적으로 축소
하다가 1996년 10월 모든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으며, 해외증권투자는 기관투자가에 이어 1996년 4월에 개인
과 일반법인의 투자한도를 폐지했다.
한편 자본거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투자금융회사의 종금사 전
환으로 종합금융회사가 1993년 6개에서 1997년 30개로 크게 증가하면서 과당경쟁이 유발되었다. 이는 해외차입
확대 및 단기외채비중 급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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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시스템 정비

1.

2.

3.

통화신용정책 체계 정비

지급결제제도 고도화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화 및
수익성 제고

1990년대 들어 정책환경의 변화는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외에도 1980
년대 후반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외화자산의 급증,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산시
스템 발전 등 다양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
았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한
국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통화신용정책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외화자산 관리 등 다방면
에서 정책 수단과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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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방식
RP매매 도입
(199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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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신용정책 체계 정비

검토했다.
외적으로는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

1990년대 들어 내외 여건변화로 통화신

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

용정책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

은행은 시장원리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을 정착

선 내적으로는 통화지표 유효성에 대한 의문

시키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며 대

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는 주요국들이 제도개

출제도를 정비하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공

편 등으로 인해 중심통화지표의 불안정성을

개시장운영’을 핵심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단으

경험한 데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통

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화신용정책 운영체제를 도입 운영한 데서 기인
했다. 또한 국내에서 1996년 4월 정부의 신탁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도입과 정책금융 정비

제도 개편으로 금전신탁 자금이 은행예금으

한국은행은 경제운용방식이 점차 민간주

로 유입되면서 총통화(구M2)의 유효성이 크

도로 전환되고 금리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게 저하된 데다, 이를 계기로 총통화와 함께 활

1980년대부터 무역금융을 축소하는 등 일부

용하기 시작한 MCT도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이

정책금융을 정비하다가, 1994년 3월 ‘총액한

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도대출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출제도를 전면 개

은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통화량목표제의

편했다. 동 개편으로 상업어음재할인 등은 새

대안으로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가능성을

로 도입된 총액한도대출로 흡수되고, 수출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내용

• 상업어음재할인
• 무역금융
• 소재 부품 생산자금
• 지방 중소기업자금

총액 • 금융기관별 총액한도 : 상업어음재할인,
한도
무역금융, 소재 부품 생산자금
대출 • 지역본부별 총액한도 : 지방 중소기업자금

• 일시부족자금대출(B2자금)

• 종전대로 운용

• 농수축산자금

• 정부재정으로 단계적 이관

• 수출산업설비금융
• 기타 중소기업대출 관련 자금
• 방위산업금융
•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
• 신규취급이 없는 자금

• 폐지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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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설비금융 등은 폐지되었으며, 농수축산어
음 담보대출은 1998년 말까지 정부재정으로
이관되었다.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및 지
급준비금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부
족자금대출은 종전과 같이 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투자신
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992년에 대출
한 2조 9천억 원을 1993~1995년 전액 회수
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과거의 정책금융 위
주에서 순수 유동성 조절 목적의 대출제도로

BOK-Wire를 통한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의 중앙은행 대출제도
였다. 이에 따라 동 대출제도의 총한도는 1994

체제를 정비한 데 이어, 1990년대 들어서는 시

년 3월 제도도입 당시 8조 8천억 원이었으나,

장중심의 공개시장운영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1996년 11월과 1997년 2월 두 차례의 감축을

노력했다. 먼저 1990년 3월 종전 은행에 국한

거쳐 3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되었던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대상에 비은
행 금융기관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1993년 3
월 강제배정방식으로 거래하던 RP매매에 경

시장 중심의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1980년대 후반 공개시장운

쟁입찰방식을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

영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는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재
개되었다가 중단된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통화
안정증권 발행을 다시 시작했다. 이후 1997년
2월에 RP매매와 통안증권 발행 시 미낙찰분

총액한도대출 한도 추이
(조원)

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대매출을 통해 특정

10

금융기관에 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개시

9
8

장운영을 실질적인 완전경쟁입찰방식으로 전

7

환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

6

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도입

5

하여 공개시장운영의 기동성을 높였다. 이 밖

4

에 발행단위 축소, 만기 다양화 등을 통해 통

3
1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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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정증권의 수요기반을 꾸준히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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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결제제도 고도화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1970년대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도입으로 발전하
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계
획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금
융전산위원회(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발족되고, 동 위원회 주도로 현금자동인출기
(CD)공동망(1988년), 자동응답서비스(ARS)
공동망(1989년), 타행환공동망(1989년) 등이
구축되었다. 이후 1996년에 직불카드공동망
과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이, 1997년
에 지방은행공동망이 가동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소액결제시스템이 구축되
었으나 한국은행은 금융거래와 결제규모가 빠
른 속도로 증가하는 금융 경제 환경에 대처하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가동식(1994.12)

기 위해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
은금융망)을 개발하여 가동했다.

는 전자이체방식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을 도

한은금융망 구축

입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1980년대까지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

RTGS방식의 한은금융망(BOK-Wire)을 개

은 일정기간 지급할 총금액과 수취할 총금액

발하여 1994년 12월 가동했다. 한은금융망은

을 모아서 상계처리한 차액을 일정시점에 결

거액의 자금이체뿐만 아니라 소액결제시스템

제하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에서의 은행 간 채권 채무를 최종결제했다.

Settlement)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했
다. 그러나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
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미

3.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화 및
수익성 제고

국(1982년), 스위스(1987년) 등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대부분

1980년대 후반 국제수지의 큰 폭 흑자와

이 자금이체거래를 건별로 즉시 결제할 수 있

1990년대 자본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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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유 외화자산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외화자산의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외화자산을 활용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보
유 외화자산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탁형태로
지원했으며, 1990년 12월에는 국내 금융기관
의 국제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하기 시작했다.
외화자산의 운용 및 관리 능력을 제고하
기 위한 노력도 크게 강화했다. 1993년부터 포

1980년대 후반 이후 외환보유액 추이
(억 달러)

350
300
250
200
150
100
5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트폴리오의 개념을 도입하여 운용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을 확립했다. 1997년부터는 외화자산 운용의

에 추가수익 획득을 위해 RP 및 증권대여 거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수익성

래 등을 개시했으며, 선진투자기법 습득 등을

제고에 노력하는 운용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위해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를 통한 위탁운

수 있도록 국외운용 외화자산을 유동성자산

용을 시작하고, 그 규모를 꾸준히 확대했다.

과 수익성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했다. 이외

효율적인 외화자산 운용에 필요한 전산

SWIFT 시스템 개통식(19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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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확충했다. 먼저 블룸버

Analysis)를 도입함으로써 자산운용, 위험관

그(Bloomberg) 통신과 경제정보 종합수신

리, 성과분석, 회계처리에 이르는 외화자산 운

시스템인 TTRS(Telerate Trading Room

용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통합시스템

System)를 도입하고, 텔렉스로 처리하던 자금

을 구축했다.

결제업무를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특히 1997년 6월에는 종
합 외화자산관리시스템인 PORTIA(Portfolio
Reporting, Trading and Investment

금융실명제 실시

FACTBOX

금융실명제는 일찍이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시시기는 1986년 1월 이
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해 오다가 1990년 4월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실시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1993년 하반기 들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
부는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
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비실
명에 의한 자금인출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대규모 자금이탈에 따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발족(1989. 4)

른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8월 13일 부총재
를 반장으로 하고 34개 금융기관 부행장급을 반원으로 하는 ‘금융시
장안정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본지점과 각 금융기관에 ‘금융시장안
정 비상실무작업반’을 설치했다. 또한 8월 20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본점 및 각 지점에 중소
기업 금융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적
극 지원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접수창구 개설(199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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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와
주요 국제기구 가입

1.

2.

3.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

국제결제은행 등 가입

1990년대 들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드러나면서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또한 임금상
승 등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1990년대 초 해외수요 위축, 1994년
이후 후발개도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인해 1990~1997년 중 1993년을 제외하고 내내 적자를 면
치 못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금융자율화 및 자본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 및 경상수
지 적자 대응도 당시의 중요 당면과제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을 강화했다. 그리고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외
화대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설비투자
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상수지가 더 이상 악화되
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정부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1996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선진 중앙은행들과의
교류 및 정책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제결제은
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가입
을 적극 추진하여 1997년에 정식 회원은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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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본부

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한국은행은 재할인제도의 탄력적 운용

을 통해 운전자금을 원활히 지원하면서 신용
대출 확대와 담보취득제한 완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운전자금의 원활한 지

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회의※(1993.11)

원을 위해 1993년 4월 동일업체에 대한 상업

※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어음 할인한도를 폐지했다. 1995년 7월에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용도 등을 평가하
여 거래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

8월 모든 제한을 폐지했다.

출 관련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

이 밖에 금융경색, 대기업 부도 발생 등

별 총액한도대출 한도 배정 시 지방소재 중소

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취급실적 가중치를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1993년 금융실

높였다. 또한 동년 11월에는 건설어음 등 모든

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대응하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

여 금융기관이 공급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상에 포함했다.

의 50%를 지원하고, 1995년 3월에는 덕산그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룹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

1996년 1월 총액한도대출 한도의 5%를 중소

한 금융기관 공급자금의 50%를 지원했다. 같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실적을 감안하여 차등

은 해 7월에는 삼풍백화점 사고로 피해를 입

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중소기업 신용평

은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

가표 운용기준과 정당여신 취급자에 대한 면

에 대하여도 대출취급실적의 45%를 총액한도

책기준을 제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취약

대출로 지원했다.

한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991년 4월과
11월 금융기관이 시설자금대출 외에 운전자
금대출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는 경우 기업주

2.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

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 명의의 거
주주택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무역

1992년 4월 무역금융 취급 시 제3자 명의의

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융자대상 확대 및 융자

등 담보취득 제한을 계속 완화하다가 1995년

한도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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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 7월에 포괄금융 융자대상에 비계

199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시 대

열대기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대상범위를

폭 확대되자 대기업의 시설재 수입자금 융자

확대했으며, 포괄금융 수혜업체에 대한 동일

비율을 인하하여 수입용 대출을 억제하고, 국

인 융자한도를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 1992

산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제도를 도입

년 4월에는 모든 비계열대기업을 무역금융 융

하여 국내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도모했다. 한

자대상에 포괄하고, 1996년 8월에는 신용장

편 정부는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

기준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확대했다.

연장,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무역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외화대출 관

실시했다.

리도 신축적으로 운용했다. 1991년에 차관조
기상환 자금용 외화대출 등을 폐지하고, 외화
대출의 융자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1992년 1

3. 국제결제은행 등 가입

월에는 외화대출 융자대상을 제한하고 외화
대출 융자비율도 추가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다

한국은행은 1975년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 1992년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연차총회에 참석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업설비투자가 부진해지자 외화대출의 융자

과 공식적 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환거래계약

비율을 인상하고 융자대상을 다시 확대했다.

체결(1976년), 정기예금 예치(1988년) 및 각

1994년 1월에는 중소선박 도입자금과 중소기

종 행사참여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업의 첨단기술도입비 및 용역비를 융자대상에

BIS 가입을 모색하다가, 1990년대 들어 금융

추가하는 등 외화대출 융자대상을 더욱 확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선진 중앙은행

했다.

들과의 교류 및 정책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IS 가입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BIS

1990년대 무역금융 평균융자단가 추이
800
700

(달러당 원)
중소기업

비계열대기업

도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출범이 가시화
되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주요 경제권
역별로 거점국가들을 선정하여 가입문호를 개
방하고자 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그간의 노력

600

이 인정되어 BIS로부터 1996년 9월 중국, 인

500

도 등과 함께 신규회원으로 가입초청을 받게

400

되었다. 한국은행은 배정된 3천주(총주식의

300
200

0.58%)를 인수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3천 650

100

만 달러를 출자하고 1997년 1월 14일 정식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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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원은행이 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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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 당행 공식 방문※(1995. 2)

국제결제은행 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의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강연(1995.10)

※ 한국은행은 BIS 임원(사무총장, 은행감독위원회 의장) 방문 시 한국은행의 BIS 가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상호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해 1990년 1월 동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의 창

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 East

설회원이 되었다.

Asian Central Banks)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한 1991년 2월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중앙
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우리나라의 OECD·WTO 가입

FACTBOX

우리나라와 OECD와의 관계는 1980년대 말 OECD와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 간의 정책대화 이후 본격
화되었으며, 정부는 1992년 1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92~1996년)에서 OECD 가입을 천명하고 1995년 3월 가입신
청서를 제출했다. 그 후 1996년 7월까지 심사 및 검토 과정을 거
쳐 같은 해 10월 11일 OEC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입 초청
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1986년 협상이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1993년 12월 타결되고 1995년 1월 1일 GATT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무역기구로 WTO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과 동시에 동 기구에 가입했다.
한국 OECD 가입협정 서명(1996.10)(출처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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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들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총집중해야 했다.

그해 상반기부터 잇따른 대기업 부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 외자유입 부진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영
향, 기아사태의 처리 지연 등으로 한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
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국내금융기관의 외환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환율이 급등하여 외환시장 기능이 사
실상 마비되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도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외화자금 지원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등 외환
결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21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협정을 체결하고, 국제부흥
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채권은행들과 협의하여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
식·채권 등 자본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을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
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갔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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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 와중에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1962년 이후 가
장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 확충, 외국 중앙은행과의 금융지원
체제 구축 등 외환안정성 강화 노력도 지속했다.
아울러 1998년 4월 개정 「한국은행법」의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통화량목표제를 ‘물가안정목표제’로 대
체하고 금리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통화신용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했다. 한편 2003년 3월 ‘SK글로벌’ 분식회
계 사건을 계기로 카드채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정부와 함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
고 카드채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갔다.

금리1) (국고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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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발생과
위기대응

1.

2.

3.

4.

위기발생 직전의 상황

외환위기 발생과
IMF 긴급자금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과
경제안정화 대책 추진

외환안정성 강화

1997년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외자유
입 부진 등에 대응하여 외자유입 촉진 및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차례 시행했다. 그러
나 10월 하순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계기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신뢰도가 더욱 저하되어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 한국은행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외화유동성 확보 및 환율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으나, 1998년 2 4분기 이후에는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는 데
발맞추어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금리를 꾸준히 인하했다. 한편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인수하고,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특별유동성을 지원했다.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총액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 규제를 폐지했으며 보유외화자금
을 지원했다. 아울러 외환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함
께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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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발생 직전의 상황

1997년 상반기까지 대체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으나 7월 들어 기아사태를 계기로 시장 불

1997년 들어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대기업 부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기업부도

안심리가 증대되고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차입
이 어려워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가 급격히 늘어났다. 1월 23일 재계 순위 14위

외환시장은 1997년 들어 큰 폭의 경상수

의 한보그룹이 부도처리된 후 삼미, 진로 등에

지 적자 지속과 외자유입 부진 등으로 환율이

이어 7월 15일에는 재계 순위 8위의 기아그룹

상승하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등 불안정한

부도까지 발생했다. 전체 부도업체 수는 1996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년 월평균 966개에서 1997년 10월에는 1천

영향, 기아사태의 처리 지연, 기업과 금융기관

435개로 늘어났다.

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경제

기업부도 확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우려

부실채권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일반은행

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00% 이상

의 부실여신이 1996년 말 12조 2천억 원에서

을 유지하던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차환비율은

1997년 9월 말 21조 9천억 원으로, 종합금융

7월 이후 80%대로 하락했으며 8월부터는 외

회사의 부실여신은 1996년 말 1조 3천억 원에

국인 주식투자자금도 순유출로 돌아섰다.

서 1997년 10월 말 3조 9천억 원으로 각각 늘
어났다.

이러한 외환수급 불균형으로 원/달러
환율은 1996년 말 844원에서 1997년 9월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기

말에는 915원까지 상승했으며 외화유동성

피하는 데다 주식시장 및 회사채 발행시장

부족이 심화된 10월부터는 상승폭이 더욱 확

도 크게 침체되어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심각

대되었다.

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시장금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 외환시
장 불안에 대처하고자 1997년 수차례에 걸쳐
안정화대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3월 자본시장
조기개방계획을 발표하여 외국인 주식투자한
도 확대 등 외자유입 촉진책을 취했으며, 8월
에는 금융기관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금
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기 외화유동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장안정대책
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
정 악화를 개선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

기아그룹 화의신청(19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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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원했고, 8월 초부터는 외화 결제자금
을 조달하지 못하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한 은행이 지원하
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 지원
했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부실채권 급증으
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일은행과 16
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각각 1조 원 한도의
특별대출을 실시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했다.
IMF 긴급자금지원 의향서 서명(1997.12)

2. 외환위기 발생과 IMF 긴급자금 지원

여 거래가 중단되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외화자금 지원으로 외환보유액도 급격히 감소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당
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10월 하순 국

하여 외환결제 불능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제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

마침내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자금지

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

원을 요청하고 12월 3일 210억 달러 규모의 대

신뢰도가 더욱 낮아짐에 따라 외환위기에 대

기성차관협정을 체결했다. IMF와의 협정체결

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

과 함께 IBRD가 100억 달러, ADB가 40억 달

해외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도

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어려워져 외환시장에서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

지원으로도 외환위기가 수습되지 않을 경우

화되고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10월 28일에

제2선 지원자금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는 환율이 일중변동폭 상한(2.25%)까지 상승

23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키로 함에 따라 우리

하여 외환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
황은 10월 30일까지 계속되었다.
정부는 10월 29일 및 10월 31일 채권시
장 개방 및 현금차관 도입 확대 등 금융시장 안
정대책과 후속조치를 각각 발표했으나 11월
들어서도 외환공급 부족 상황은 개선되지 못
했다. 외환수급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면
서 11월 17일부터는 연 4일간 외환시장 개장
과 동시에 환율이 일일변동 상한까지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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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시세
2,000원
돌파(1997.12)

80% 내외에서 12월에는 30%대로 급격히 낮

●

아졌고, 대외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이 불가피했
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10월 말 223억 달
러에서 12월 18일에는 39억 달러까지 줄어들
었다. 기준환율은 급등세를 지속하여 10월 말
달러당 965원에서 12월 24일 1,965원까지 상
승했다. 같은 날 IMF의 조기자금지원 결정을
계기로 하락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1,415원으
로 낮아졌으나 전년 말에 비해서는 40.3%나
절하된 수준이었다.
금 융시장 에서는 IM F와의 합의에 따
나라는 총 583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순차

라 금 융긴축 을 강화함으 로써 시장 금리가

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1997년 11월 중순까지

IMF 자금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금융

연 13~14%대에 머물던 회사채 유통수익률

외환시장의 불안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1997

이 12월 하순에는 30% 수준까지 상승했고,

년 12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나라의

12~14%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던 콜금리는

국가신용등급과 국내 주요 은행에 대한 신용

연말에 26%를 기록했으며, 기업어음(CP) 금

등급을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하향조정하면

리는 41%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고금리정책

서,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차환비율이 10월의

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자본유출이 급증하

환율 추이

회사채(3년물) 유통수익률 추이

(원/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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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확보 및 환율 안정을

채권은행들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으나 실물경제의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가까스로 수

과도한 위축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습의 계기를 맞이했다.

12월 들어서는 14개 종합금융회사와 2개 증
권회사 및 신세기투자신탁이 영업정지되었다.
게다가 정부가 연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8%

3.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과

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경제안정화 대책 추진

을 제출토록 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여신을
감축하게 됨으로써 기업자금사정은 더욱 어려

외환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금융시장 불

워졌다. 특히 외화자금 부족에 자기자본비율

안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회복

유지 부담이 겹친 은행들이 수입신용장 개설

하기 위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및 수출환어음 매입을 기피함으로써 원자재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수급차질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신용경색 상

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도 경영

황에 빠지게 되었다.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외환위기는 1997년 12월 및 1998년 1월

획기적 개선, 핵심사업부문 선정, 지배주주 및

정부가 국회로부터 총 270억 달러의 정부지급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고 1월 28일 뉴욕에서

추진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내역

(개)

1997년 말
금융기관수
(A)

구조조정 내역
퇴출1)

합병2)

계(B)

신규설립
(C)

2000년 말 금융기관수
(A-B+C)

은행

333)

5

6

11

-

22

종합금융회사

30

18

3

21

1

10

증권회사

36

6

1

7

14

43

투자신탁회사

31

6

1

7

3

27

보험회사

50

7

6

13

3

40

리스회사

25

1

9

10

4

19

상호신용금고

231

72

25

97

12

146

신용협동조합

1,666

257

101

358

9

1,317

2,102

372

152

524

46

1,624

계

주 : 1) 인가취소, 파산, 해산, 철수, 업종전환된 금융기관 포함
2) 합병으로 소멸된 금융기관 수
3) 16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4개 특수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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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

함으로써, 한국외환은행은 코메르츠방크의 추

기 위해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발

가 출자를 포함한 1조 원의 유상증자 등 경영

행한 채권 2조 원을 인수했다. 12월에는 14개

정상화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됨에 따라, 이들 회사

한편 이러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

에 공여한 콜자금의 동결 등으로 인해 유동성

서 공급된 거액의 유동성이 물가상승압력으

사정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총 11조 3천

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당 부분을 통화안정증

억 원의 특별유동성을 지원했다. 이어 1998년

권 발행을 통해 흡수했다. 그 결과 통화안정증

1월에는 영업정지된 종합금융회사의 예금 대

권 발행잔액은 1997년 11월 말 20조 1천 118

지급 및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출자재원 조성

억 원(본원통화의 90% 수준)에서 2000년 말

을 위해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 6조 5천억

66조 3천 777억 원(본원통화의 2.5배 수준)으

원을 인수했다.

로 크게 늘어났다.

1999년 2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구

해 수출입금융 확대를 위한 재원소요 및 자기

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신용경색 현상이 두드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7천억 원을 출자

러지면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증자자금의 일부(3천

게 되자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총

360억 원)를 한국외환은행 출자금으로 활용

액대출한도를 1997년 12월 및 1998년 3월 각

국공채 인수 요청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외환위기 고비를 넘기고 나서 1998년 5월 20일 정부는 1998년 9월 말까지 부실은행을 과감히 정리하여 우량
은행에 흡수·합병시키는 방식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50조 원은 전액 정부지급보증 채권
을 발행하여 충당키로 결정했다. 이후 시장에서 동 채권을 모두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 일부를 한국은행이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철환 총재는 경제장관회의와 경제대책조
정회의에서 금융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채권이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동 채권을 시장에
서 실세금리로 발행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동 채권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을 조성하고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정부는 한국은행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조조정 채권
과 국채를 실세금리로 발행키로 했으며, 예상대로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공채의 시장 발행이
정착되었으며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 김학렬, 「금리전쟁」, 학민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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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조 원씩 증액한 데 이어, 1998년 9월 2조

라 1 4분기까지 연 20%가 넘던 콜금리는 점차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7조 6천억 원으로 확대

낮아져 연말에는 6%대로, 1999년 4월에는 4%

하는 한편 총액한도대출금리를 연 5.0%에서

대로 낮아졌다.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경기가

3.0%로 인하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자산가격이 단

1998년 5월에는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

기간에 급등하는 등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

지원을 강화하고자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

라 콜금리 목표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는 방향

자비율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중소기업 수출

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했다.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해 외화자금을

한국경제는 1999년 이후 금융 외환시장

지원하는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를 도입했

이 안정을 회복하는 가운데 실물경기가 빠른

다. 8월에는 국내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자

속도로 개선되는 등 활력을 되찾았다. 금융시

재 수입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원자재 수입

장의 경우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가 7~9% 수

금융제도’도 도입했다.

준으로 안정화되고 코스피지수는 1998년 6월

또한 1998년 1월 여신운용의 자율성 제

16일 280에서 2000년 1월 4일 1,059까지 상

고를 위해 금융기관 여신금지부문 및 담보취

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998년 말 1,204원

득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한 데 이어, 5월에는

으로 하락한 후 동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종래 국채 및 정부보증채로 한정되었던 RP매

실물경제 는 19 9 8년 마 이너스 성장

매 대상증권에 통화안정증권을 추가함으로써

(-5.1%)에서 1999년 이후 10% 내외의 높은 성

공개시장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리고

장세를 보였으며, 1997년까지 적자기조였던

컴퓨터 2000년 문제(Y2K)에 대처하고자, 금

경상수지는 1998년부터 안정적인 흑자기조로

융기관이 사전에 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돌아섰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지급

도록 1999년 11월 23일부터 2000년 3월 22일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IMF 차입금은 당

까지 지급준비금 현금보유 인허율을 35%에서

초 계획보다 약 3년 정도 앞당겨 2001년 8월

50%로 인상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발

23일 모두 상환되었다.

생 시 한국은행이 지급자금 부족액을 즉시 대
출해주는 ‘임시특별대출제도’를 1999년 11월 1
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

4. 외환안정성 강화

용했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

활한 회복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1998년 2 4분

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외환보유액 확충이 국

기 이후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음에 따

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국은행

라 실물경제의 지나친 침체를 막기 위해 IMF와

은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협의를 거쳐 꾸준히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따

경주했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은 2001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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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체제도 도입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 기업 간 상거래대금 결제 시 어음사용의 폐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어음대체제도를 도입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00년 5월 구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자
금대출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2월에는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
을 회수하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납품업체의 대출금이 상환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제도’를 도입했다.
어음대체제도는 도입 이후 빠르게 정착됨으로써 약속어음의 일평균 교환규모가 1999년 16조 7천억 원에서 2001년
8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참고 : 김학렬, 「금리전쟁」, 학민사, 2009년

1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2003년 말에는 1천

운용수익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였다.

55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한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

이후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직 간접투자자

등 국제금융기구의 융자제도가 역내 위기 해

금 유입 지속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이 크게 호

소에 부적합했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전된 데다, 한국은행이 종전 국내 금융기관에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예탁했던 외화자금을 2002년 말까지 대부분

된 IMF의 스탠드바이협약(SBA)은 재원 자체

회수하고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가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 융자재원 배분액이
각국의 쿼터에 연동되어 있어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했다. 아울러 융자
에 수반되는 신용공여조건도 역내 현실에 맞
지 않아서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SEAN+3
참가국들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위기대
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의 자체적인 긴
급유동성 지원체계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마침내 2000년 5월

제34차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총재회의 청와대 오찬 모습(1999. 5)
(출처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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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
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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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를 발표하고 이에 기초하여 역내 금

외환전산망 가동식
(1999. 4)

융지원체제의 구축을 추진했다.
CMI의 핵심 의제는 외환위기 시 약정금
액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
국 중앙은행 간에 양자 간 통화스왑협정을 체
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은
행은 2001 2003년 일본은행을 시작으로 역
내 6개국 중앙은행과 총 80억 달러 규모의 통
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환거래 정보의
축적을 통한 외환안정성 강화의 중요성이 부
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
법」에 의거하여 외환정보의 집중 관리 및 이용

계 외환전산망을 가동했다. 이후 외환전산망

체계 효율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사

을 통해 외환정보의 집중, 외화자금 유출입동

후관리를 위해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여 1999

향 모니터링, 외환통계의 작성 및 외환통계 이

년 4월 1일 가동했다. 이어서 2000년 9월에는

용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

외환수급, 외채 등 주요 외환통계 및 금융기관

고 있다.

건전성 감독 관련 보고서 등이 추가된 제2단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
이후 최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면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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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X

IMF의 외환위기 처방에 대한 자평
IMF는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의 외환위기 시 IMF의 역할에 관한 자체 평가보고서(IMF and Recent Capital
Account Crises: Indonesia, Korea, Brazil, 2003년 7월)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정책처방이 다음과 같이 적절
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첫째,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IMF는 정례협의 등 일상적
인 감시활동(surveillance)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기징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특히 1990년대 자본자유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외환위기 발생 직전에 파악된 한국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둘째, IMF는 원화환율의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고금리정책을 채택했으나 이에 지나
치게 의존했다. 당시 선결과제는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이었으나 해외 자금조달경로가 거의 차단된 상황에
서 고금리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사후적으로 볼 때 고금리정책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다만
고금리정책이 그 후의 급격한 경기하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셋째, 한국정부의 부채규모가 작았으므로 IMF는 한국정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금융부문 구조조
정에 따른 긴축효과를 상쇄하도록 위기발생 초기부터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정부가 기존의 보수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이러한 요구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정부지출을 감축했다. 그 후 한국정부는 뒤늦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경기 진폭을 줄이는 방향(countercyclical)으로 작용했다.
넷째, IMF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금융부문은 물론 비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한국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당시 IMF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집착했다. IMF는 정책
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특정부문에 대한 단기적 처방이 아닌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프로그램에 역점
을 두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IMF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반발 때문에 금
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일부 지연되고 비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거의 실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IMF의 정책
권고 및 자금지원 조건은 그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은 한국의 정책당국이 자체적인 정책프로그램
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참고 : IMF, 「The IMF and Recent Capital Account Crises : Indonesia, Korea, Brazil」,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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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과
중앙은행제도 개편

1.

2.

3.

중립성 강화

시장친화적 통화신용정책 체계
확립

은행감독기능 분리와
조직개편

「한국은행법」은 정부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62년 대폭 개정된 후
20여년간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어 왔다. 이후 정치 사회의 민주화 진전을 배경으로 1987 1989년
과 1994 1995년 중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
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이견 등으로 법 개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1997년에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은행감독기능 분리, 통합금융감독기구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관련 입법작업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반대여론이
높아 국회 처리가 보류되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과정
에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등 금융 관련 13개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내
용이 양해각서에 포함됨으로써 이들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안을 포함하여 모두 13개의 제 개정 법안들이 같은 해 12
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1998년 4월 1일 시행된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 한국은행의 조직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에 견
줄 만한 폭넓은 조정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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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총재의
「한국은행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자회견
(1988.11)

●

경제학자 1천인의
「한국은행법」 개정
성명 발표
(1995. 2)

●

●
좌.
전직 총재들의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성명서 발표
(1997.11)
●
우.
「한국은행법」
국회통과 보도기사
(1997.12.3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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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립성 강화

에서 7인으로 줄어들고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종전 5인에서 2인으로 축소됨으로써 통화신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에서는 한국은

용정책 결정기구로서의 독립성이 커졌다.

행의 중립성 조항을 신설했다. 제3조에 “한국
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

2. 시장친화적 통화신용정책 체계 확립

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함
으로써 중앙은행의 정책 중립성이 크게 강화
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금융통화

통화지표의 설명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

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의 근무형태가 상

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긴요하다

근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통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은행은 1990년대

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임이 명

중반부터 통화량목표제의 대안으로 ‘물가안정

시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

목표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그러다

었다.

가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으로 그 목적조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도 개편되어 재

항이 종전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 신용제도

정경제원 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여가 배

의 건전화’에서 ‘물가안정’으로 변경되고 한국

제되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은행이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금융통화위원

정하게 됨으로써 물가안정목표제가 공식적으

회 의결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재의요구

로 도입되었다.

권은 그대로 두되 재의요구 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도록 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는 종전 9인

한국은행은 1998년에 적용할 물가목표
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9.0±1%로 설정
발표했다. 당시 물가목표를 이처럼 높게 설정
한 것은 외환위기 발발로 인한 환율 급등으
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달
성가능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후 물가상
승률이 떨어지면서 목표수준을 낮춰 연평균
기준으로 1999년 3.0±1%, 2000년 2.5±1%,
2001 2003년 중 매년 3.0±1%로 설정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목표대상지표를 소비
자물가지수에서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최초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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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와 물가상승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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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98년에는 IMF 자금도입에 따른

금리중시 통화신용정책 운영

조건의 일환으로 당시 통화통계 편제상 가장

1997년 12월 초 IMF의 구제금융 수혜

광의의 지표인 M3의 적정증가율에 상응하는

이후 한국은행은 불안한 외환시장을 안정시

본원통화 공급한도를 예시한도로 설정하여

키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의 역할에 주목했다.

관리했다. 1999년부터는 IMF와의 M3 적정수

IMF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시장운영 적용금리

준에 관한 협의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당해연도

인상을 통해 콜금리를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물가목표와 함께 M3의 평잔기준 증가율 목표

상한인 25%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이자 상한

를 13~14%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이 40%로 상향조정되자 콜금리는 곧 30%를

실시해 온 통화량목표제를 일시에 폐지할 경

넘어섰고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 은행의 예대

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일

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초고금리 시

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통화지표에 영향

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금리

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 통화증가

에 집중되었다.

율을 제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

이후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3

감에 따라 긴축기조를 조금씩 완화했고 그 결

증가율은 2001년부터 중간목표가 아닌 감시

과 콜금리와 다른 금리들도 일제히 하향세에

지표로 전환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정보변수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명시적인 운

의 하나가 되었다.

용목표로 활용한 첫 사례는 1998년 9월 30일
의 금리인하 조치이다. 당시 위축된 실물경기
를 되살리고 극심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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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로 언급되면서 콜금리는 운용목표로서의 위

를 계기로 공개시장운영금리(RP매매와 통화

치를 확고히 했다. 특히 1999년 5월부터 통화

안정증권 발행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종전의

신용정책 방향에서 콜금리 목표를 구체적인

8.1%에서 7%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는 목표

수치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주

금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로 “콜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한다.”는 표현

이전과는 차별화된 조치였으며, 콜금리가 공

을 사용했으나 5월 회의에서는 “콜금리는 현

개시장운영금리를 거의 따라간다는 점에 비

수준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 표

추어 볼 때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정책

현했다. 당시 콜금리가 4.75% 내외에서 움직

운용 방식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

이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4.75%를 목표로

할 수 있다.

한 것이었다. 이후 콜금리 목표를 조정할 때는

1999년 들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
되는 통화신용정책 방향이 콜금리를 중심으

그 폭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금리 중심의 통
화신용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의 기타 내용

FACTBOX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강화, 통화신용정책 운용방식의 조정, 은행감독기능 분
리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둘째,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총재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했다.
셋째, 한국은행의 내부경영 방식을 개편했다.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종전의 이사직은 폐지하고 총재 및 부
총재 각 1인과 부총재보 5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 임명절차는 총재의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던 것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부총재와 부총재보는 종전 총재의 추천으로 금
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명하던 것을 총재가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재정경
제원 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재정경제원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변경했다.
이 밖에 종전에는 한국은행이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검사 및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를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 장관에 부여되어 있던 정관변경 승인권은 폐지했다. 또한 예산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앞서 경비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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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 분리
관련 시문
‘떠나며 남으며’
(1998, 조병화
시인)

●

3. 은행감독기능 분리와 조직개편

한국은행은 1998년 4월 은행감독원 분
리와 통화신용정책 중립성 강화 등 관련법 제

1950년 5월 「한국은행법」 제정 이후 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

부는 은행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을 정부에 귀

했다. 우선 은행감독원 관련 부서 9개국과 10

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개 지점의 은행감독실을 폐지했다. 또한 통화

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의 분리를 기회 있을

신용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수립 집행을 위해

때마다 시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관치

종전의 자금부를 통화신용정책의 입안을 담

금융의 통로를 차단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효

당하는 ‘정책기획부’와 집행을 담당하는 ‘금융

과적인 수행을 위해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

시장부’로 분리했다. 은행감독원 분리에 따른

의 내부기구로 존속해야 한다.”며 일관되게 반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대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의 발생으

파악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업무 수행

로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과정에

등을 담당할 ‘은행부’를 신설했다. 한편 외환위

서 IMF가 통합감독기구의 설치를 권고함에

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

따라, 같은 해 12월 29일 「한국은행법」의 개

조정이 진행되었듯이 1998년 4월 재직 직원의

정과 함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

20%가 넘는 647명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은행감독기능이 한

1999년 3월에는 부서명칭을 ‘부(部)’에서

국은행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한국은행은 금

‘국(局)’으로 변경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또는 공동검

위해 본점부서의 단위조직을 기존의 ‘과’에서

사 요구권을 갖게 되었다.

‘팀’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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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태 발생과
금융시장 안정 도모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된 소

체율(1개월 이상)이 2003년 말에는 14.1%까

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월

지 상승했다. 신용카드사의 총자산순이익률

이용한도(70만 원) 폐지(1999년), 신용카드 소

은 2001년 4.6%에서 2003년 –20.3%로 급락

득공제제도 도입(1999년) 등 각종 신용카드

하고, 2003년 적자는 2002년 말 자본금(6조

거래 활성화정책을 시행했다.

원)의 1.7배에 달했다. 또한 다수의 신용카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신용카

이용자들이 돌려막기 등을 통해 현금대출을

드사들은 무분별한 길거리 모집 등 경쟁적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개인 신용불량자 수도

로 가맹점과 회원 수 확대를 도모했다. 그 결

2001년 245만 명에서 2003년 372만 명으로

과 1999~2002년 신용카드 장수가 3천 900

증가했다.

만 장에서 1억 500만 장으로 급증하고 신용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3월 11일 ‘SK

카드사의 자산규모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현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카드채 부실

금대출도 크게 늘어나 2002년에는 가계의 처

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대되면서 투신사 및 은

분가능소득 대비 현금대출 비율이 103.4%를

행신탁에서 환매 요구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기록했다.

투신사들이 MMF 시장에서 만기 도래한 카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 고위험 현금대

드채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연쇄적으로 신용

출 위주의 영업 등으로 인해 2002년부터 신

카드사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했다. 3월

용카드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11~31일 투신사로부터 27조 2천억 원의 자금

2001년 말 2.6%에 불과하던 신용카드자산 연

이 인출되었으며 카드채(AA-, 3년물)와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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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에는 신용카드
사 및 투신사 유동성문제 해
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이 보유한 카드채
전액(44조 5천억 원)과 투신
사 보유 카드채의 50%를 만
기연장한다. 둘째, 은행, 보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2003. 3)

험사, 증권사 공동으로 5조
6천억 원의 카드채 투자전
용펀드를 조성하여 2003년

채(3년물) 간 금리스프레드는 3월 11일 95bp

2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투신사 보유 카드

에서 3월 31일 239bp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채(10조 4천억 원)의 50%를 매입한다. 셋째,

또한 카드채의 신규발행과 기존 발행채권의

신용카드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로 하

유통이 중단되는 등 카드채 시장은 큰 혼란에

여금 추가로 4조 6천억 원을 출자하도록 권고

빠졌다.

한다. 넷째,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 과도한 할

한국은행은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인서비스, 연회비 면제 등 신규회원 확보경쟁
을 시정하도록 한다.

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2003년

이와 같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적 노

3월 13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RP

력에 힘입어, 2004년 말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매매를 통해 2조 원의 단기 유동성을 긴급 지

전년의 14.1%에서 9.0%로 낮아지고 총자산순

원한 데 이어, 3월 17일에도 국고채 매입과 통

이익률도 전년의 -20.3%에서 -3.9%로 개선되

화안정증권 조기상환을 통해 추가로 2조 원을

는 등 신용카드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아

공급했다.

지기 시작했다.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정부도 3월 17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되찾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비율 제한(50%) 준수 시한을 2004
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신용카드사들로 하
여금 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과 과도한 영업행위 시정 등 강도 높은 수지개
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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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물가·금융 안정기반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04–2011

제1절 부동산 및 외환시장 안정화
제2절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기반 강화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제4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 강화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및 신용카드사태 이후 안정을 되찾아가다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새로운 암
초를 만났다.

신용카드사태 수습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기도 2005년 초반에 저점을 찍은 후 회복되
고 있었다. 다만 주춤하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이
에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시행했고, 주택가격은 2007년 들어서야 오름세가 둔화
되었다.
자본·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외국인·외은지점이 채권매수를 크게 확
대하고, 수출기업들이 원화절상 기대 등으로 대규모로 선물환매도에 나섰다. 그 결과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
여 원/달러 환율이 2007년 10월 말 900.7원까지 하락하고, 단기 외채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들어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신청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그 여
파로 한국도 주가와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
인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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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외환위기와 신용카드사태 이후 물가 및 금융안정 기반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
면해서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2005년 이후 실물경기 개선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에 유의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급등, 단기외채 증가 및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등의 불안요인에도 적극 대응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지
급준비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했다. 한편 2004년 제7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을 계기로 물가·금융
안정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통화신용정책 체계와 금융부문의 검사·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
템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해서는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큰 폭 인하함과 동시에 신용경색 완화
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위기수습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더해 미국·중국·일본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외환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해 전례없는 대응조치를 강구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에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통화신
용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금융·외환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금리1) (국고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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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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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한국경제는 2003년 신용카드사태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2005년부터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잠재적 불안요인도 함께 커지고 있었
다. 대표적 불안요인은 부동산시장에서의 주택가격 급등과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
및 단기외채 급증이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경기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부동산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감축,
외화대출 용도제한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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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부동산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

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금융기관의 주
택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수급불균형 등으로
2000년대 초 이래 계속해서 불안했다. 그러다
가 2003년 10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다주
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로 대체로 안정세
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다시 불안해졌다. 주
택담보대출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대출

한은 지급준비율 인상 보도기사(2006.11.24, 동아일보)

비용 및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외형확대 경
쟁에 나서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콜금리 목표를

2005년 8월과 2006년 3월 종합부동산세와

총 5회에 걸쳐 3.25%에서 4.50%로 상향조정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고, 총부채상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환비율(DTI) 등을 통해 대출요건을 엄격히 하

취급실태를 점검하는 등 주택시장에 대한 모

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 등을 추진했다.

니터링을 강화했다.

한국은행은 경제가 5% 넘게 성장하는 상

이와 같은 조치 등으로 부동산시장은 잠

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물가상승압력에 선제

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6년 9월 이

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시중유동성 증가에 따

후 일부지역 아파트의 고가분양 논란, 수급불

른 자산가격 상승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2005

균형 심화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 등으로 주
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2006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보도기사
(2003.10.29,
조선일보)

년 말을 전후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대출규

●

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
대,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잇따라 발표
했다. 한국은행도 이에 호응하여 2006년 12
월 단기 원화예금의 지급준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총액대출한도를 2007년 중
3조 1천억 원 감축하여 6조 5천억 원으로 운
용했다. 주택가격은 2007년 중 오름세가 둔화
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을
계기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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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외은지점

2.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의 해외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본점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등으로 외국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했다.

인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가운

한국은행은 2006년부터 외국환은행의

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2000년대 중

외환부문 건전성검사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

반부터는 원화절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한 특별검사에 참여했으며, 2007년 11월에는

졌다. 이에 조선, 중공업 등 수출기업이 환위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선물환시장 불균형에

험 헤지를 위해 대규모로 선물환을 매도하고,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단기외채 증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들은 포지션 조정을 위

가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8월 실수요 위주

해 해외차입을 통해 현물환을 매도하는 과정

로 외화대출을 운용하도록 외국환은행을 지

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달러화의 초과공급으

도하고, 12월에 거주자가 개설한 요구불 성격

로 원/달러 환율이 2005년 1,020원대에서

의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5.0%에서

2007년 10월 31일 900.7원까지 하락하고, 은

7.0%로 인상했다. 2007년 8월에는 거주자에

행의 외화차입이 증가했다.

대한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

특히 단기외채가 2005년 말 651억 달러에

과 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으로 제한했다. 그

서 2008년 9월 말 1천 878억 달러로 대폭 확

리고 2007년 9월부터 스왑시장 불균형 완화

대되었다. 이는 포지션 조정을 위한 외화차입

를 위해 스왑시장에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외

이외에도 외은지점이 국내 채권투자 확대를 위

국환은행과의 외화대출연계통화스왑 및 국민

해 해외차입을 늘린 데다, 국내기업들의 외화

연금관리공단과의 통화스왑을 각각 2007년

대출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9월 및 12월에 중단했다.

외환 초과공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자
단기 대외채무 규모와 비중1) 추이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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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기반 강화

1.

2.

3.

4.

물가안정 기능 강화

금융안정 기능 강화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강화

오만 원권 발행

1998년 4월 시행된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공동검사 요구권을 인정했으나, 실제 운용결과 미흡한 점들이 나타났다. 특히 2002
년에 정부 추천 금융통화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고, 하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를
금융감독원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은행의 중립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제7차 개정 「한국은행법」이 2003년 8월 12
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제7차 개정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겸하도록 하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권한을 보
제7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으로
새출발을 다짐한
한국은행
(2004. 1)

다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한국은행의 검
●

사 및 공동검사 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였
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 금
융안정 및 지급결제 분야의 정책체계를 개
편하여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한편 2009년 6월에는 경제활
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 고액권인 오
만 원권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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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안정 기능 강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통화신용정책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
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
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했다. 일
찍이 2000년부터 연간 물가목표와 함께 중
기 물가목표를 제시했으나 이러한 중기 물가

정책금리 RP금리로 변경 보도기사(2007.12. 4, 한국경제)

목표는 선언적인 것으로서 연간 물가목표제
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책금리의 변경과 함께 통화신용정책 수

이에 「한국은행법」 제7차 개정 시 법적 근거

단도 정비했다. 공개시장운영 방법을 매주 목요

를 마련하고, 2004년부터 연간 물가목표 대신

일 7일물 RP매매로 정례화하고, 필요지급준

‘2004~2006년 중 2.5~3.5%(근원인플레이션

비금 적립규모가 적립기간 개시 이전에 확정되

율 기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했다. 이

도록 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재량적으로 이

후 2007~2009년 물가목표 설정 시 목표대상

용할 수 있는 대기성여수신(자금조정 대출 및

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대다수 국가가 사

예금)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0년 10월에는

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원하고, 2010

유동성조절 수단 다양화를 위해 통화안정계

2012년 물가목표 설정 시에는 연단위로 물가

정을 도입했다. 동 계정은 1967년 3월 도입되

안정목표제의 운영상황을 점검 설명하는 방식

어 강제예치 방식으로 운용되다가 1989년 5월

을 도입했다.

이후 사용이 중단되었으나, 2010년에 시장친

2008년 3월에는 물가목표 달성의 수단

화적 방식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 되는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

아울러 정책 시그널링 기능을 강화했다.

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

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로 변경했다. 이는

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제주체

단기자금거래의 콜시장 집중으로 여타 단기금

들과의 소통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융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위해 통화정책방향을 전달하는 의결문에 경기

그 결과 콜금리 목표 조정을 통해 콜금리로부

상황 평가와 국내경제 관련 리스크 요인(2007

터 장기금리 및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통화신

년), 물가전망과 향후 통화정책 기조(2008년),

용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이 제약될 소

국내경제 전망과 세계경제 상황 평가(2010년)

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2010년 10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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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부된 사건을 계기로는 금융기관 공동검
중기물가목표와 물가상승률 추이

총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 %)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

물가목표 범위

6
2010~2012년
(3.0±1%)

5
2004～2006년
(2.5～3.5%)

4

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은행법」 제7
차 개정 시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에 금융
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3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2

이후 2009년 9월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2007～2009년
(3.0±0.5%)

1
0

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02년 10월에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하여 한국은행이 공동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검사 또는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이 1개월 이내에 응하도록 했다.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했다. 2002

터는 의결문 발표에 뒤이어 금리결정의 만장일

년 10월 금융감독원과 정보를 상호공유하기

치 여부도 함께 밝히기 시작했다.

2. 금융안정 기능 강화
은행감독원이 분리된 상황에서 중앙은행
이 고유기능인 통화신용정책과 최종대부자 기
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
융안정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상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국
은행은 영란은행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다년

금융안정보고서 창간호(2003. 4)

간의 준비와 연구를 거쳐 2003년 4월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금융안정보
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2007~2008년에
금융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의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가
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등급DB를 구축하는 등
분석시스템을 강화했다.
2002년 6월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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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후, 2004년 1월 예금보험공사를 정보공

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도

유대상에 포함했으며, 2009년 9월에는 한국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자금이체업무를

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액결제대행제도’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새로운 정보공유

를 도입했다. 2009년 4월에는 한은금융망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유동성절약형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기

이 제정되면서 한국은행은 전자지급거래와 관

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

련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자료제

을 높였다.

출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이들 기관에 대
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4. 오만 원권 발행
3.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강화

만 원권이 최초로 발행되었던 1973년 6
월 이후 우리경제 규모는 크게 확대된 데 반해

「한국은행법」 제7차 개정에서 지급결제

은행권 최고액면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제도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명

결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화폐

시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

사용에도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

한 개선권고 등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

회가 2006년 12월 22일 ‘한국은행의 고액권

었다. 이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감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통

시를 위해 감시대상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보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지

쳐 2009년 6월 23일 만 원권이 최초 발행된 지

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통계의 작성

36년 만에 새 고액권인 오만 원권을 발행했다.

분석, 평가 등을 통해 감시업무를 수행했으
며,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스템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 등
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산장애 및 재해 등 긴
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
에 2004년 12월 국내외 금융기관 간의 외환거
래 시 국가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결제리
스크를 제거하고자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과 연계하여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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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1.

2.

3.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신용공급 여력 확충

미·중·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외화유동성 공급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미국
에서는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과 이에
기반한 파생금융상품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자 2006
년 이후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되었다. 동 부실은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빠르게 여타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손실, 프랑스 비엔피파리
바은행의 자사펀드 환매 중단, 영국 노던록은행의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
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불안은 2008년 들어서도 지속되다가 동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
청이 결정적 기폭제로 작용하여 ‘글로벌 금융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2008. 9)

위기’로 확산되었다.

●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선진국에서는 국
채대비 회사채금리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주가
가 급락했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선진국 금융
기관들의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주가와 통화가
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금융위기가 실
물경제로 빠르게 파급되어 선진국과 신흥시장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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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모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신
용경색이 발생하는 등 불안심리가 크게 확산되었다. 3년물
회사채(AA- 기준)금리의 국고채금리대비 스프레드가 외
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65bp(12월 10일)까지 확대되
고, 코스피지수는 1,400대 중반에서 939(10월 24일)까지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여 1,513원(11월 24
일)을 기록했다. 실물경기는 크게 위축되어 실질GDP 성장
률(전기대비)이 2008년 4 4분기에 –3.3%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금융시
장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대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 그리고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외화유동성을 공급하여 외환시장에서의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

1.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 및

중 총 18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공급했다. 또한 유동성 공급경로 및 공급수단
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을 2008년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은행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경색과 경기위축에 대응

채와 일부 특수채 및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하여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9일 0.25%포인

부증권(MBS)으로 확대하고, 12월부터는 RP

트, 10월 27일 0.75%포인트, 11월 7일 0.25%
포인트, 12월 11일 1.0%포인트, 2009년 1월
9일과 2월 12일 각각 0.5%포인트 등 총 6회
에 걸쳐 3.25%포인트를 과감하게 인하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를 공
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래 최저 수준인
2.0%로 낮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안정증권 중
도환매, 국고채 단순매입 및 RP매매 등 공개
시장운영을 통해 2008년 9월~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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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시세
(2008.11)

매매 대상기관도 12개 증권사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
라 한국산업은행 및 채권투자기관을 중심으
로 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5조 원
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12월 채권
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2조 1천억 원
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한편 정부도 경기위축
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적
극 추진했다.

2. 금융기관 신용공급 여력 확충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
해 2008년 11월부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기
존 6조 5천억 원에서 9조 원으로 증액하고, 금
융경제상황에 맞추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금융기관 예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보도기사
(2008.12. 4, 서울경제)

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009년 3월에는 동 대출의 한도를
9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다시 1조 원을 증액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기준금리 추이

했다. 이와 함께 2008년 12월 한국은행에 예

(단위 : %)

5.5

치된 지급준비금에 대해 5천 2억 원의 이자를

5.0 08.10월 (5.00%)

지급하여 은행들의 대출여력을 확대했다. 아

4.5

울러 정부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에

4.0

08.10월 (4.25%)

최대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9년 3월

08.11월 (4.00%)

한국산업은행에 대출형식으로 3조 3천억 원

3.5

을 지원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08.12월 (3.00%)

3.0
2.5

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증액

09.1월 (2.50%)

2.0

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

09.2월 (2.00%)

1.5
2008.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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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9.1

2

3

은행에 대한 신규출자 등을 통해 금융기관 신
용공급 여력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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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주요정책
■ 기준금리 인하(5.25%

2.00%)

■ 원화유동성 공급 : 20.6조 원

• RP매매
• 통안증권중도환매
• 국고채 단순매입
• 채권시장안정펀드

16.8조 원
0.7조 원
1.0조 원
2.1조 원

■ 외화유동성 공급 : 267.7억 달러

■ 통화스왑계약 체결

• 경쟁입찰 스왑거래 102.7억 달러
• 미연준 통화스왑자금 163.5억 달러
• 수출환어음담보대출
1.5억 달러

• 미연준
• 중국인민은행
• 일본은행

한국경제

300억 달러
1,800억 위안
200억 달러

■ 신용공급여력 확충 : 7.3조 원

• 총액한도대출
• 지준예치금 이자
• 은행자본확충펀드

3. 미·중·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외화유동성 공급

3.5조 원
0.5조 원
3.3조 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8년 12월 12일
중국인민은행과 1천 800억 위안(38조 원) 규
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일본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불

은행과는 2005년 5월 체결했던 30억 달러 상

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08년 10월

당액의 원/엔 통화스왑계약 규모를 200억 달

30일 미연준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러 상당액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글로벌 신
용경색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
이 어려워지자 외화유동성을 적극 공급했다.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경
쟁입찰방식 스왑거래를 통해 102억 7천만 달
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하고, 2008년 12월부
터 2009년 1월까지 미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
163억 5천만 달러를 총 5회에 걸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은행에 대출했다.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을 통해서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
월까지 1억 5천만 달러를 공급했다.

한 미 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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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 강화

제
4
절

1.

2.

통화신용정책 정상화

금융·외환부문 안정 강화

(원/달러)

환율 추이

융위기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시장에서

1,600
1,500

는 9%에 육박하던 회사채 수익률이 2009년 2 4분기 이후

1,400
1,300

5%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코스피지수는 동년 5월에 1,400대

1,200

를 회복했다. 외환시장에서도 2009년 3월 이후 원/달러 환

1,100
1,000

율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9월 이후에는 1,200원을 하회했

900
800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 등으로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

2007.1

2008.1

다. 한편 외환보유액은 2008년 3월 말 2천 642억 달러에서

2009.1

같은 해 11월 말 2천 5억 달러로 큰 폭 축소되었으나 이후 다
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9년 말에는 2천 700억 달러를 기
회사채(3년물) 유통수익률 추이
10

(%)

록했다. 국내총생산은 2009년 들어 플러스 성장(전기대비)

9

으로 돌아서 2 4분기 1.3%, 3 4분기 3.0%로 성장세가 확대되

8

었다. 이 같은 추세는 2010년 들어서도 이어져 연간 성장률

7

이 7%에 근접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6
5

하여 취했던 조치를 환원했다. 그리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

4

러난 취약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

3

2007.1

한국은행 70년사

2008.1

2009.1

진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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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축하여 7조 5천억 원으로 축소했다. 은행자

통화신용정책 정상화

본확충펀드 지원액 3조 3천억 원 중 2조 8천
2010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가 신흥시

억 원을 2010 2011년에 회수했고 나머지 5천

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억 원을 2014년에 회수했다. 채권시장안정펀

증가하고 민간소비도 함께 늘어나 성장률이

드 지원액도 2011년까지 모두 회수했다. RP매

6.8%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실물경제 호

매를 통해 지원했던 16조 8천억 원과 외화유

전으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

동성 267억 7천만 달러는 2009년에 전액 회

된 데다 농축수산물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수했다.

등 비용요인이 가세하면서 9월부터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치인 3.0%를 상회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외환안정성 보강을 위해 급히 체결했던 주요

소비자물가는 2011년 들어서도 높은 오

국과의 통화스왑계약도 종료시켰다. 미연준과

름세를 지속하여 8월에는 4.7%에 달하기도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을 2010년 2월 1일에 종

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완화의 정도를 점

료했는데, 동 계약은 당초 2009년 4월 30일이

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2010년 7월 2011년

만기였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완전

6월 중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까

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두 차례

지 총 1.25%포인트 인상했다.

만기가 연장되었다. 이후 한국경제가 회복세

금리를 정상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글

를 보이고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

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공급했던 유동성도 환

운데, 미연준이 2009년 12월에 14개국 중앙

수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2010년 1조 5

은행들과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을 2010년 2월

천억 원 감축한 데 이어 2011년 1조 원 추가로

1일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추가 연장

2010~2011년 기준금리 추이
(%)

3.5

11.6월 (3.25%)
11.3월 (3.00%)

3.0

11.1월 (2.75%)
2.5

10.11월 (2.50%)
10.7월 (2.25%)

2.0

1.5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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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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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외환부문 안정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였으나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여건에 비하
여 그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한국은
행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안
정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
법」 개정 논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
한·미 통화스왑 종료 예정 보도기사(2009.12.18, 한국일보)

시작되었다. 동 논의는 2011년까지 이어졌으
며, 그 결과 제8차 개정 「한국은행법」이 마련
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없이 종료했다. 일본은행과 200억 달러 상당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액으로 확대했던 통화스왑계약도 국내외 금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강화 노력도 병

융시장이 안정을 보임에 따라 2010년 4월에

행했다. 2010년 6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당초 규모인 30억 달러로 환원했다.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동 방안에 따라 은

FACTBOX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
적인 거시건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2010년 6월 자본유출입 관리 강화와 자본유출입 대응능력 확충을 골
자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자본유출입 관리 강화 방안은 외화대출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이외에 선물환포지션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선물환포지션한도 신설은 과거 기업과 은행 간
의 선물환거래가 외화차입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자본유출입 대응능력 확충 방안
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추진, 아시아지역 내의 금융안전망 확충, 그리고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하여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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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CMI 통화스왑계약 서명식(2005. 5)

CMI 다자화 계약서 서명식(2008. 12)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2010. 4)

행들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정해지고 외화대

세율을 도입했다.

출의 용도가 해외사용 목적으로 제한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 선진국과 함께 최

또한 2011년 8월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근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

를 도입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1월 1일 외

색하고자 금융안정 관련 국제금융기구 가입

국인의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및 양

을 적극 추진했다. 먼저 2009년 3월 금융안정

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탄력

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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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다. FSF는 한 달 뒤인 4월 금융안정위원

하여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2009년 5월에는

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ASEAN+3 국가들과 CMI 통화스왑계약을

개편되었다.

다자화한 협정(CMI Multilateralization)에

그리고 BIS의 3대 상설위원회인 바젤은

합의했다. 동 다자화 협정은 2010년 3월 1천

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200억 달러 규모로 발효되었다. 이외에 G20

Banking Supervision), 지급 및 시장인프라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FSB 총회 및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BCBS 회의 등을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and Market Infrastructures), 글로벌금융

사전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0년 11월 서울

시스템위원회(CGFS: Committee on the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했다.

Global Financial Systems)에 2009년 3월
과 7월, 그리고 11월에 각각 가입했다.
국제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 2008년
12월에 1996년부터 비공식적으로 개최하
던 한 중 일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공식화

한국은행의 국제기구 가입시기
국제기구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
금융협력
기구

지역
금융협력
기구

한국은행 70년사

가입시기
1997년 1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09년 3월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2009년 7월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2009년 11월

시장위원회(MC)

2009년 11월

금융안정포럼(FSF) → 금융안정위원회(FSB)

2009년 3월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

1990년 1월

동아시아 · 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1991년 2월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준회원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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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속성장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
제2절 통화신용정책의 책임 강화
제3절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안정 책임 강화
제4절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체제 구축
제5절 코로나19 사태 대응
제6절 선진 중앙은행으로의 발전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됨에 따라 새로운 해법을 찾아나가야 했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채무위기,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및 정책금리 인상, 영국
의 EU탈퇴(브렉시트, Brexit) 결정 등 대외 불안요인이 이어지는 데다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등 구
조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연 3% 내외로 둔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외환부문 건전성 강화, 저축은행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
하고, 규제완화 등 다양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2013년에 IMF 연례협의에서 안
전투자처(safe haven)로 평가되고, 2015년에 국가신용등급(Moody’s 기준)이 상향조정(Aa3 → Aa2)되면서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었다. 이후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데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경
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2020년 들어서는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 전 세
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례없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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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법적으로 새롭게 부여된 금
융안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신용정책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리
스크가 커짐에 따라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조화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먼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
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이
와 함께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정책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책임을 다하고자 물가안정목표제 선진화, 정책커
뮤니케이션 강화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축소 등 통화신용정책 체계를 개선했다.
2011년 「한국은행법」 제8차 개정으로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법적 책무가 된 이후에는 거시건전성 제
고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대폭 보강하고 금융안정회의를 신설했으며, 정부와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대외 불확실성
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시장불안요인이 감지될 경우 이를 조기 점검하여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
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외환부문의 건전성 제고 노력에 더해 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왑 체결을 아시아 주변
국에서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으로 확장하여 안정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에서는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원화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
지로 한·미 통화스왑계약을 빠르게 체결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한편 차세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외화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선진 중앙은행으로의 발
전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했다. 2014년에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2018년에 한
국은행 총재가 BIS 이사로 최초 선임되는 등 한국은행의 대내외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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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

1.

2.

3.

성장세 둔화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정책금융의 기능 재정립 및
규모 확대

기업구조조정 지원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2011년 3.7%에서 2012년 2.4%로 크게 낮아졌다가 그 이후로는 3% 내
외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더구나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
소까지 예상되면서 향후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연구결과로도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전반 5% 초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0년대 후반엔 4.1~4.2%,
2010년대 후반에는 2.7~2.8%로 계
속 낮아졌으며, 특히 2019~2020년은
2.5~2.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도모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체질개선
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
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마련
하여 추진했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2016. 6)

170

제9장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의 조화(2012년~ )

1.

성장세 둔화에 대응한

메르스 사태가 경제주체의 심리 및 실물경제

기준금리 인하

활동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2012년 들어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회

기준금리를 2014년 8월과 10월, 그리고 2015

복세가 더딘 데다 엔화 약세 및 북한 관련 지정

년 3월과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총 1.0%포인

학적 위험 등이 가세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

트 인하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성장세 회복

고, 물가도 농축수산물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

지연과 조선업 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

금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이에 한

조조정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6월에 기준금리

국은행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고자 기

를 1.25%로 내렸다.

준금리를 2012년 7월과 10월, 그리고 2013년

그 후 2017년 성장률이 다시 3%를 넘어

5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하여 3.25%에

서고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처할 필요성이 커

서 2.50%로 하향조정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

짐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기준금리를 두

력 등으로 2013~2014년 경제성장률은 3%를

차례 인상했다. 그러나 2019년에 미 중 무역분

소폭 상회했다.

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된 데다, 주력

2014년 하반기 들어서는 세계경제의 성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업황부진 등으로 인해

장률 하락 등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성장

성장률이 2%에 그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세가 다시 둔화되고,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소

당분간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

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

다. 이에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15년 2.5 3.5%)의 하한을 큰 폭으로 밑

1.75%에서 1.25%로 총 0.5%포인트 인하했다.

돌았다. 더욱이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2. 정책금융의 기능 재정립 및

2012년 이후 기준금리 추이
3.5

규모 확대

(%)

총액한도대출 등과 같은 중앙은행의 신

12.7월 (3.00%)

용공급 수단은 과거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략

2.5

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주

14.8월 (2.25%)

로 이용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1.5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보완

16.6월 (1.25%)

19.7월 (1.50%)
19.10월 (1.25%)

0.5

2012.1

2014.1

한국은행 70년사

2016.1

2018.1

하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활용되었다. 이를 반
영하여 한국은행은 2013년 12월 중앙은행의
신용공급 기능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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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했다. 첫째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정책금

이다. 먼저 그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

융 성격보다 시장실패 등에 기인한 신용경색

경했다. 이는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금융의 경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순응성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둘째는 거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통화정책을 보

것이었다. 다음으로 구성체계를 금융기관별지

완하여 미시적인 신용공급 원활화를 도모하

역본부별 한도에서 기술형 창업지원, 무역금

며, 끝으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자금공급은

융지원 등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경했다.

민간의 자원배분 왜곡, 국제규범 저촉 등의 문

그리고 과거 유동성조절 목적에 따라 신

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

축적으로 조절하던 정책금융 규모를 대폭 확

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했다. 종전의 총액한도대출 한도는 2012년

이루어지도록 했다.

에 9조 원으로 1조 5천억 원 증액하고, 2013년

신용공급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으로

에 12조 원으로 3조 원 추가 증액했다. 금융중

대출제도도 개편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

개지원대출로 개편한 후에는 2014년에 중소

출제도는 1994년 당시 유동성 조절기능 강화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3조 원, 2015년과

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2016년에 기술창업형 및 설비투자 지원 등을

이후 물가안정목표제와 함께 금리중심의 통화

위해 각각 5조 원을 늘려 총 한도를 25조 원으

신용정책 운영체제가 도입되면서 주로 신용공

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계속

급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신용공급

인하했다. 2012년 10월 1.25%로 0.25%포인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새

트 인하한 후, 2013년 4월 0.50%~1.00%로 프

로운 신용공급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편한 것

로그램별로 차등 인하했다. 이후에도 일부 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 추이
(조 원)

(%)

30

5

2016.3월 (+5.0조 원)

대출 한도(좌축)
대출 금리(우축)

2015.4월 (+5.0조 원)

25

4

2014.9월 (+3.0조 원)
20

3

2013.4월 (+3.0조 원)
2012.10월 (+1.5조 원)

15

2

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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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대출금리를 내려 2015년 4월부터는

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한국은행의

0.50~0.75% 수준으로 운용했다.

참여를 요청했다.
동 요청에 대해 한국은행은 기업구조조
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

3. 기업구조조정 지원

임을 강조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
정지원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시스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불안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매년 기업신용위

에서 한시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험을 평가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했

했다. 2016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

다. 그리고 2015년 말 조선 해운 등 5대 경기민

행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대출한도 10조

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하

원, 대출기간 1년 이내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에

여 추진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업구조조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 그 후 한국산

정을 금융 면에서 지원했다. 회생가능한 기업

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

이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

있도록 2013년 7월 정부와 함께 ‘회사채시장

드는 실행되지 않았으나, 금융시장의 안전판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동 방안에 따

역할을 수행한 후 당초 예정대로 2017년 말 종

라 한국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1천

료되었다.

500억 원 규모)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
하기 위해 2014년 3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
에 걸쳐 한국산업은행에 총 6조 9천억 원 규모
의 특별대출과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을 실시
했다. 이 같은 지원은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이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에도
협력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
고 2016년 들어 세계경제 부진, 글로벌 공급과
잉 등으로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
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이들 기업에 자금
을 지원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의 경영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
업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이유로 국책은행 자

한국은행 70년사

한은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대출 승인 보도기사
(2016. 7. 2,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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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의
책임 강화

1.

2.

3.

물가안정목표제 선진화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 정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신용정책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을 책무로 갖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발달 등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중
요성도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주요국 통
화정책, 특히 미연준의 정책방향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통화
신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높아진 점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은행은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
면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 체
계의 선진화를 도모했다. 그 일환으
로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하여 정책
의 신축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
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
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화
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선진국 중앙은
행과 같이 8회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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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차례에 걸쳐 물가설명회를 개최하여 목표

물가안정목표제 선진화

하회 원인, 물가전망 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적 운

설명했다.

용을 위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

2019년 이후 적용된 물가안정목표는 목

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했다.

표수준을 2.0%로 하되 그 적용기간을 특정하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목표

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범위를 종전의 3.0±1%에서 2.5~3.5%로 축

하지 않는 한 목표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하고, 연 2회 인플레이션에 대한 종합보고

의미이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설명책임을 강화했다.

사항은 2년 주기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는 목

설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물가설명

표수준을 더욱 낮춰 단일 목표치인 2.0%로

회를 폐지하는 대신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

정함으로써 물가목표를 명료화했다. 그리고

영상황 점검보고서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연 2회

회 등을 통해 설명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은행

(인플레이션보고서)에서 연 4회(통화신용정

총재는 2019년 중 6월과 12월 두 차례 기자간

책보고서)로 확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담회를 통해 물가상황, 전망 및 리스크 요인,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탈하는 경우 그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목표를 6개월 연속 0.5%포인트 하회한
2016년 7월과, 이후 3개월 연속 하회한 10월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등락률
물가목표 범위
물가목표 수준

(%)

CPI 등락률

5
2013～2015년
(2.5～3.5%)

4

2016～2018년
(2.0%)

3

2019년～
(2.0%)

2
1
0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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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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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했다. 2014년 10월부터는 기준금리 결정 시
반대의사를 표명한 위원의 기준금리 운영방

한국은행은 2016년 12월 통화정책 커뮤

향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고, 2016년부터는 통

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수행에 대

화정책방향 의결 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

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자 ‘통화신용정책 운

위원의 실명도 공개하고 있다.

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했다. 동 일반원칙에서

경제주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

는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

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내용도 꾸준히 확

을 구체화하고, 정책운용 시 목표와 다양한 고

충했다. 2013년 10월부터 환율 동향을 언급했

려요인과의 관계,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고, 2014년 7월부터는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

등을 명시했다. 현재 동 일반원칙을 통화신용

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책보고서에 수록하고 있으며, 매년 연간 통

도 추가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 시 수정 보완 여부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

를 점검하고 있다.

한 신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전망 발표 월에

그리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는 물가와 성장에 대한 전망 수치를 명시하고,

해 2012년 9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그 중간 월에는 종전 전망경로의 변화 가능성

의 공개시기를 회의일로부터 약 6주 후에서 약

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2주 후로 4주간 단축했고, 2013년 5월부터 기
준금리 결정의 찬반 위원 수를 공개하기 시작

3.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 정비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기존의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조
정했다. 이는 긴 시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통
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
하고, 통화정책 결정이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
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통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를 보다 체계적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나아가 ECB, 영란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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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회의를 미연준과 같이 연 8회로 축소하여

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했다.

개최하는 등 연 8회 개최가 국제적인 기준으
로 정립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통화신용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개시장운영의 경우도 그 방식을 꾸준히 개

2018년에는 금융통화위원 교차임기제를

선했다. 통화안정증권은 2016년 5월부터 월중

도입했다. 지난 2010년 이후 금융통화위원 1

발행계획을 전월 말에 공표하여 시장참가자의

석이 2년간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2012년부터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2017년 11월에는 발행

4명의 위원이 매 4년마다 동시에 교체되었다.

수익률 단위를 세분화(1.0bp→0.5bp 단위)하

여기에다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부총재의

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간 정합성을 제고했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에는 5명의 위원이

다. 2018년 3월에는 통합발행기간 확대, 중도

바뀌게 될 예정이었다. 이에 통화신용정책의

환매 등을 통해 1년물의 투자수요와 유동성

일관성과 연속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2018

을 증대했다. 이 밖에도 2011년 「한국은행법」

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

개정으로 증권대차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증

의 교차임기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의 도입으

권차입을 통해 RP매매를 했으며, 공개시장운

로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최초로 임명되

영 대상기관 선정의 기준을 「공개시장운영규

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정」에 명시하여 대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강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화했다. 한편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

그리고 교차임기제 도입의 효과가 지속될 수

라 지급준비제도도 개편하여 지준 적립대상

있도록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않

채무에 일부 금융채를 포함하고, 지준 적립기

은 후임위원의 경우 그 임기를 전임위원의 임

간을 반월에서 월로 변경했다.

2010년대 「한국은행법」 개정
개정차수

시행일자

8차
차

8

2011년
12월 17일

9차
차

8

2012년
4월 22일

10 차
차

8

2016년
3월 29일

• 주화 훼손에 대한 법정형 강화 등

8

2018년
3월 13일

• 금융통화위원 교차임기제 도입 등

11 차
차

한국은행 70년사

주요 내용
• 금융안정 책무 법제화
• 자료제출요구 대상 확대 및 검사 · 공동검사 요구제도 보완
• 지급준비제도 및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등
• 한국은행 총재 임명절차에 국회 인사청문 추가
•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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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안정 책임 강화

1.

2.

3.

금융안정 책무의 법제화와
금융안정보고서의 법정보고서 채택

금융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응체제
구축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 가능성
이 높아졌다. 특히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제8
차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으로 금융안정을 법적 책무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다
각적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
고, 금융안정회의를 신설하여 금융안정상황
을 종합점검한 후 필요시 대응방안을 모색하
는 한편, 정부 등과 협력채널도 구축했다. 그리
고 이 같은 대응체제를 기반으로 가계부채 관
리 및 구조개선 방안을 정부와 공동으로 마련
하여 시행하고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한국
은행에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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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회의
기자설명회
(2017. 3)

1.

금융안정 책무의 법제화와
금융안정보고서의 법정보고서 채택

동 개정 「한국은행법」은 제1조(목적)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현행 중

로써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

앙은행 제도로는 한국은행이 금융위기에 효

로 부여했다. 그리고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

율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한 평가보고서(금융안정보고서)를 매년 2회

제기되었다. 나아가 거시적 차원의 금융안정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

이 밖에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비은행 금융기

에 대한 긴급여신)에 근거한 최종대부자 역할

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을 통해 암묵적으로 수행해 오던 금융안정 기

자료제출 요구대상 금융기관을 기존의 은행

능을 법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한

및 은행지주회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

국은행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대하고, 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시 금융감독원의 의무이행기간을 대통령령에

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

명시하도록 했다. 「한국은행법 시행령」은 이를

로 미국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중앙은행

1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기능 강화와 관련된 논의가 확산되고, 영국에
서는 종전 중앙은행에서 분리되었던 금융감
독원(FSA)을 영란은행으로 재통합하는 방안
이 추진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

2. 금융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응체제
구축

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강화한 제8차 개정 「한
국은행법」이 마련되어 2011년 12월 17일 시
행되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차 개정
을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종합점검 및 조기경
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정보고서인 금융안
정보고서를 확대 개편했다. 이후에도 2013년
4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과 잠재 리스
크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금융안
정 이슈분석 부문을 신설하고, 2016년 12월
에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복원력을 점검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강화하는
등 동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금융안정지수(Financial Stability

김중수 총재의 「한국은행법」 개정 촉구 보도기사(2011. 8.31, 서울경제)

한국은행 70년사

Index)’와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AMP)’

179

등을 개발하여 활용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한 금융
시스템 상시 종합 점검체계도 구축했다. 2015

2014년 1월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와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년부터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금융
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연 2회 개최했으
며, 2017년부터 회의 명칭을 ‘금융안정회의’로

3.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변경하고 개최주기도 연 4회(3 6 9 12월)로 확
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 점검능력을 배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하고 점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

던 가계부채는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저

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이용한 현장정보 수

금리 기조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를 위한 규

집기능을 강화했다. 종래 시장영향력이 큰 중

제완화 등으로 주택매매수요가 확대되면서

대형 은행 위주로 점검하던 공동검사 형태를

2014년 하반기부터 더욱 빠르게 늘어났다. 이

2014년부터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관

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가계신용 기준)이

리 실태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은행을 동시

2010~2013년 연평균 7.1%에서 2014~2016

에 검사하는 부문검사로 대체했다. 2015년에

년 연평균 9.7%로 높아지고, 전국 주택매매가

는 금융안정 저해요인의 조기포착, 금융기관

격 상승세도 2013년 0.3%에서 2014년 1.7%,

영업행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등

2015년 3.5%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가계부

을 위해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채 증가세가 가계소득 증가세를 크게 상회함

금융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긴요해짐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이 2010년 123.7%에서 2016년 149.5%로 대

협력채널도 구축했다. 2012년 7월 기획재정

폭 상승했다. 이 같은 금융불균형은 이후에도

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지속되어 금융시스템의 커다란 위험요인에서

함께 상설협의체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신설

나아가 가계소비의 제약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하고, 2015년 3월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평

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계부

가되었다.

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했다. 2016년부터는 경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리스크의 완화를

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우리나라 신용수준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책적

및 거시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있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지원했다. 이는 변

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

동금리부 대출이 가계의 금융 리스크를 높이

대했다. 2012년 9월에 수시정보까지 공유할

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고정금리부 가계대

수 있도록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개정했으며,

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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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천 350억 원을
출자했으며, 2014년 6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
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공개
시장운영(RP매매에 한함) 대상증권에 다시 포
함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정부와 한국주
택금융공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출시
한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
융공사에 2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2014년 11월에는 ‘가계부채 점검반’을 설
치하여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 요인 분석을 강화했다. 이후 ‘가계부채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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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가계부채DB
분석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같은 모니터링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은행은 정부 및 유관기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투기과

관과 함께 2014년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

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시

진방안’, 2015년 7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행,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2017년 10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

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마련했다.

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018년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완화하고자 정

9월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및 주택임

책금리인 기준금리도 인상했다. 가계부채가

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

소득보다 여전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부동

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2019년 5

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계속 늘어

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했

남에 따라, 금융불균형 심화로 인한 금융안정

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 등으로 서울지역 주택

리스크 증대가 우려되어 2017년 11월과 2018

가격은 2019년 상반기에 하락했으나 하반기

년 11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12월에 초고가 아

했다. 이 같은 노력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2016년 11.6%에서 2019년 4.1%로 현저히 둔

금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등 강도 높

화되었다

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다만 2017년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
면서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재연했다.
특히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2016년 2.1%에서
2017년 3.6%, 2018년 6.2%로 오름세가 크게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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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체제 구축

1.

2.

3.

통화금융대책반 및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운영

대외충격 완충장치 강화

글로벌 금융안정 협력 강화

경제의 세계화와 금융의 개방화, 그리고 IT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자금이동의 급속한 증가 등
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이후 유럽지역 국가채
무위기, 2013년 이후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2016
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및 미국의 대선 결과, 그리고 2018년 이후 미 중 무역분쟁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이들은 수시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한국
은행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
응체제를 일찍부터 구축해 왔다. 먼저 불확실
성 증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금융대
책반’ 및 ‘금융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운영하면
서 필요시 신속히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외환부문의 건전성 제고 및 외국 중앙
은행과의 통화스왑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금
융안전망을 구축하고, FSB 및 BIS 등을 중심
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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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
양자 통화스왑
상설계약 체결
(2017.11)

1.

통화금융대책반 및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운영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5
월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는 ‘통화금융대책반’
을 설치했다. 이후 대내외 불안요인 발생 시 동
대책반을 즉각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
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설 및 추석 명절 등의 휴일을 앞두고도 동 대책

한은, 국고채 1.5조 긴급매입 보도기사(2016.11.19, 한국경제)

반을 가동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아울러
총재 주재의 ‘금융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설치
하고,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2. 대외충격 완충장치 강화

커질 경우 통화금융대책반 가동에 이어 동 회
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종합 점검
했다.

한국은행은 대외충격 발생 시 이를 완화
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실제로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12년 6월 은행의 차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즉각 개입하여 시장을

입위주 외화자금조달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2015년 하반기에

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외화예금 확충방안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단기

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에 외화예금 유치

시장금리가 급등하자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

우수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

소 등을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여유

행했다. 2013년 11월에는 현물환거래단위 상

롭게 관리했다. 2016년 미국 대선 직후에는 당

향조정 등 외환시장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을

선자 예측 실패에 따른 증권사들의 대규모 평

마련했으며, 2015년 1월에는 ‘신외환전산망’을

가손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

가동했다. 규제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이자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 축소와 함께 국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2016년 ‘외환건전성 제

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여 시장불안을 완화

도 개편 방안’ 마련과 함께 ‘외환제도 개혁 TF’

했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는 터키 금융불

등에 참여하여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안으로 촉발된 일부 MMF의 환매중단 등으

해소 및 자율성 제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

로 초단기 금리가 급등하자 RP매매 등을 통해

립, 혁신적 서비스 창출 지원 등을 도모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했다.

한국은행 70년사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이 시장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을 도모하고자 「글로벌 외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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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을 제정하여
2017년 5월 공표했는데, 한국은행은 동 행동
규범 제정 실무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그리고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발표 이후인 2018
년 5월 홈페이지에 이행선언서를 공표했다.

통화스왑 확대를 통한 중층적 금융안전망
구축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이 제2선 외환보유
액으로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니는 중요성
을 고려하여 중앙은행 양자 간 통화스왑 네
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썼다. 그
결과 2011년 10월 중국인민은행과의 통화스
왑 규모를 기존보다 2배로 확대(64조 원/3천

6대 기축통화국 가운데 2곳과 외환안전망 구축 보도기사
(2018. 2.10, 서울경제)

600억 위안)했고, 2013년 10월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5조 8천억 원/200억 디르함)과 말

200억 달러 → 2천 400억 달러)하고, 위기예방

레이시아중앙은행(5조 원/150억 링깃), 2014

프로그램(Precautionary Line)을 도입하는

년 2월 호주중앙은행(5조 원/50억 호주달러),

등 위기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CMIM 협

같은 해 3월 인도네시아중앙은행(10조 7천억

정문을 개정하는 데 적극 참여했다. 2018년에

원/115조 루피아)과의 통화스왑계약을 신규

는 ASEAN+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의

로 체결했다. 2017년 2월과 2020년 2월에는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CMIM 협정문의

호주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연이어 확

전면적인 개정 합의를 주도했다.

대(9조 6천억 원/120억 호주달러)했다.

다만 한 일 양국 간 통화스왑계약은 모두

특히 2017년 11월 기축통화국인 캐나다

종료되었다. 2011년 10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은 사전에 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 일 양국 간 통화스왑 규

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만기를 특정하지 않

모를 한시적으로 1년간 700억 달러 상당으로

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이라는 점

확대하기도 했으나, 2013년 7월에 30억 달러

에서 의의가 컸다. 이어 2018년 2월 스위스 중

상당의 원/엔 통화스왑이 만료되었으며, 마지

앙은행과도 통화스왑계약(11조 2천억 원/100

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CMI 양

억 스위스프랑)을 신규로 체결했다.

자 간 통화스왑계약도 2015년 2월 만기도래

역내 국가 간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나서

시 종료되었다.

2014년 7월에 CMIM 협정 규모를 확대(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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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AP 등 역내 협의체에서도 국제 공익을

3. 글로벌 금융안정 협력 강화

도모하면서도 국익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한국은행은 국제공조의 필요성 확대에

역할을 수행했다.

부응하여 정부와 함께 G20과 FSB를 중심으

외국 감독기관과의 정보교류에도 나섰

로 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의 창출에 참

다. 2014년 12월 영국의 건전성감독원(PRA)

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바젤

과 업무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내

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글로벌금융시스

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정보교

템위원회(CGF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환 등 금융감독 관련 협의채널을 확보했다. 그

(CPMI) 등 BIS 산하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리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HSBC은행 및 씨

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

티은행 등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경

도록 노력했다. 이 같은 글로벌 협력과 함께 바

영정보 수집과 감독기관 간 협력 강화 를 위

젤 II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새롭

해 외국 감독기관이 주관하는 감독자협의회

게 제정된 글로벌 금융규제가 원활하게 국내

(Supervisory College)에도 적극 참여했다.

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썼다. 한편 ASEAN+3,

한국은행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현황
2010
미국

2월 종료

CMIM1)

3월 개시

중국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3월 말 현재

3월 재개

600억 달러
384억 달러

7월 확대
10월 확대

10월 연장

캐나다

10월 연장

64조 원/3,600억 위안
[약 560억 달러]

11월 계약

사전한도 없음
11.2조 원/100억 프랑
[약 106억 달러]

2월 계약

스위스

UAE

10월 체결

말레이시아

10월 체결

6.1조 원/200억 디르함
[약 54억 달러]

4월 재계약

10월 종료

1월 연장

2월 연장

5조 원/150억 링깃
[약 47억 달러]

호주3)

2월 체결

2월 확대

2월 확대

9.6조 원/120억 호주달러
[약 81억 달러]

인도네시아

3월 체결

3월 연장

3월 연장

10.7조 원/115조 루피아
[약 100억 달러]

주 : 1)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 기준
2) 2008년 12월 통화스왑계약(1,800억 위안/38조 원) 체결
3) 호주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은 ‘5조 원 → 9조 원 → 9조 6천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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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대응

1.

2.

정책금리 파격적 인하 및 무제한 유동성 공급

한·미 통화스왑계약 부활과 외환건전성 부담 완화

2020년 들어 한국경제는 반도체경기 회복 등을 배경으로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기치 못하게 우리나라 및 미
국, 유럽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마침내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했다. 4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20만 명, 사망자
수는 23만 명을 웃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극도의 공포심과 사람들의 이동 제한 등으로 생산 및 소
비가 크게 위축됨으로써 수요 및 공급 양쪽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글로벌 공급망도 제대로 작
동하지 않게 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패닉현상이 나타나 대부분 국가의 주식시장이 40% 내외의
폭락세를 보였다. 2020년 4월 IMF는 당해연도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하면서 1930년
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2020. 2)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
제 우리나라는 2020년 1·4분기
성장률(속보치 기준)이 전기대비
-1.4%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
태는 과거의 위기와 달리 실물경
제의 붕괴에서 금융위기 파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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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고 충격의 폭도 커 그 후유증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역사적인 규모
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미연준은 무제한 자산매입 및 회사채매입에 나섰고, 미 국채를 담보
로 각국 중앙은행에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도 32조 원 규모의 ‘민생 경제 종합
대책’, 100조 원+α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백만 원 이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긴박하게 조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무
제한 유동성 공급 및 긴급 한 미 통화스왑계약 체결 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기의 충격 완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1.

정책금리 파격적 인하 및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무제한 유동성 공급

6월까지 3개월간 매주 1회 정례 RP매매(91일
만기)를 통해 일정 금리(기준금리 + 10bp) 이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들어 코로나19
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3월 16일 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방식이다.

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융통화

종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유

위원회를 개최하여 0.5%포인트의 기준금리

동성 공급경로 및 공급수단 다양화 조치도 다

인하를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0.75%가

시 시행했다. 공개시장운영 시 RP매매 대상증

되어 우리나라의 정책금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권을 기존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및

0%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에서 산업금융채권,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중의 자금경색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농업금융

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도 과감하게 나섰

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및 8개 공공

다. 앞서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 피해업체

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은행

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 담보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과 동

대출 한도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

일한 범위로 확대했다. 또한 공개시장운영 대

조 원 증액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상기관도 신한금융투자 등 7개 통화안정증권

도 0.50~0.75%에서 0.25%로 인하했다(3월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과 교보증권 등 4개 국

17일 시행). 특히 3월 26일에는 금융시장 안정

고채 전문딜러를 추가로 지정했다(4월 1일 시

도모 및 정부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

행). 이후 단순매매 대상증권도 국채 및 정부

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을 무제한

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

으로 공급하는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

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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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통화스왑계약 부활과
외환건전성 부담 완화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국제금융시장
의 불안고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
금이탈 지속 등으로 미달러화 공급부족에 대
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사상 첫 무제한 돈 풀기 보도기사(2020. 3.27. 경향신문)

상승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신속하게 미연준
과의 통화스왑계약 재개를 추진했다.

MBS로 확대하고,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2020년 3월 19일(한국시간 기준 22:00)

RP매매 대상증권 및 한국은행 대출 담보증권

한국은행과 미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에 포함시켰다(4월 14일 시행).

체결했던 양자 간 통화스왑계약을 다시 체결

이와 함께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

한다고 발표했다. 계약규모는 글로벌 금융위

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이 한국

기 당시 300억 달러의 2배인 600억 달러, 계

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약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 만기)

20%포인트 인하(4월 10일 시행)하여 약 10조

로 정했다. 미연준은 한국 이외에 덴마크, 노

원 정도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

했다.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도 공개시

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장운영 대상증권 등과 동일한 범위로 확대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미연준과의 통화스

여 금융기관의 적격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

왑계약 재개 이후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화했다.

1,285.7원(3월 19일)까지 오르던 불안한 모습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

에서 1,2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빠르게

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

안정되었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왑계약 체결로

전장치(safety net)도 마련했다. 5월 4일 은행,

확보한 달러화를 국내에서 경쟁입찰방식 외화

증권사, 보험사 등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대출을 통해 공급했다,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

그리고 정부와 함께 외화유동성 악화 가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

능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

에 대비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

으로 조정했다. 먼저 3월 18일 은행의 선물환

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에도 그

포지션 한도를 상향조정했다(3월 19일 시행).

목적이 있었다.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010년 제도도
입 이후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해 축소되다가
2016년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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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확대되었으며, 이번의 추가

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추가면제를 검

확대 조치로 도입 당시 수준인 국내은

토하기로 했으며 2020년 납부할 부담

행 50%, 외은지점 250%로 환원되었

금은 분할납부를 확대했다. 한편 정

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부

부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에 적용되

담금 납입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고 있는 80%의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주었다. 2020년 4~6월 중 비예금성

(LCR)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추이
제도도입
(2010.10월)

1차 조정
(2011.7월)

2차 조정
(2013.1월)

3차 조정
(2016.7월)

4차 조정
(2020.3.19일)

국내은행

50.0%

40.0%

30.0%

40.0%

50.0%

외은지점

250.0%

200.0%

150.0%

200.0%

250.0%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의 정책대응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
기준금리

원화
공급

코로나19

• 5.25% → 2.00%(△3.25%포인트)

• 1.25% → 0.75%(△0.50%포인트)1)

• 총 27.9조 원
- 공개시장운영
- 채권시장안정펀드
- 총액한도대출
- 은행자본확충펀드
- 지준예치금 이자

• 한도 무제한1)
- 공개시장운영
(증권금융 · 증권사 RP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 RP
- 금융중개지원대출
• 차액결제이행 담보증권 감액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외화
공급

• 총 267.7억 달러
- 경쟁입찰 스왑거래
- 미연준 통화스왑자금
- 수출환어음담보대출

통화
스왑

• 미연준
• 일본은행
• 중국인민은행

18.5조 원
2.1조 원
+3.5조 원
3.3조 원
0.5조 원

102.7억 달러
163.5억 달러
1.5억 달러

300억 달러
약 200억 달러
1,800억 위안/38조 원

•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 대상기관 확대²⁾
기타

18.8조 원
3.5조 원)
3.0조 원)
12.3조 원)
+5조 원
10.1조 원
신설

• 총 185.4억 달러1)
- 미연준 통화스왑자금 185.4억 달러

• 미연준

600억 달러

•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대상기관 확대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확대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주 : 1) 2020년 4월 말 기준
2)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은 RP매매 및 단순매매에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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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진 중앙은행으로의
발전

제
6
절

1.

2.

3.

4.

5.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조사통계 역량 강화

국내외 위상 강화

통합별관 신축 및
본관 리모델링 추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업무와 외환관리 및 국제협력업무 등에서도 선진 중앙은행에 걸맞은 수
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암호자산 및 중앙
은행 디지털화폐 대응, 모바일 직불카드 및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추진 등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을 선도했다. 그리고 한 중 양국 간 자국통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
장하고,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와 수익성 제
고 노력도 지속했다.
이 시기에 한 국은행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주열 총재
(2018. 3)

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총재의 연임이 이루어
진 가운데 BIS 이사회에서 총재
가 이사로 선임되는 등 한국은행
의 대내외 위상도 한층 강화되었
다. 한편 통합별관 신축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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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custody service)’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은금융망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

한국은행은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이

한 노력도 지속했다. 2015년 12월 수취인지정

경제활동에 따른 대금의 수수를 보다 편리하

자금이체 업무의 전면 일관처리를 완료한 데

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

이어, 2016년 3월에는 한은금융망과 전자금

적으로 확충 개선했다. 먼저 2000년 5월부

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하여 고객이 인터넷뱅

터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어음 수표의 전자정

킹 등을 통해 신청한 10억 원 초과 자금이체

보교환(truncation)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 한은금융망을 통해 당일 실시간으로 처리

2010년 11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

되도록 했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

객이 어음 수표를 자금화하는 데 소요되는 시

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하고 지급결제 환

일을 크게 단축했다. 또한 국민의 국외 여행이

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2010년 12월부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10월 가

국제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된 카드

동을 목표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로도 국외에서 현금을 저렴한 수수료로 인출

추진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국가 간 ATM망 연계 사업을 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국

융권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9년 12월에는

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지급결제인프라가 안전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발맞추어 모바일 직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

서비스를 은행권 공동으로 도입했다.

책을 시행했다. 2013년 12월 어음교환시스템,

증권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을

위한 시책도 다각도로 추진했다. 2009년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

월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

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보장대상으

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

로 추가 지정했다. 2016년 8월에는 은행 간 차

표하고 이의 후속조치로 2012년 1월 장내주

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납입비율을 30%에서

식시장 대금결제은행을 기존 시중은행에서

50%로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8월에는 이를

한국은행으로 변경했다. 2012년 2월에는 한

70%로 인상하는 한편 동 조치에 따른 은행의

은금융망의 결제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

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중RP방

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식의 ‘결제유동성 공급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

2012년 12월에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

고 2015년 5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

리규정」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새로이 정해

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 공적기관의 국

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국내 지급

내채권 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결제제도의 새로운 감시기준으로 채택했다. 이

이들 외국기관에 대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기준에 따라 금융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중요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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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을 정례 또는 수시 평가하고 국

트코인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급

제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

증하면서 암호자산(crypto-assets) 및 그 기

고했다.

반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외에 2009년 7월 BIS의 지급 및 시장

졌다. 이 과정에서 교환소 해킹, 금융사기 등

인프라위원회(CPMI)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 등에 대

한 이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한 우려도 커졌다. 또한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공동 조사연구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2016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화폐(이하 중

년 7월부터는 동아시아 태평양 중앙은행기구

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EMEAP) 지급결제 워킹그룹의 의장직을 맡

Currency)를 발행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스

아 지급결제 관련 역내외 현안사항에 관한 논

웨덴 등 일부 중앙은행과 BIS 등 국제기구를

의를 주도했다.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정책수립

이에 한국은행은 우선 암호자산 시장에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2016년 11

에 대해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월 이후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TF에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사업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한

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편 BIS, FSB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
극 참여했다. 2018년 1월에는 관련 부서가 참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응
2017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

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암호자산(2018년 7월)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2019년 1월)에 관한

전자금융세미나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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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 등 관련 기관

회했고 2019년 12월 말 현재 4천 88억 달러를

과 공유한 데 이어, 2020년 2월에는 중앙은행

기록하여 외환안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디지털화폐에 관한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증가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지급결제 혁신기술에

발맞추어 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

대한 대응체제와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강

용조직과 인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외화자산

화했다.

운용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

한편 분산원장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

지급결제시스템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

리체계를 보강했다. 2012년 12월 외화자산 규

기 위한 기술적 연구도 이 시기에 병행했다.

모 증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내
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및 투자운용 지원기능이 강화된

2.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외화자산운용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했
다. 2014년 1월에는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1월 말

금결제 시 CLS은행을 이용한 외환동시결제를

2천 5억 달러까지 감소했던 우리나라의 외환

실시함으로써 결제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자자금 유

제고했다. 2014년에는 운용목표를 효율적으

입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이 호전된 데다 외환

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 모형, 의사결정

보유액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운용수익이 늘

체계 등 전반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글

어나면서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4월 3천억

로벌 금융위기 등 스트레스 상황 시의 유동화

달러, 2018년 6월 4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상

가능 규모 및 기간 등을 점검한 데 이어 2015
년 이후에는 위기상황별 비상대응계획을 지속
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외화자산 운용의 투명
성 강화를 위해 2011년 10월 외부전문가로 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추이
(십억 달러)

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연차보고서, 국

450

정감사 등을 통해 통화구성, 상품구성, 운용체

400

계 등 외화자산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

350

하여 왔으며, 2018년부터는 연차보고서에 위

300

탁자산 세부구성을 신규 공개했다.

250

한편 외화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저

200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 및 상품구성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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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도 노력을 경
주했다. 통화별로는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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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및 캐나다 달러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이외에 2012년 4월부터는 중
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나라와의 경제
적 연계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중국 위안화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상품별로는 외화자산
의 위험분산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채 이외
에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채 및 주식
등으로 상품구성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2011
2013년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

한국 원화-중국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장 보도기사(2014.12. 2, 중앙일보)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외화자산 운용의 거래 및 위탁기관 선정
에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범위를 점차 확

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

대했다. 2012년 6월 중국 위안화 투자자산의

회를 중심으로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시

일부를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

장이 개장되었다.

기 시작했고 2018년 1월에는 국내 증권사와

동 직거래시장은 개장 이후 시장 조성은

외화채권 거래를 개시했다. 2019년 4월 이후

행들의 적극적 거래 등에 힘입어 초기 단계의

에는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위탁기관에 국

시장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 자산운용사를 포함했다.

2016년 6월 27일 상해에도 원-위안화 직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수년간 외화

거래시장이 개설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중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

국인민은행 등과 협력하여 동 직거래시장이

상된 것으로 평가받아 2018년 3월 Central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Banking Publications가 수여하는 ‘올해의

상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원화가 해외에

외환보유액 운용기관상(Reserve Manager

서 거래되는 첫 사례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of the Year)’을 수상했다.

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2014년 7월 3일 한 중 정상은 양국 간 자

3. 조사통계 역량 강화

국통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 중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립과 집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 경제현안

위한 정책의 하나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통계자료

개설키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행, 정부 및 금

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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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16
BOK 국제컨퍼런스
(2016. 5)

●

조사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창립 이후 조사연구 역량 강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2018년 ‘고용구조

화 등 조사통계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변화와 정책과제’, 2019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2010년대 들어서도 새로운 보고서의 발간 및

의 현황과 과제’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

통계의 개발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이어갔

제에 관한 연구총서를 제작하여 정책참고자

다. 먼저 보고서 및 조사연구자료 발간을 다양

료로 배포했으며,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

화했다. 2012년에 경제전망보고서를, 2013년

여 한국은행 지역본부 논문집을 발간했다.

에 지역경제보고서를 창간하여 주요 보고서
2018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2018.10)

발간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17년 ‘인구구조

경제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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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했다. 2010년에 글로벌 거시경제분석

4. 국내외 위상 강화

모형(BOKGM)을, 2012년에 분기거시계량모
형(BOK12)을, 2014년에 동태적 확률 일반균

2012년 제9차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

형 모형(New BOK-DSGE)을 각각 구축했다.

라 한국은행 총재는 그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

이와 함께 한국은행 창립기념 국제컨퍼런스,

을 고려하여 총재 임명 시 새롭게 국회의 인사

IMF, BIS와의 공동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문회를 거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의기구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통계의 개선 및 개발 에도 적극 나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총재의 중요

다. 2012년에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한 자질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Sentiment Index), 국내공급물가지수(DSPI:

위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Domestic Supply Price Index), 총산출물가

최초의 총재는 임기가 2014년 4월 1일 시작된

지수(TOPI: Total Output Price Index), 가계

이주열 총재이다. 이주열 총재는 2018년 4월 1

원리금상환부담률(DSR, 원리금상환액/소득)

일 자로 연임하게 되었는데, 총재 연임은 김유

등을 개발하여 공표했다. 또한 2014년에 국민

택 전 총재, 김성환 전 총재에 이어 세 번째이

계정통계의 국제기준인 2008 SNA(System

나,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게

of National Accounts)를 이행하고 국민대

된 1998년 4월 이후로는 첫 사례이다.

차대조표와 공공계정통계를 신규 작성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

2019년에는 혼합소득 제공 등 분배국민소득

된 정례 BIS 이사회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

통계를 개선하고 정부계정통계도 강화했다.

재가 이사로 선출되어 2019년 1월부터 3년의

그리고 국민들의 통계자료 이용 편의를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1997년

위해 2013년에 경제통계를 활용하여 부가가

BIS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나

치가 높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용

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BIS

이하도록 경제통계 Open API(Application

총재회의 및 주요 현안 논의에 한국은행이 크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제공했

게 기여한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

다. 2015년에는 한국은행 통계전용 홈페이지

다. 이로써 이사회 참여를 통해 국제금융현안

인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통해 통계정보의

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시각화 서비스를 개시하여 통계 이용자들의

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상호관심사, 현

이해와 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국민과의 소통

안 이슈 등에 대해 언제든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통계청, UN, OECD,

협력채널이 크게 강화되었다.

IFC 등이 개최한 각종 회의, 워크숍 및 실무

한국은행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TF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국내외 통계협력 강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정책경험 제공

화에도 노력했다.

요청이 늘어나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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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와
BIS 이사회
이사들
(2019. 5)
(출처 : BIS)

●

게 모색했다. 이에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 및

결하고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국의

체제전환국 중앙은행 중견직원을 대상으로 운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기술지

영되는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원 및 기술협력 사업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Banking Study Program)’를 전면 개편하

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개발

고 연수 횟수를 크게 늘렸다. 2015년에는 개

도상국 기술지원사업 경험 및 역량을 높게 평

별국가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인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식교류프로그램(BOK-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신설했다.
특히 2015년 2월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제안으로 동 은행과 양해각서를 체

CBSP 단체사진
(2017. 4)

●

한국은행 70년사

197

한국은행 통계편제

FACTBOX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양한 통계편제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편제 업무는 한국은행 창립 직후 6·25 전쟁의 발발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1951년 3월
‘조사월보’가 속간되면서 정상화되었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에는 경제부흥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통계의
정비 및 새로운 통계의 개발에 착수했다. 1955년에 국제수지, 1958년에 국민소득통계를 신규 편제하기 시작했으며,
1950년대 말까지 금융, 재정, 물가, 국민소득, 산업생산 등 기존 통계계열을 정비·확충했다.
1960년대 들어서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통화
금융, 국제수지, 국민소득, 산업 등의 통계업무를 대폭 확충하고 새로운 통계를 개발했다. 1962년에 기업경영분석,
1964년에 산업연관표, 1965년에 자금순환분석을 처음으로 작성했으며, 1970년에는 국민경제의 움직임을 스톡과
플로우 양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1968년 말 기준 국부조사를 완료했다.
1974년에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비통화금융기관의 비중이 높아진 데 대응하여 금융개관표를 편제하고 통화개
관표도 IMF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국민계정 간의 유기적 관계를 높이기 위해 1978년 신국민계정체계 개편에
착수하여 1987년 국민소득, 자금순환, 국제수지의 3대 국민계정을, 이어서 1989년에는 산업연관표를 포함한 4대 국
민계정을 통합한 신국민계정체계를 구축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경제운용에 시장원리가 존중되고 금융의 자유화·국제화를 진행함에 따라 1996년 은행
의 가중평균 여수신금리 통계를 편제하고 1998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는 IMF의 새로운 편제기준에 의거 외채통계를 대폭 개편했다. 이와 함께 1996년 IMF가 제시한 ‘특별통계공표기준’
(SDDS)에 맞추어 1999년부터 주요 통계의 사전공표일정 예고제도를 실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 통화지표를 전면 개편한 데 이어 2006년 광의유동성지표(L)를 신규 발표했다.
또한 속보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 단위로 조사하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각각 2003년과
2008년부터 매월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편 2003년에 IMF ‘외채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지침’과 ‘국제수지 매뉴
얼’에 따라 대외채권·채무통계와 국제투자대조표를 새로 작성했으며, 2009년에 국민소득통계에 지출접근법을 도
입하고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을 기존의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했다. 산업연관표도 속보성을 높
이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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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별관 신축 및 본관 리모델링
추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별관을 방문자센터 등으로 활
용하고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은행 주변에 공

한국은행 본부는 화폐의 보관 수급 등에

원 및 보행로 등을 확충하여 국민을 위한 개방

필요한 발권시설과 국가기간금융망인 ‘한은금

및 소통 공간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며, 국가지

융망(BOK-Wire)’을 운영하는 등 국가중요시

정문화재인 화폐박물관(사적 제280호)과 한

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사무공간이 상당

국은행 일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문

히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과 보안성의 강화

화재의 보존 활용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가 시급해졌다. 이에 2013년 11월 통합별관 신

이번 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축을 최초로 결정한 이래 2015년 9월 통합별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24일 기공식을 가졌

관 외에 본관 리모델링까지 추진할 별관건축

다. 한편 한국은행은 사업 추진절차의 투명성

본부를 신설하여 노후화된 건물과 설비의 현

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 사업일체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를 위탁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1별관은 철거 후 통합별관으로 재건축하고,
근대건축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제2별
관과 주 근무공간인 본관은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통합별관 신축
기공식
(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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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새로운 시대의 도전
제2절 한국은행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제
1
절

새로운 시대의
도전

한국경제는 광복 이후 수많은 역경을 이

년대 들어 한국경제와 한국은행을 둘러싼 대

겨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전쟁의 폐허를 딛

내외 환경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구조적 변

고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

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

및 기업 부문의 부실 누증, 고비용-저효율 구

뀐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자율과 창의를 중시

조, 자산가격 버블 등의 내부 불안요인과 1 2

하는 자유시장경제 사조가 퇴조하고 규제와

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

등의 외부 충격을 훌륭히 극복했다. 한국은행

시화되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서는 전통적

은 이러한 한국경제와 함께 발전해 왔다.

방법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양적완화 등의 비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2010

전통적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
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
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
데 가계부채가 성장을 저해
할 정도로 금융불균형이 누
적되었으며, 복지확대 등 분
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법」 개정으로 물가안정과 함
께 금융안정을 법적 책무로

2019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2019. 6)
※ 컴퍼런스에서는 무역 및 금융의 글로벌 연계성, 경제정책의 국가간 파급효과 등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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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미래는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의 변

지능 등 신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FinTech,

화가 더욱 빠르고 복잡하며 향후 전개방향을

디지털 화폐 및 지급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의

예측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앞장에서 언급

보통신기술, 국제금융시장 통합 등으로 부문

했듯이 통화정책 당국인 중앙은행이 디지털

별 연계성 및 복잡성이 가중되고 고령화, 기후

화폐(CBDC)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

변화 등 경제이슈가 다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렀다. 금융 경제의 디지털화는 전통적 통화신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국제적 불확

용정책 수단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 하나가 될

실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는 새

것이다.

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향후 한국경

넷째,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제와 한국은행이 당면하게 될 대내외 환경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자리 잡게 된 가운데

첫째, 미 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시장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확대된 데서 비롯된 것으

서의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로 판단된다. 현재 국민들은 기존의 정책이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글로벌 불

뿐만 아니라 고용, 지역경제, 기후변화 등 광

확실성이 심화되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범위한 이슈에서 정책대안 제시를 바라고 있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

으며, 정확도 높은 통계의 생산과 금융서비스

치 못한 이슈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을 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한국은행 내부경영에 변화가 필

둘째, 국내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본

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격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

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인적 구성 중심의 이동,

률에 대한 하방압력이 커지는 것이다. 일각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변화하는 대내외

우려와 같이 1%대의 잠재성장률이 현실화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성장률

내부경영의 혁신이 긴요하다.

을 제약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는 그 위험의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정보통신기
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
회 전반의 디지털화이
다. 현재도 사회 곳 곳
에서는 빅데이터,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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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은행의
발전방향 및 과제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은 크게 ‘물가안정’

로 특징지어지는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

과 ‘금융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0년간 이

과 금융안정을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

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 왔으

다. 또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재정자금

나, 시대상황에 따라 역할이나 정책 환경에는

이 충분하지 못했던 양적 성장 단계에서는 경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제성장을 위한 재원마련에 통화신용정책을 주

경제개발 초기에는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안

로 활용하였으나, 이제는 재정의 규모가 충분

정에 주력했고, 저성장 저물가와 불확실성으

히 커진 데다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비전 2030 TF」 워크숍 개최(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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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직가치

공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함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중립

책임

소통

전문성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음

임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함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어
책무 수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

각자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입지가 잘 정립되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

어 있어 상호간의 조화로운 운영이 중요하게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되었다. 최근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 우

첫째, 정책역량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믿

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격차가 축소되

고 의지하는 중앙은행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

고 글로벌 위상도 크게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

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를 지속적으

회로부터 리더로서의 역할 및 협력을 요구받

로 개선해야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저성장

게 되었다.

저물가 저금리에 대응하여 정책수단 확충, 정

한국은행 역할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미

책효과 제고 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체계 개

래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

선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주요국

가오는 미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여건이 다르지 않아 통화신용정

과거 경험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불확실성

책 운영체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는

으로 대변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 능

상황이다. 특히 기준금리를 실효하한에 근접

동적 창의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궁극적으

한 수준까지 낮추었으나 물가의 목표수준 하

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선진 중앙

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 여력 및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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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저금리 하에

부분에 적극 참여하면서 향후 새로운 정책수

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통

단의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화신용정책 운영체계가 한계를 보일 가능성

둘째, 주요국 중앙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도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현행 물가안정

할 수 있는 글로벌 중앙은행으로 발돋움하는

목표제도 개선, 금융안정을 고려한 물가안정

것이다. 글로벌 중앙은행 네트워크에의 참여

목표제 운영, 기준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

는 글로벌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활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그리고 금융안정 정책기관으로서의 역

국은행은 총재가 2019년 1월부터 BIS 이사

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정

직을 수행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상

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호 관심사항 및 현안 이슈에 대해 보다 용이하

하락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게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2020년

서 지속적인 성장궤도와 금융안정 유지는 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신속한 한미 통화스

엇보다 긴요하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왑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불균형 누증의 해소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BIS, IMF, G20, FSB, EMEAP, ASEAN+3 등

의 조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당면과제일 것이

주요 국제기구 회의체에서 의제 주도, 의장직

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

수임, 모범사례 제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

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안정을 위한 한

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이를

의 위상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을

반영하여 최근 IMF FSAP(Financial Sector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축적해 온 경험과 지식

Assessment Program)는 ‘거시경제금융회

을 공유하는 교류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

의’ 중심의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서 한국은

대해 나가야 한다.

행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금

셋째, 최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융안정 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금융안정

하여 디지털 중앙은행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정책수단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적

국은행은 금융안정
정책을 결정하는 유
관기관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면서 그 위 상 을
높여 나가 야 한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
성정책 중 가 능 한

206

디지털화폐, 내년 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 관련 보도기사(2020. 4. 7, 세계일보)

제10장 향후 한국은행의 발전방향

극 대응해야 한다. 이미 시작한 암호자산 및

고 통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

CBDC에 관한 연구와 국제기구에서의 관련

경제통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논의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및

기초데이터 입수 및 통계생산 과정의 전산화

기술연구, 법률적 검토, 중앙은행 간 협력 등을

를 확대하고 오류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급결제 혁신에

통계생산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일반

맞춰 지급결제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를

넷째, 조사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통
계 편제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개선하여 통계수요자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먼저 국

마지막으로 내부경영의 혁신을 통해 새

내 최고의 조사연구 기관으로서 전염병 대유

로운 중앙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 유연하고

행,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금융혁신 확산, 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의사결정체계, 건강하

후변화 등 폭넓은 주제를 대상으로 논의를 선

고 역동성있는 조직문화, 협업과 이를 통해 시

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너지를 높일 수 있는 평가시스템, 직원들의 전

조사연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디지털

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제도 등을 종합적

혁신을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시스템을 구축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할 필요가 있다. 통계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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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부록

1. 역대 총재
2.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3.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4.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6. 조직도표

1

역대 총재

초대

구용서

김유택

제3대

김진형

1950. 6. 5. ~ 1951.12.18.

1951.12.18. ~ 1956.12.12.

1956.12.12. ~ 1960. 5.21.

제4대

제5대

제6대

배의환

1960. 6. 1. ~ 196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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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전예용

1960. 9. 8. ~ 1961. 5.30.

유창순

1961. 5.30. ~ 1962. 5.26.

부록 1. 역대 총재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제7대

민병도

제8대

이정환

제9대

김세련

1962. 5.26. ~ 1963. 6. 3.

1963. 6. 3. ~ 1963.12.26.

1963.12.26. ~ 1967.12.25.

제10대

제11대

제12대

서진수

1967.12.29. ~ 1970. 5. 2.

한국은행 70년사

김성환

1970. 5. 2. ~ 1978. 5. 1.

신병현

1978. 5. 2. ~ 198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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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김준성

하영기

제15대

최창락

1980. 7. 5. ~ 1982. 1. 4.

1982. 1. 5. ~ 1983.10.31.

1983.10.31. ~ 1986. 1. 7.

제16대

제17대

제18대

박성상

1986. 1.13. ~ 198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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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김

건

1988. 3.26. ~ 1992. 3.25.

조

순

1992. 3.26. ~ 1993. 3.14.

부록 1. 역대 총재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제19대

김명호

1993. 3.15. ~ 1995. 8.23.

제22대

박

승

2002. 4. 1. ~ 2006. 3.31.

한국은행 70년사

제20대

제21대

이경식

전철환

1995. 8.24. ~ 1998. 3. 5.

제23대

이성태

2006. 4. 1. ~ 2010. 3.31.

1998. 3. 6. ~ 2002. 3.31.

제24대

김중수

2010. 4. 1. ~ 2014. 3.31.

제25대

이주열

201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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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4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부록 2.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좌로부터)
서영경 위원
임지원 위원
고승범 위원
이주열 총재
윤면식 부총재
조윤제 위원
주상영 위원

한국은행 70년사

215

3

216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부록 3.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2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금융경제연구원장

(좌로부터)
이환석 부총재보
이승헌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윤면식 부총재
이주열 총재
장호현 감사
정규일 부총재보
박종석 부총재보
서봉국 외자운용원장

한국은행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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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 금융통화위원(1950. 6. 5 ~ 1962. 5. 23)
정위원
성 명

218

취임일자

퇴임일자

1950. 6. 5.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51. 3. 5.

1957. 6. 5.

1960. 12. 31.

1950. 6. 5.

1951. 12. 18.

1957. 6.

9.

1959. 3. 20.

1950. 6. 5.

1950. 11. 13.

1958. 7.

1.

1959. 6. 4.

1950. 6. 5.

1953. 6. 4.

1958. 9. 16.

1960. 5. 16.

1950. 6. 5.

1953. 6. 4.

1959. 3. 20.

1960. 4. 28.

1950. 6. 5.

1952. 6. 4.

1959. 6. 5.

1960. 12. 31.

1950. 6. 5.

1955. 6. 4.

1960. 4. 28.

1960. 8. 19.

1950. 11. 13.

1951. 3. 5.

1960. 5. 16.

1960. 12. 31.

1951. 3. 5.

1953. 9.

9.

1960. 5. 16.

1961.

1951. 4. 12.

1953. 6. 4.

1960. 5. 16.

1960. 12. 31.

1951. 12. 18.

1956. 12. 12.

1960. 6.

1960. 9. 8.

1952. 6. 5.

1956. 6. 4.

1960. 8. 23.

1961.

5. 18.

1952. 6. 5.

1954. 6. 4.

1960. 9. 8.

1961.

5. 30.

1953. 6. 5.

1955. 6. 4.

1960. 12. 31.

1961.

6. 4.

1953. 6. 5.

1954. 5. 3.

1960. 12. 31.

1961.

6. 4.

1953. 9.

9.

1954. 6. 30.

1960. 12. 31.

1961.

6. 4.

1954. 5. 3.

1957. 6. 4.

1960. 12. 31.

1961.

6. 25.

1954. 6. 5.

1958. 9. 16.

1961.

5. 20.

1961.

6. 22.

1954. 6. 30.

1955. 7. 11.

1961.

5. 30.

1962. 5. 26.

1955. 6. 5.

1956. 6. 4.

1961.

6. 22.

1961.

7. 22.

1955. 7. 11.

1956. 5. 26.

1961.

6. 25.

1961.

7. 6.

1956. 5. 26.

1957. 6.

9.

1961.

6. 25.

1962. 5. 24.

1956. 6. 5.

1957. 6. 4.

1961.

6. 25.

1962. 5. 24.

1956. 6. 5.

1960. 5. 16.

1961.

6. 25.

1962. 5. 24.

1956. 12. 12.

1960. 5. 21.

1961.

6. 25.

1962. 5. 24.

1957. 5. 21.

1960. 5. 16.

1961.

7. 22.

1962. 5. 24.

1957. 6. 5.

1958. 6. 4.

1961.

8. 22.

1962. 5. 24.

1.

6. 25.

부록 4.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대리위원
성 명

한국은행 70년사

취임일자

퇴임일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50. 6. 5.

1951.

9. 13.

1956. 6. 8.

1958. 9. 3.

1950. 6. 5.

1952. 6. 4.

1957. 5. 21.

1959. 6. 4.

1950. 6. 5.

1952. 6. 4.

1957. 6. 5.

1958. 6. 4.

1950. 6. 5.

1953. 6. 4.

1957. 6. 5.

1960. 12. 31.

1950. 6. 5.

1952. 6. 4.

1958. 7.

1.

1959. 6. 4.

1950. 6. 5.

1954. 12. 12.

1958. 7.

1.

1960. 5. 16.

1950. 6.

7.

1950. 8. 31.

1958. 8. 29.

1960. 4.

1950. 12.

7.

1951. 3. 16.

1958. 9. 3.

1959. 3. 30.

9.

1951.

9. 13.

1953. 9.

9.

1959. 3. 30.

1960. 5. 4.

1951.

9. 13.

1951. 12. 18.

1959. 6. 5.

1960. 5. 16.

1952. 6. 5.

1953. 6. 4.

1959. 6. 5.

1960. 5. 16.

1952. 6. 5.

1953. 6. 4.

1960. 5. 4.

1961.

1952. 6. 5.

1956. 6. 4.

1960. 5. 16.

1960. 12. 31.

1953. 6. 5.

1954. 6. 4.

1960. 5. 16.

1961.

6. 4.

1953. 6. 5.

1954. 12. 22.

1960. 5. 16.

1961.

6. 25.

1953. 6. 5.

1957. 6. 4.

1960. 5. 16.

1961.

6. 25.

1953. 9. 14.

1954. 7. 5.

1960. 5. 19.

1961.

6. 30.

1954. 3. 18.

1955. 12. 26.

1960. 12. 31.

1961.

6. 4.

1954. 6. 5.

1955. 12. 12.

1960. 12. 31.

1961.

6. 4.

1954. 7.

1955. 11.

9.

1961.

5. 30.

1961. 12. 22.

1954. 12. 12.

1955. 6. 4.

1961.

7. 6.

1961. 10. 28.

1954. 12. 22.

1955. 6. 4.

1961.

8. 22.

1962. 5. 24.

1955. 6. 5.

1956. 6. 4.

1961.

8. 22.

1962. 5. 24.

1955. 11.

9.

1956. 6. 8.

1961.

8. 22.

1962. 5. 24.

1955. 12. 12.

1956. 12. 12.

1961.

8. 22.

1962. 5. 24.

1956. 1. 5.

1958. 8. 28.

1961. 10. 28.

1962. 5. 24.

1956. 6. 5.

1960. 5. 16.

1961. 12. 15.

1962. 5. 24.

1956. 6. 5.

1958. 2. 27.

1961. 12. 22.

1962. 5. 24.

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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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통화운영위원(1962. 5. 24 ~ 1998. 3. 31)
위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취임일자

퇴임일자

1962.

5. 24.

1962.

6. 16.

1966. 5. 25.

1967. 12. 29.

1962.

5. 25.

1965.

5. 24.

1966. 5. 25.

1969.

1962.

5. 25.

1965. 4. 30.

1966.

9. 26.

1966. 12. 27.

1962.

5. 25.

1962.

8. 20.

1966. 12. 27.

1968. 5. 21.

1962.

5. 25.

1962.

8. 4.

1967.

1. 28.

1967.

6. 15.

1962.

5. 25.

1967.

5. 24.

1967.

5. 25.

1979.

5. 24.

1962.

5. 25.

1966. 5. 24.

1967. 12. 29.

1970. 5.

2.

1962.

5. 25.

1962.

1967. 12. 29.

1969. 12.

8.

1962.

5. 26.

1963. 6.

3.

1967. 12. 29.

1969.

1962.

6. 18.

1963. 2.

8.

1968. 5. 21.

1969. 10. 21.

1962.

8. 20.

1965.

5. 24.

1968. 5. 28.

1968. 12.

1962.

8. 20.

1964. 3.

1968. 5. 28.

1970. 10. 28.

1962.

8. 20.

1963. 5. 24.

1968. 12.

9.

1975. 5. 19.

8.

1963. 12. 16.

1969.

5. 25.

1972. 5. 24.

1963. 5. 25.

1966. 5. 24.

1969.

5. 25.

1970. 12. 31.

1963. 6.

3.

1963. 12. 26.

1969. 10. 21.

1974.

9. 18.

1963. 12. 17.

1964. 6. 26.

1970.

1.

1.

1971.

5. 27.

1963. 12. 26.

1967. 12. 25.

1970. 5.

2.

1978. 5.

1964. 3. 19.

1976.

1971.

2. 4.

1976.

1964. 6. 26.

1964. 12.

5.

1971.

2. 4.

1975. 6. 14.

1964. 12.

1965. 11. 16.

1971.

5. 31.

1974.

1965. 5. 25.

1966. 3.

1972. 6. 15.

1975. 6. 14.

1965. 5. 25.

1968. 5. 24.

1974.

5. 31.

1983. 5. 30.

1965. 8. 15.

1968. 5. 24.

1974.

9. 18.

1978. 12. 22.

1965. 11. 16.

1966.

1. 25.

1975. 5. 19.

1983.

1966.

1966.

9. 26.

1975. 6. 15.

1978. 6. 14.

1966. 12. 27.

1975. 6. 15.

1978. 12. 23.

1963. 2.

5.

1. 25.

196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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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8. 20.

2.

5. 24.

2.

5. 24.

5. 24.

8.

1.

2. 18.

5. 30.

1. 27.

부록 4.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성 명

한국은행 70년사

취임일자

퇴임일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76.

5. 25.

1979.

1. 10.

1986. 8. 20.

1989.

8. 19.

1977.

7.

8.

1980.

7.

7.

1986. 12.

1991.

7. 23.

1978. 5.

2.

1980.

7.

5.

1987.

5. 26.

1988. 12. 4.

1978. 12. 22.

1980. 5. 22.

1987.

7. 28.

1989.

2.

1979.

2.

2.

1982. 5. 24.

1987.

7. 28.

1990.

7. 27.

1979.

2.

2.

1981.

1.

5.

1988. 3. 26.

1992. 3. 25.

1979.

3. 15.

1981.

6. 14.

1988. 4. 11.

1991.

1979.

5. 25.

1981.

1.

1988. 12.

5.

1990. 3. 18.

1980. 5. 22.

1982.

1. 4.

1989.

6. 28.

1992. 6. 27.

1980.

7.

1982.

1. 4.

1989.

7. 21.

1991.

6. 10.

1980.

7. 21.

1980. 12. 29.

1989.

9. 20.

1992.

9. 19.

1981.

2. 12.

1986.

1.

1990. 3. 19.

1991.

5. 26.

1981.

4. 22.

1983.

7. 20.

1990. 8.

1.

1996.

7. 31.

1981.

4. 22.

1983. 10. 22.

1991.

2.

2.

1994. 5. 24.

1981.

7. 21.

1987.

7. 20.

1991.

2.

2.

1997.

1982.

1. 4.

1982. 6. 24.

1991.

5. 27.

1993. 2. 25.

1982.

1.

5.

1983. 10. 31.

1991.

6. 10.

1995.

1982. 6. 24.

1983. 10. 14.

1991.

8.

1994. 8.

1982.

1982. 8. 13.

1992. 3. 26.

1993. 3. 14.

1982. 8. 13.

1984. 5.

1992. 6. 28.

1995. 6. 27.

1983. 2. 16.

1987.

7. 28.

1992.

1995.

1983.

7. 21.

1989.

7. 20.

1993. 2. 26.

1994. 10. 4.

1983.

7. 21.

1986.

7. 20.

1993. 3. 15.

1995. 8. 23.

1983. 10. 14.

1986.

1.

7.

1994. 5. 25.

1998. 3. 31.

1983. 10. 31.

1986.

1.

7.

1994. 8.

2.

1998. 3. 31.

1984.

1.

1990. 11. 24.

1994. 10.

5.

1994. 12. 22.

1984. 6. 22.

1986. 11. 30.

1994. 12. 23.

1995. 12. 19.

1986.

1.

1987.

5. 25.

1995. 8.

2.

1998. 3. 31.

1986.

1. 13.

1988. 3. 26.

1995. 8.

2.

1998. 3. 31.

1986.

1. 13.

1988. 2. 25.

1995. 8. 24.

5.

7. 24.

1.

8.

5.

3.

3.

1.

2.

9. 20.

2.

2.

5.

1.

1.

7. 20.
1.

9. 19.

199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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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 명

취임일자
1995.

퇴임일자

9. 20.

성 명

1976.

5. 12.

1980. 5. 28.

1995. 12. 20.

1996. 8.

1979.

5. 10.

1980.

7. 19.

1996. 8.

1.

1998. 3. 31.

1980. 5. 29.

1980.

9.

1996. 8.

8.

1997.

5.

1980.

7. 31.

1982. 5. 23.

1997.

2.

2.

1998. 3. 31.

1980.

9.

2.

1982.

1997.

3.

6.

1997. 11. 18.

1982.

1.

5.

1982. 6. 23.

1997. 11. 19.

1998. 3.

2.

1982. 5. 31.

1983. 11. 23.

1998. 3.

3.

1998. 3. 31.

1982. 6. 26.

1983.

1998. 3.

6.

1998. 3. 31.

1983.

7. 13.

1983. 10. 13.

1983. 10. 15.

1985. 2. 20.

1983. 11. 24.

1986. 11. 23.

1985. 2. 21.

1988. 3. 4.

1986. 11. 28.

1988. 2. 25.

취임일자

3.

7.

퇴임일자

1.

1. 4.

7. 12.

1962.

5. 24.

1962.

6. 27.

1988. 3.

3.

1991.

1962.

5. 28.

1968. 5. 27.

1988. 3.

5.

1988. 12. 12.

1962.

6. 28.

1963. 6.

2.

1988. 12. 13.

1990.

1. 30.

3. 29.

2. 18.

1963. 6.

3.

1964. 10.

5.

1990.

1. 31.

1991.

1964. 10.

6.

1964. 12. 10.

1991.

2. 19.

1993. 3.

1964. 12. 26.

1966.

1991.

4. 4.

1993. 3. 31.

1966.

1966. 12. 27.

1993. 3. 4.

1994. 5. 22.

1966. 12. 28.

1970. 5.

1993. 4.

1995.

1968. 5. 24.

1969.

8. 19.

1994. 5. 23.

1994. 12. 25.

1969.

1970. 10. 25.

1994. 12. 26.

1995. 12. 20.

1974.

1995.

1997.

1. 26.

8. 20.

197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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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일자

1998. 3. 31.

교체위원
성 명

취임일자

7.

1. 25.

7.

1. 31.

1.

1. 13.

3.

1. 12.

3.

6.

1970. 10. 26.

1972. 8.

2.

1995. 12. 26.

1996. 12. 23.

1972. 8.

3.

1973. 5.

2.

1996. 12. 24.

1997.

3.

5.

1973. 5.

3.

1974.

1. 31.

1997.

3.

1998. 3.

8.

1974.

1. 31.

1979.

5.

1997.

3. 13.

1974.

2.

1976.

5. 11.

1.

9.

1998. 3.

7.

9.

1998. 3. 31.
1998. 3. 31.

부록 4.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3) 금융통화위원(1998. 4. 1 이후)
성 명

한국은행 70년사

취임일자

퇴임일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98. 4.

1.

2002. 3. 31.

2010. 4.

1.

2014. 3. 31.

1998. 4.

8.

2000. 4.

7.

2010. 4. 15.

2014. 4. 14.

1998. 4.

8.

2000. 4.

7.

2012.

4.

8.

2014. 5. 10.

1998. 4.

8.

2000. 4.

7.

2012.

4. 21.

2016. 4. 20.

1998. 4.

8.

1999.

6.

2.

2012.

4. 21.

2016. 4. 20.

1998. 4.

8.

2002. 4.

7.

2012.

4. 21.

2016. 4. 20.

1998. 4.

8.

2002. 1. 28.

2012.

4. 21.

2016. 4. 20.

1999.

1.

2002. 4.

7.

2014. 4.

1.

2000. 4. 17.

2002. 4. 23.

2018. 4.

1.

2000. 4. 17.

2004. 4. 16.

2014. 5. 13.

2018. 5. 12.

2000. 4. 17.

2004. 4. 16.

2014. 6. 25.

2017.

2002. 4.

1.

2006. 3. 31.

2016. 4. 21.

2020. 4. 20.

2002. 4.

8.

2006. 4.

7.

2016. 4. 21.

2020. 4. 20.

2002. 4.

8.

2004. 1.

1.

2016. 4. 21.

2020. 4. 20.

2002. 4.

8.

2003. 12. 31.

2016. 4. 21.

2020. 4. 20.

2002. 5. 28.

2004. 4. 16.

2020. 4. 21.

2004. 1.

1.

2006. 3. 31.

2017.

2004. 2.

2.

2006. 4.

7.

2018. 5. 17.

2004. 4. 21.

2008. 4. 20.

2020. 4. 21.

2004. 4. 21.

2008. 4. 20.

2020. 4. 21.

2004. 4. 21.

2008. 3. 20.

2020. 4. 21.

2006. 4.

1.

2010. 3. 31.

2006. 4.

7.

2009. 4.

6.

2006. 4.

8.

2010. 4.

7.

7.

2006. 4. 25.

2010. 4. 24.

2008. 4. 21.

2012.

4. 20.

2008. 4. 21.

2012.

4. 20.

2008. 4. 21.

2012.

4. 20.

2009. 4.

2012.

4.

8.

2018. 3. 31.

6. 24.

8.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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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
성 명

224

취임일자

퇴임일자

제1대

1950. 6.

5.

1951. 12. 18.

제2대

1951. 12. 18.

1956. 12. 12.

제3대

1956. 12. 12.

1960. 5. 21.

제4대

1960. 6.

1.

1960.

9.

제5대

1960.

9.

8.

1961.

5. 30.

제6대

1961.

5. 30.

1962.

5. 26.

제7대

1962.

5. 26.

1963. 6.

제8대

1963. 6.

3.

1963. 12. 26.

제9대

1963. 12. 26.

1967. 12. 25.

제10대

1967. 12. 29.

1970. 5.

2.

제11대

1970. 5.

2.

1978. 5.

1.

제12대

1978. 5.

2.

1980.

7.

5.

제13대

1980.

7.

5.

1982.

1. 4.

제14대

1982.

1.

5.

1983. 10. 31.

제15대

1983. 10. 31.

1986.

제16대

1986.

1. 13.

1988. 3. 26.

제17대

1988. 3. 26.

1992. 3. 25.

제18대

1992. 3. 26.

1993. 3. 14.

제19대

1993. 3. 15.

1995. 8. 23.

제20대

1995. 8. 24.

1998. 3.

제21대

1998. 3.

6.

2002. 3. 31.

제22대

2002. 4.

1.

2006. 3. 31.

제23대

2006. 4.

1.

2010. 3. 31.

제24대

2010. 4.

1.

2014. 3. 31.

제25대

2014. 4.

1.

-

1.

8.

3.

7.

5.

부록 5.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부 총 재
성 명
수석부총재1)

취임일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50. 6.

7.

1950. 8. 31.

1958. 8. 29.

1960. 4.

1950. 12.

7.

1951.

1960. 5. 19.

1961.

1951.

부총재

퇴임일자

3. 16.

9.

6. 30.

9. 13.

1951. 12. 17.

1961.

7. 6.

1961. 10. 28.

1954. 3. 18.

1955. 12. 26.

1961. 10. 28.

1962. 5. 24.

1956. 1. 5.

1958. 8. 28.

1962. 5. 28.

1968. 5. 27.

1993. 4.

1995. 1. 12.

1968. 5. 31.

1970. 5.

1995. 1. 12.

1997.

1970. 5.

7.

1974.

1. 30.

1997.

3. 13.

1998. 4. 5.

1974.

1. 31.

1979.

5. 10.

1998. 4. 6.

2000. 7. 13.

1979.

5. 10.

1980.

7. 19.

2000. 7. 24.

2003. 5. 16.

1980.

7. 31.

1982. 5. 23.

2003. 5. 17.

2006. 3. 31.

1982. 5. 31.

1983. 11. 23.

2006. 4.

2009. 4. 6.

1983. 11. 24.

1986. 11. 23.

2009. 4. 8.

2012. 4.

1986. 11. 28.

1988. 2. 25.

2012. 4. 8.

2014. 5. 10.

1988. 3. 3.

1991.

2014. 6. 25.

2017.

1991. 4. 4.

1993. 3. 31.

7.

3. 29.

2017.

1.

7.

3. 6.

7.

6. 24.

8. 21.

주 : 1) 1962. 5.24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부총재를 수석부총재로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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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재보
성 명
부총재

1)

이사2)

취임일자

퇴임일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50. 6.

7.

1950. 12. 6.

1956. 6. 8.

1960. 5. 5.

1950. 6.

7.

1955. 10. 13.

1958. 9. 13.

1961.

8. 26.

1950. 12.

7.

1952. 3. 27.

1958. 9. 13.

1961.

8. 26.

1950. 12.

1961.

5. 29.

7.

1954. 3. 17.

1960.

1951.
1951.

6. 7.
9. 13.

1951. 6. 15.
1960. 4. 28.

1960. 11. 3.
1960. 11. 3.

1961. 5. 31.
1962. 5. 24.

1952.

1. 10.

1956. 1. 4.

1961.

6.

1.

1962. 5. 24.

1952.

1. 10.

1957.

6.

9.

1961.

6. 25.

1962. 5. 24.

1954. 4. 15.

1957.

1. 14.

1961.

7. 6.

1962. 5. 24.

1956. 6. 8.

1959.

5. 14.

1962. 5. 28.

1964. 10. 6.

1976.

2. 6.

1980.

7. 31.

1962. 5. 28.

1965. 5. 27.

1976.

2. 6.

1980.

7. 19.

1962. 5. 28.

1966. 12. 17.

1976. 11. 18.

1980.

7. 19.

1962. 5. 28.

1967. 12. 28.

1978. 5. 4.

1980. 8. 21.

1962. 5. 28.

1966. 12. 17.

1979.

1982. 5.

1964. 10. 15.

1968. 12. 11.

1980. 8. 21.

1982. 5. 30.

1965. 5. 28.

1967. 10. 24.

1980. 8. 21.

1982. 5. 30.

1966. 12. 17.

1968. 12. 5.

1980. 8. 21.

1983. 11. 23.

1966. 12. 17.

1968. 2. 15.

1980. 8. 21.

1983. 6. 30.

1967. 10. 27.

1968. 11. 26.

1982. 5. 31.

1984. 10. 24.

1968.

1972. 8. 3.

1982.

7.

1.

1983. 11. 23.

1968. 2. 15.

1974.

2. 14.

1982.

7.

1.

1984. 10. 24.

1968. 11. 27.

1972. 4. 27.

1983.

7. 13.

1988. 3. 2.

1968. 12. 11.

1970. 5.

7.

1983. 11. 24.

1986.

7. 17.

1968. 12. 11.

1972. 4. 29.

1983. 11. 24.

1989.

1. 18.

1970. 5.

1974.

1. 30.

1984. 10. 25.

1986. 11. 27.

1972. 4. 29.

1975. 4. 28.

1984. 10. 25.

1987.

6. 2.

1972. 4. 29.

1975. 4. 28.

1986. 8. 21.

1989.

7. 17.

1972. 8. 3.

1976. 11. 18.

1986. 11. 28.

1987.

6. 28.

1974.

1. 31.

1979.

5.

9.

1987.

7. 23.

1990. 5. 16.

1974.

2. 25.

1976.

2. 5.

1987.

7. 23.

1993. 3. 4.

1975. 4. 29.

1976.

2. 5.

1988. 3. 3.

1993. 5. 5.

1975. 4. 29.

1978. 4. 28.

1989.

1995. 1. 11.

1. 26.

7.

9.

1.

5. 10.

1. 19.

9.

주 : 1) 1962. 5.24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부총재보를 부총재로 호칭
2) 1962. 5.24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부총재보를 이사로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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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성 명
이사

부총재보1)

취임일자

취임일자

퇴임일자

7. 19.

1995. 1. 13.

1998. 4. 5.

1990. 5. 17.

1995. 3. 22.

1995. 3. 23.

1998. 3. 22.

1992.

7. 24.

1994.

9. 14.

1995.

1997.

1993. 3. 4.

1995.

7. 19.

1995. 9.

7.

1998. 4. 5.

1993. 5. 6.
1994. 9. 15.

1995. 9. 6.
1997. 7. 28.

1997.
1997.

3. 13.
7. 29.

1998. 4. 5.
1998. 4. 5.

1998. 4. 6.

2000. 5. 16.

2009. 4. 26.

2012. 3. 21.

1998. 4. 6.

2000. 4. 25.

2009. 4. 26.

2012. 4. 25.

1998. 4. 6.

2001. 4. 5.

2010. 5. 19.

2013. 5. 18.

1998. 4. 6.

2000. 7. 23.

2010. 8. 19.

2012. 4.

1998. 4. 6.

2001. 4. 5.

2012. 3. 22.

2013. 4. 5.

2000. 5. 17.

2003. 5. 16.

2012. 4. 26.

2014.

2000. 5. 17.

2003. 4. 25.

2012. 4. 8.

2015. 3. 4.

2000. 7. 24.

2003. 5. 16.

2012. 4. 26.

2015.

2001. 4. 6.

2004. 2. 29.

2014. 8. 5.

2016. 3. 3.

2001. 4. 6.

2004. 4. 5.

2013.

7. 16.

2016.

7. 15.

2003. 5. 17.

2004. 4. 6.

2013.

7. 16.

2016.

7. 15.

2003. 4. 26.

2006. 4. 25.

2015.

1. 16.

2018.

1. 15.

2003. 5. 17.

2006. 4. 25.

2015. 3. 5.

2017.

8. 20.

2004. 3. 8.

2007. 3.

2016. 5.

9.

2019.

5. 8.

2004. 4. 12.

2007. 4. 6.

2016.

7. 16.

2019.

7. 15.

2004. 4. 12.

2007. 4. 11.

2016.

7. 16.

2018. 3. 30.

2006. 4. 26.

2009. 4. 25.

2017.

9. 26.

2019. 12. 19.

2006. 4. 26.

2009. 4. 25.

2018. 5. 15.

2007. 3. 8.

2009. 4.

2018. 5. 15.

2007. 4. 12.

2010. 4. 6.

2019.

6. 4.

2007. 4. 12.

2010. 4. 11.

2019.

7. 25.

2009. 4. 26.

2012. 4. 25.

2020. 3.

1989.

7. 20.

퇴임일자
1992.

성 명

7.

7.

7. 20.

3. 12.

7.

7. 4.
1. 2.

9.

주 : 1) 1998. 4. 1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이사를 부총재보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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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성 명
감사

취임일자
1950. 6.

퇴임일자
7.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53. 10. 29.

1988. 3. 3.

1989.

1953. 10. 29.

1957.

1. 13.

1989.

1. 19.

1992. 1. 13.

1957.

1. 17.

1961.

6. 30.

1992. 1. 16.

1993. 2. 26.

1961.

6. 30.

1962. 5. 24.

1993. 3. 5.

1993. 5. 5.

1962. 5. 28.

1965. 5. 27.

1993. 5. 6.

1995. 9.

1965. 5. 28.

1967. 10. 25.

1995. 9.

1997.

1967. 10. 25.

1972. 4. 29.

1997.

1972. 4. 29.

1976. 11. 5.

1998. 4.

9.

2000. 4. 16.

1976. 11. 19.

1977.

4. 15.

2000. 5. 16.

2003. 5. 15.

1977.

4. 15.

1979.

9. 29.

2003. 6. 12.

2006. 6. 11.

1979.

9. 29.

1980.

7. 12.

2006. 6. 13.

2009. 6. 12.

1980. 8. 21.

1982. 5. 31.

2009. 6. 13.

2012. 6. 12.

1982. 5. 31.

1984. 10. 24.

2012. 6. 13.

2015. 6. 12.

1984. 10. 25.

1986. 6.

2015. 6. 13.

2018. 6. 12.

1986. 6. 26.

1988. 3. 2.

1.

2018.

7.

7. 29.

1. 14.

1.

7. 22.

1998. 4. 5.

9. 10.

주 : 1) 1962. 5.24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퇴임후 재임명

•은행감독원장
성 명
은행감독
부장1)

은행감독
원장2)

취임일자

퇴임일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50. 6. 12.

1954. 10. 30.

1961.

1. 12.

1961.

1955.

1. 17.

1957.

1. 14.

1961.

6. 29.

1961. 10. 27.

1957.

1. 14.

1959.

5. 15.

1961. 11. 15.

1962. 5. 24.

1959.

5. 15.

1961.

1. 12.

6. 29.

1962. 5. 31.

1967. 12. 26.

1986. 1. 13.

1988. 4. 15.

1967. 12. 29.

1970. 5. 2.

1988. 4. 19.

1990. 3. 28.

1970. 5.

1973. 4. 27.

1990. 3. 28.

1991. 5. 26.

1973. 4. 27.

1979.

1991. 6. 5.

1992. 9. 6.

1979.

1982. 5. 24.

1992. 9.

7.

1993. 3. 14.

1982. 5. 24.

1983.

1993. 3. 31.

1995. 1. 8.

1983.

7. 13.

1983. 10. 31.

1995. 1.

9.

1996. 8. 13.

1983. 10. 31.

1985. 2. 25.

1996. 8. 23.

1998. 2. 28.

1985. 2. 26.

1986. 1.

1998. 3. 30.

1998. 3. 31.

5.

7.

7.

5.

7.

7. 13.

7.

주 : 1) 1962. 5.24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은행감독원을 은행감독부로 호칭
2) 1998. 4. 1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은행감독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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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은행감독원 부원장
성 명
은행감독부
부부장

1)

은행감독원2)
부원장

취임일자

퇴임일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59.

5. 21.

1961.

5. 31.

1961.

6.

1.

1962. 5. 24.

1960.

9. 15.

1961.

8. 26.

1961.

6.

1.

1962. 5. 24.

1962. 5. 28.

1963. 11.

7.

1986. 11. 28.

1988. 3. 2.

1963. 11.

1972. 4. 28.

1988. 3. 3.

1990. 5. 11.

1972. 4. 29.

1976.

2. 6.

1990. 5. 17.

1991. 4. 3.

1976.

2. 6.

1979.

5.

1991. 4. 4.

1993. 3. 31.

1979.

5. 10.

1980.

7. 19.

1993. 4.

1.

1993. 4. 28.

1980.

7. 31.

1982. 5. 19.

1993. 5. 6.

1995. 2. 22.

1982. 5. 31.

1983. 10. 31.

1995. 3. 23.

1997.

1983. 11. 24.

1986. 11. 23.

1997.

1998. 3. 31.

7.

9.

3. 13.

3. 12.

주 : 1) 1962. 5.24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은행감독원을 은행감독부로 호칭
2) 1998. 4. 1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은행감독원 분리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성 명
은행감독원
부원장보1)2)

취임일자

퇴임일자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978.

1.

1.

1978. 5. 3.

1986. 6. 26.

1987.

1978.

1.

1.

1980. 8. 20.

1986. 11. 28.

1991. 4. 3.

1978. 5. 4.

1980.

7. 30.

1987.

2. 27.

1992. 1. 15.

1978. 5. 4.

1980. 8. 20.

1987.

7. 23.

1993. 3. 31.

1980. 8. 21.

1981.

8. 20.

1991. 4. 4.

1994. 4. 3.

1980. 8. 21.

1982. 6. 30.

1992. 1. 16.

1993. 5. 5.

1980. 8. 21.

1983. 11. 23.

1993. 4.

1996. 3. 31.

1981. 10. 15.

1983. 11. 11.

1993. 5. 6.

1997.

3. 12.

1982.

1.

1986. 11. 27.

1994. 4. 4.

1997.

2. 25.

1983. 11. 24.

1984. 10. 24.

1996. 4. 4.

1998. 3. 31.

1983. 12.

1987.

2. 26.

1997.

3. 13.

1998. 3. 31.

1986. 6. 25.

1997.

3. 13.

1998. 3. 31.

7.

1.

1984. 10. 25.

1.

7. 22.

주 : 1) 1978. 1. 1 임원으로 승격
2) 1998. 4. 1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은행감독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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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도표

기획협력국 (5)

부총재보

지역협력실 (2)
법규제도실 (2)

공보관

금융통화위원회실 (1)
비서실
커뮤니케이션국 (4)
경제교육실 (2)

부총재보

전산정보국 [3](11)
인사경영국 (4)
재산관리실 (3)
안전관리실 (2)
별관건축본부

금융통화위원회

인재개발원 (4)

총재

부총재

정책보좌관

인사운영관

부총재보

조 사 국 [3](13)

경제통계국 [2](13)
금융안정국 [2](8)
금융검사실 (4)

부총재보

통화정책국 [1](6)
금융시장국 [1](6)
금융결제국 [2](9)
국고증권실 (2)
발 권 국 (6)

부총재보

국 제 국 [2](8)
5개 국외사무소
국제협력국 [1](6)
외자운용원 [3](11)
경제연구원 <6>
16개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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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6)

부록 6. 조직도표

1

2

3

4

5

6

역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감사 및
외자운용원장

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대 집행간부 및 감사

조직도표

경영전략팀, 운영리스크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지역협력조정팀, 지역경제팀
금융법규팀, 일반법규팀
의사팀

커뮤니케이션기획팀(정보자료반), 커뮤니케이션운영팀(사료반), 뉴미디어팀, 화폐박물관팀
경제교육기획팀, 경제교육운영팀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품질관리팀, 전산운영부(경영시스템팀(IT지원반), 정책시스템팀, 데이터분석팀), 전산관리부(주전산팀, 서버팀, 통신팀),
회계결제시스템부(회계시스템팀(개발총괄반), 결제시스템팀)
인사제도팀(연구지원반),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열린상담반), 경리팀
재산총괄팀, 시설운영팀, 조달관리팀
안전계획팀, 안전운영팀
(기획반), (건축반)
연수총괄팀, 연수운영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조사총괄팀, 동향분석팀, 거시재정팀, 국제무역팀, 고용분석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거시모형부(전망모형팀, 모형연구팀),
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 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통계기획팀(빅데이터통계연구반), 통계조사팀, 통계정보팀(ECOS재구축반),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기업통계팀), 국민계정부(국민소득총괄팀(분배국민소득반),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안정총괄팀, 시스템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금융안정연구부(금융안정연구팀, 금융제도연구팀)
검사총괄팀(상시모니터링반), 일반은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정책총괄팀, 금융기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시장총괄팀, 시장운영팀, 자금시장팀, 금융시장연구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 주식시장팀)
결제정책팀(국제결제협력반),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지급결제개선반),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전자금융부(전자금융기획팀,
전자금융조사팀, 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국고팀, 증권팀
발권정책팀, 발권기획팀(화폐수급시설개선반), 화폐수급팀, 화폐관리1팀, 화폐관리2팀, 화폐연구팀
국제총괄팀, 외환회계팀, 외환시장팀, 국제금융부(자본이동분석팀, 국제금융연구팀), 외환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외환정보팀)
뉴욕(워싱턴), 프랑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홍콩, 상해)
협력총괄팀(의제연구반), 국제기구팀, 지역기구팀, 금융협력팀, 교류협력부(대외교류팀, 지식협력팀)
외자기획부(운용기획팀, 리스크관리팀, 위탁1팀, 위탁2팀), 투자운용부(운용전략팀, 정부채1팀, 정부채2팀, 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운용지원부(자금결제팀, 외자시스템팀)
연구조정실, 금융통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부산, 대구경북, 목포,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릉, 울산, 포항, 강남
감사기획팀(감사협력반), 경영관리감사팀, 정책현업감사팀, 외환국제감사팀, 조사통계감사팀, 전산정보감사팀
※ [ ]내는 부 수, ( )내는 팀 수, < >내는 연구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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