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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證券會社와 保險會社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증권회사의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한편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원화반출입시 한국은행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원
화, 외화 및 자기앞수표를 합산하여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관신고의무를 부과하
였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해외환전용으로 원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 없이 한국은

제`5`장 정부의 외환정책 및 금융제도 운영

행에 사후보고하도록 간소화하였다.
이 밖에 국내법인의 非居住者에 대한 外貨貸出限度 상향조정(30만달러 → 1천만달러), 대
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 확대(건당 5만달러 → 10만달러), 할부금융업자에 대한 외국환업
무 취급 허용, 외국환은행의 일반계정 및 역외계정간 자금이체 제한 완화 등 기타 외환거래

제`1`절 외환정책

1. 외환제도의 선진화 도모
政府는 4월 16일 국내 외환시장을 동아시아의 國際金融中樞(International Financial
Hub)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外換市場 中長期 發展方向」
을 수립하여 1, 2차 外換自由化 조
치시(1999년 4월, 2001년 1월) 외환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남겨 두었던 규제를 3단계에 걸
쳐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 1단계 조치로 외환거래 절차상의 잔존규
제 대폭 완화, 외환시장 확충, 원화의 국제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外換制度 先進
化 計劃」
을 수립하여 7월 1일 시행하였다.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2.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정부와 韓國銀行은「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시행으로 외환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외환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먼저 1천달러
이상 거래내역을 外換電算網을 통해 계속 관리하는 한편 1만달러를 초과하는 원화 등 지급
수단의 반출 내역을 세관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기업의 본지
사 및 지사간 외환거래 상계 내역중 수출입거래 관련 사항만을 외국환은행이 관세청에 통보
하던 것을 한국은행이 기업의 본지사 및 지사간 모든 외환거래 상계 내역을 신고 받아 관세
청 및 국세청에도 통보하도록 변경하였다. 특히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

먼저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시 한국은행의 확인 제도를 폐지하여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

전산망과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년 11월

는 해외증여성 송금, 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체제비 및 유학비 지급, 건당 5만달러

말에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 FIU)을 통하여 불법자금거래

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을 자유화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대

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였다.

외거래시 신용카드 결제한도(건당 5천달러)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에

한편 원貨환율은 외환시장의 需給事情에 따라 自律的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대내외 충격

한하여 허용하던 본지사 및 지사간 경상 및 자본거래의 相計(multi-netting)를 해외에 본

이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등에 따른 단기간의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할 수

사를 둔 기업에도 허용하여 외국인기업의 외환거래 및 환위험 관리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덜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환시장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을 해

어 주었다. 이외에도 10만달러 이하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결제시에는 수출입신고필증

소하기 위한 외환매매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중 12차례에 걸쳐 총 7조 5천억원의 外國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지급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등 수출입결제 관련절차를 간소화하였다.

換平衡基金債券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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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추진중이다. 2000년부터 매각을 추진하다가 2001년중 AIG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현투증권은 2002년초부터 푸르덴셜금융그룹과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2001년 3월과 9월에 각각 설립된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이어

1. 금융기관 구조조정
연중 금융구조조정은 일부 국유은행의 민영화와 비은행금융기관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동원금융지주회사(가칭)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예비 설립인가를 받았다(12월).

<표 Ⅴ-`1>

1998~2002년중 금융기관1) 수의 변화내용
단위 : 개

추진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100%였던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매각되었으며 경영

1998~2001년

1997년말

이 부실한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매각, 합병, 인허가 취소 등의 방법으
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은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부실
채권 매입 등을 위해 약 3조 7천억원의 公的資金을 사용하였다.

금융기관 합병 및 퇴출
연중에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의 경우 조흥·한
빛·외환·광주·경남 등 5개 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는 등 경영개선목표를 달
성함에 따라 適期是正措置를 해제(4월)받은 데 이어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로 편입
되고(5월)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매각되었다(11월).
보험회사중에서는 대한생명이 공개입찰방식으로 한화컨소시엄에 매각되고(10월) 국제화

기관수
은

퇴출2)

합병3)

2002년
신설

퇴출2)

합병3)

2002년말
신설

기관수
19

행

33

5

8

-

-

1

-

종 합 금 융 회 사

30

22

6

1

-

-

-

3

증

사

36

6

1

17

-

2

1

45

투자신탁(운용)회사

31

6

1

6

-

-

1

31

생 명 보 험 회 사5)

31

7

5

-

-

-

1

20

권

회

4)

손 해 보 험 회 사

14

-

1

1

-

-

2

16

상 호 저 축 은 행6)

231

95

26

12

4

2

1

117

신 용 협 동 조 합

1,666

305

102

9

32

3

-

1,233

계

2,072

446

150

46

36

8

6

1,484

주 : 1) 한아름종합금융,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등 가교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제외
2) 인가취소(신청), 파산, 해산 포함
3) 합병으로 소멸된 금융기관 수
4)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
5) 우체국보험 제외
6)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2002년 3월에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재보험이 근화제약에 매각되었다(1월). 또한 2001년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리젠트화
재보험은 契約移轉 방식으로 정리되었다(6월).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증권회사중에서는 리젠트증권이 일은증권을 브릿지증권으로 합병하였고(1월) 굿모닝증
권이 신한증권을 굿모닝신한증권으로 합병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7월).
신용협동조합중에서는 3개 조합이 합병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140개 조합에 대해 금융
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가 실시되어 이중 32개 조합이 퇴출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
는 6개 상호저축은행이 합병 또는 퇴출되었다.
한편 2001년부터 제3자 매각을 추진중이던 대신생명보험의 경우 이수화학 컨소시엄과
녹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2월)하여 매각협상을 진행중이며, 한일생명보험과 쌍용
화재보험도 국외투자자와의 매각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공개입찰방식 등을 통해 새로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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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등은 2002년중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손실보전,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약 3조 7천억원의 公的資金을 투입하였다.
2002년중 金融機關에 투입된 공적자금 내역을 지원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3조 3
천 588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천 490억원을 지원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퇴출 금융기
관의 예금 대지급에 2조 3천 777억원을 사용하였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손실보전
을 위해 각각 6천 654억원 및 3천 156억원을 사용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
입을 위해 3천 490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이중 은행에 1천 5억원, 투신사에 1천 685억원, 상
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에 153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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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2년중 공적자금 지원내용을 금융권별로 보면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에
2조 4천 498억원, 은행에 8천 206억원, 투자신탁(운용)회사에 1천 685억원, 종합금융회사
에 1천 176억원, 그리고 보험회사에 892억원 등이 지원되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자에 대한 정보 제공절차 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였다.
먼저 私金融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을 양성화하기 위하여「貸付業의登錄및金融利用者
保護에관한法律」
(2002.10.27 시행, 이하 괄호내의 일자는 시행일임) 및「동 시행령」
(2002.10.28)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해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대부

<표 Ⅴ-`2>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

2002년중 공적자금 지원내역1)
단위 : 억원

구 분
은

예금보험공사
행

7,201

예금대지급
-

증자지원

손실보전

자산매입

한국자산
관리공사

-

547

6,654

1,005

8,206

합

계

록 하였다. 또한 貸付業者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66%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
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는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종

금

사

1,173

-

-

1,173

-

3

1,176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

증

권

사

-

-

-

-

-

-

-

보

험

사

여 업무 및 업무관련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869

-

0.5

868

-

23

892

투

신

사

-

-

-

-

-

1,685

1,685

24,345

23,777

-

568

-

153

24,498

아울러 은행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을 취급하는 모든 金融機關에 대해서도

상 호 저 축 은 행2)
및
신
협
기

타
계

소속 공무원의 임점검사도 가능하게 하였다.

-

-

-

-

-

621

621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동시에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은행, 농업협동조

33,588

23,777

0.5

3,156

6,654

3,490

37,078

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한국은행이, 그 밖의 금융기관의

3)

주 : 1) 본 통계는 2002년 8월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공적자금백서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수록된 자금지원 내역을 기초로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것으로 수정될 수도 있음
2)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됨
3) 외국금융기관 보유 대우그룹관련 부실채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정리금융공사 보유 부실채권 매입액
자료 :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출자금의 조달비용, 연체 금액·기간, 연체금의 관리비용 등을 감
안하여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與信專門金融業法」
(2002.7.1) 및「동 시행령」
(2002.7.1)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신용카드업자는 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때 카드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용카드의 발급대상을 발급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신용카드 이용대

2. 금융관계 법령 정비

금 결제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서와 동 대리인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가 부

2002년중 정부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기관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대업무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신용카드이용과 관련한 대금결제업무에 충실하도록 신용카드

금융규제의 완화 및 투명성 제고,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금융관계 법령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 평균잔액(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잔액)이

을 정비하였다.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해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분기 평균잔액(신용
판매 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貸付業者의 대출이자율 및 與信金融機
關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104

금융거래에 있어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사생활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金融實
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2002.7.1) 및「동 시행령」
(2002.7.1)을 개정하였다. 먼저 금
융거래정보 요구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재정경
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 동 정보를 제공한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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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을 금융거래정보 명의인에게 통보하기 전에 정보제공 요구자로부터 통보유예를 요청
받은 경우 적용되는 통보유예기간을 단축하였다.

소수주주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이하 동일)에 대한 동일인의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한
편 동 금융기관과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였다.

少數株主 등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少數株主權 행사요

먼저「銀行法」
(2002.7.28)과「동 시행령」
(2002.8.21),「金融持株會社法」
(2002.7.28)과

건을 완화하고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이하 동일)가 보유주식에

「동 시행령」
(2002.8.21)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 이하 동일) 주식 보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10%(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25%,

먼저 정부는「銀行法」
(2002.7.28) 및「金融持株會社法」
(2002.7.28)을 개정하여 은행 및

33%마다 단계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초과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非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중 유지청구권 및 회계장부열람권의

金融主力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

행사요건을 각각 발행주식의 0.25% 및 0.5% 보유에서 0.025% 및 0.05% 보유로 완화하

사의 경우 15%)로 제한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까지 보유를 허용

였다.

하고 대신 동 초과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였다.

또한 정부는「證券投資信託業法」
(2002.7.28) 및「동 시행령」
(2002.9.26),「證券投資會社
法」
(2002.7.28) 및「동 시행령」
(2002.9.26)을 개정하여 증권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
였다. 먼저 투자신탁(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 및 그 회사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탁받은 자

<표 Ⅴ-`3>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보유 규제

산운용회사를 포함, 이하 동일)가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신탁재산(자산총액)에서 5%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
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영업보고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자산
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투자신탁(운용)회

기본한도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1)
비금융주력자

10%2)
4%2)

기본한도 초과보유 여부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시 10%2), 25%, 33% 초과보유 가능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시 10%까지 보유 가능 단, 4% 초과분은 의결
권 행사 금지

주 : 1) 본인 및 특수관계인(친인척, 이들이 소유하는 회사,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직원 등)
2) 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사가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다른 주식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하도록 제한하
였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경우 동 보유주식에 대한 의
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면 신탁재산(증권투자회사)의 손실이 명백한 것으로 예상될 때에

아울러 산업자본이 친족분리를 통해 銀行株主로 참여하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동일계열
관계가 아닌 회사로 인정되는 친족분리회사의 지배주주를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는 당해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와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

한편 은행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大株主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은행 自

총수의 30% 범위 안에서 합병·영업양도·임원임면·정관변경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의

己資本(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지주회사그룹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이하 동일)의 25% 이

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로 제한하고 동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은행 등과의 교차신용공여를 금지하는 한편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금액을 은행 등 자기자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하였
다. 또한 大株主에 대하여 단일 거래금액이 은행 등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동 금액 이상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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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동 신용공여

체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을 공여하는 자은행 자기자본의 10% 및 20% 이내로 각

및 주식 취득 직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은행 등은 대주주에 대한

각 제한하였다.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표 Ⅴ-`5>

자은행의 거래행위 규제

또한 대주주의 부실화로 은행 등의 건전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金融監督委
거래 내용

員會는 은행 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대주주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리고 대주주가 은행 등에 대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경제

주식소유

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신용공여

하는 것 등을 금지하였다.

<표 Ⅴ-`4>

규제 내용

계열은행 주식소유

금 지

계열은행이 아닌 은행 주식소유

소유대상 은행 발행주식의 15%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금 지

계열 자은행 1개에 대한 신용공여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

계열 자은행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20%

계열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금 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그룹과 대주주1)간 거래 규제

그 밖에 은행 임·직원에 대해 자은행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은
거래 내용

규제 내용

전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은행 자기자본2)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동 한
도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은행과의 교차신용공
여 금지

신용공여

대주주에 대한 단일거래금액이 은행 자기자본2)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후에 금융감

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

독위원회에 보고

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주식취득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은행 자기자본2)의 1% 이내로 제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단일거래금액이 은행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후에 금융감

자기자본2)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독위원회에 보고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
주 : 1) 동일인(주주 1인 포함)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또는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2) 은행지주회사그룹의 경우는 동 그룹 전체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 및 동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은행 임원
겸직도 허용하였다. 특히 은행의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규제의 완화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2002년중에도 계속 추진하였다. 먼저「金融持株會社法」
(2002.7.28) 및「동 시행령」
(2002.8.21)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그룹 소속 금융기관간에
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시너지 효과와 리
스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銀行法」
(2002.7.28) 개정을 통해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제도를 폐지하여 은행장을 상법

아울러 銀行(은행지주회사 제외, 이하 동일)의 子은행 소유 및 은행주식에 대한 포트폴리
오 투자가 가능하도록 은행이 타 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에도 동일인의 銀行柱式 保有限度 規制를 적용하였다. 한편 자은행에 대해서 계열은행 주식
의 소유 및 다른 은행 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자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子은행의 母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및 계열은행 임·직원에 대
한 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자은행의 계열 자은행 1개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계열 자은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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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여 총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였다.
「證券去來法」
(2002.2.1) 및「동 시행령」
(2002.2.9)을 개정하여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추가하였다.
「證券投資信託業法」(2002.7.28) 및「동 시행령」(2002.9.26),「證券投資會社法」
(2002.7.28) 및「동 시행령」
(2002.9.26)을 개정하여 각각 상장지수투자신탁·상장지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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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자회사제도 및 간접투자신탁·간접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 주식투자에
대한 수요 충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되 최저유지 순자산액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與信專門金融業法」
(2002.7.1) 및「동 시행령」
(2002.7.1)을 개정하여 대형 백화점 등 일
부 겸영여신업자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 내에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였다.

금융규제의 투명성 제고

공적자금 상환대책 정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
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고 예금보험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公的資金償還基金法」
(2003.1.1) 및「동 시행령」
(2003.1.1)을 제정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신설하고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상환자금을 지원하도
록 함으로써 공적자금 손실액중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정부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일반회계의 歲計

「預金者保護法」
(2003.1.1) 및「동 시행령」
(2003.1.1)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

剩餘金,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자체 기금의 결산 잉여금

융기관(금융지주회사 포함)에 대한 검사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였다. 먼저 예금자 보호와 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중 회수자금 등이다. 동 기금

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운용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및 검사결과 송부,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25년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예금보험기금

경우 종전에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이에

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상환 용도로 지원받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함

응하도록 하였다.

으로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양 공사가 부담한 채무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 주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여부 판단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으

또한「預金者保護法」
(2003.1.1) 및「동 시행령」
(2003.1.1)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기

로부터 제공받은 부보금융기관 관련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

존 예금보험기금의 청산기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예금보험기금과 분리하여 신

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설하였다. 동 기금은 2003년 1월 1일 이전의 예금보험기금 자산·부채 및 기타의 권리·의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동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 및 재산

무를 포괄승계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되며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

상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

무는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에 귀속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은 공적자금상

사 또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부실

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기관 부실우려금융기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현직 임·직원 등을 포함하

채권 발행자금,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자금 중 회수자금 및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

였다.

입금 등이다. 이중 예금보험 부보금융기관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

그리고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은 예금 등 평균잔액의 0.1%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效率的處理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경우 당해 부보금융기관과 經營正常化 履行約定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부보금융기관

(2002.12.5)을 개정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도

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도모하였다.

록 함으로써 동 기금의 재원조달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미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
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해 2002년 11월 22일로 종료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
성기간을 5년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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