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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의 자산·부채를 승계하며 조
선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
–朝鮮換金銀行 업무를 인수
–조선은행이 수행하던 일반은행업무는
한국상공은행에 인계
–7개 국내지점, 1개 해외지점
·여수, 군산지점 한국상공은행에 이양

1950년
5. 5

韓國銀行法 제정
–설립목적: 통화가치 안정, 은행신용제
도의 건전화 및 대외 결제준비자금의
관리
–최고의결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 설치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및 외환관리,
은행감독업무 수행

6.14

預金支給準備率 결정(7. 10 시행)
–총예금의 10%
–現金保有 認許率: 20%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해 日邊 5厘(연
1.8%)의 이자 지급

6.14

대정부 대출금 금리 결정
–연 2%

5.23 韓國銀行法 施行令 제정
6. 5

金融通貨委員會* 제1차 회의 개최
–韓國銀行 定款, 본점 부서 및 지점 설
치, 타은행과의 환거래계약 체결 승인
등을 의결하고 업무 개시일을 6월 12
일로 결정
* 초대 위원: 최순주(재부무장관), 구용서(한
은총재), 장봉호·하상용(금융기관), 이정
재(대한상공회의소), 윤보선(농림부장관),
홍성하(기획처 경제위원회)

6. 6

정부, 한국은행 資本金(15억圓) 및 出資
積立金(3억圓) 납입

6. 9

한국은행 대출금리 결정
(연 %)
–정부보증대출: 6.2
–정부보증대출 재할인: 4.9
–일반 재할인 : 5.8 이하
–일반어음대출: 6.2 이하
–연 체 대 출 : 20.0 이하
–일반에 대한 기타 대출(무역금융):
금융기관의 해당 이율 준용

6.12

韓國銀行 創立

6.22 예금지급준비금 사용 제한
–어음교환 결제자금으로 사용 가능
–금융기관간 貸借決濟資金으로 직접 사
용 불허
6.26 非常時 貸出* 실시
–戰時 예금인출에 따른 금융기관 자금부
족에 대처 非常時 支給資金口를 설치하
고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자금을 대출
–금리: 연 4%
* 1951. 1월말 290억圓(금융기관에 대한 대
출총액의 74%)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52. 3월말에 전액 회수

7.22 한국은행권 최초 발행
–전시 자금수요 급증과 미발행화폐 보
유 부족에 대처하여 일본대장성 인쇄
국에 의뢰하여 제조한 1,000圓券 및
100圓券을 발행

한국은행,^한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년_(2000.6)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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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第1次 通貨交換 실시(9.15∼9.22)
–워커라인* 이내 지역에서 실시
–무제한 等價 교환(다만 接境地區 피난
민에 대하여는 10만圓까지 교환하고
초과분은 금융기관에 預入)
–교환마감일 이후 동 지역에서 조선은
행 100圓券 유통 금지
–교환실적:175억圓(총 교환금액의 24%)

폐교환이 실시되지 못한 일부 郡地域에 대
한 특별교환이 실시(교환액 2억圓)됨으로
써 화폐교환이 완전히 종료

1951년
2. 1

* 포항, 영천, 대구, 창녕, 마산, 통영을 연결
하는 당시의 전선

10.25 第2次 通貨交換 실시(10. 25∼11. 3)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
로 실시하되 교환금액을 제한
–개인: 2만圓까지 교환하고 초과분은
금융기관에 예입하며 주 2만圓, 월 5
만圓 한도내에서 지급(초과 인출시 재
무부장관 승인 필요)
–군, 관, 법인 및 단체: 금융기관에 일괄
예입하고 재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인출
–교환마감일 이후 동 지역에서 조선은
행 100圓券 유통 금지
–교환실적: 216억圓(총 교환금액의 30%)
11.11 第3次 通貨交換 실시(11. 11∼11. 18)
–잔여 남한 전지역에서 실시
–교환조건은 2차 교환시와 동일
–교환시작일 이후 남한 전역에서 조선
은행 100圓券 유통 금지
–교환실적: 234억圓(총 교환금액의 32%)
11.18 第4次 通貨交換 실시(1950. 11. 18∼
1951. 4. 30)
–치안관계상 교환을 실시하지 못한 지
역에서 실시
–교환조건은 2, 3차 교환시와 동일
–교환실적: 91억圓(총 교환금액의 13%)
* 이후 1951. 9. 24∼1953. 1. 16 기간중 화

한국은행 貸出擔保 臨時適格性 부여
–다음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취
득한 어음, 기타 신용증권을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인정
·육·해운, 인쇄 출판, 토목건설 하청
에 대한 대출(6개월 이내 만기도래분)
·전기·수도공사 공장 창고 기타 건
물의 건축·수리, 정부지정 공공단
체 및 기업에 대한 대출(1년 이내 만
기도래분)
* 1952. 6. 28에 임산물 생산에 관한 대출어
음(1년 이내 만기도래분) 추가

3월

通貨量 編制 시작
–예금통화의 포괄범위에 따라 두 가지
로 구분 편제
–통화공급량 第1義: 민간화폐보유액(현
금통화) + 한국은행 및 전금융기관의
민간당좌예금
–통화공급량 第2義: 통화공급량 第1義
+ 기타 모든예금(특별당좌예금, 통지
예금, 정기예금 및 기타 제예금)

4. 2

UN軍 圓貨貸與金 金利 결정
–연 4%

4. 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4. 1 시행)
–비상시 대출의 조기회수를 위해 동 금
리를 순차적으로 인상(연 %)
·4. 1 이후: 4.0 → 4.4
·5. 1 이후: 4.4 → 4.7
·6. 1 이후: 4.7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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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인율 및 일반어음대출금리도 각각
연 5.8% 및 6.2%에서 7.3%로 인상
6. 7

용 팽창 억제 도모
–종전 총예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를 적용하던 것을 예금종별로 차등화
·公金預金: 15%(6. 1 이후 20%)
·정기예금: 10%(6. 1 이후 10%)
·기타예금: 12%(6. 1 이후 15%)
–지급준비예치금 금리 인상: 연 2.6%
→ 4.4%

한국은행 대출금리 개정(6. 1 시행)
(연 %)
–비상시 대출: 5. 5 → 4. 4(7. 1 시행)
–정부대행기관 대출: 6.2 이하 → 8.0
이하
–무역금융: 10.9 이하 → 12.8 이하
1.31

6. 7

支給準備預置金 금리 인상(6. 1 시행)
–연 1.8% → 2.6%

7. 5

再割引限度制 실시(1951년도 제2/4분기
금융부문 자금운용세칙, 7. 1 시행)
–2/4분기(7∼9월)중 한국은행의 대금융
기관 대출증가한도는 동 기간중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예수금(지급준비예금
제외) 증가액 이내로 하되 월별 자금수
급조절을 위해 95억圓 이내에서 재할
인 한도 증액 허용
* 이후 매분기마다 재할인한도를 설정

·도입외자 인수자금, L/A·L/C기준
무역금융, 정부대행기관 대출 등과 관
련된 한국은행대출은 한도외로 취급
10. 4 비상시 대출금리 인상
–비상시 대출회수 촉진을 위해 금리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인상
·10. 1 이후: 연 4.4% → 6.6%
·12. 1 이후: 연 6.6% → 7.3%(일반
재할인율과 동일)

1952년

交換決濟資金 및 비상시대출 未償還分에
대하여 고금리 부과
–교환결제자금 및 비상시대출 조기 회
수를 위해 상환계획*에 의한 기일별
상환예정액 미상환분에 대하여는 금리
를 계속 인상
·2. 6∼2.20: 연 10.9%(종전 7.3%)
·2.21∼3. 5: 연 12.8%
·3. 6 이후 : 연 14.6%
–2. 6 이후 교환결제자금 신규대출액에
대하여는 연 14.6% 적용
–상환계획에 의해 상환하는 금액에 대
하여는 종전대로 연 7.3% 부과
* 교환결제자금은 2월말까지, 비상시대출금
은 3월말까지 전액 상환

3.20 再割引金利 高率制 실시(1952년도 4∼6
월 고율제 실시요강)
–금융기관의 과도한 韓銀借入 依存을 시정하
기 위해 전분기말 韓銀借入 依存度*를 초과
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고금리 적용

·7∼11% 초과: 소정금리에 연 2.6%
포인트 가산
·11∼13% 초과: 3.3%포인트 가산
·13% 이상 초과: 6.2%포인트 가산
* 한은차입 의존도 = A/(B+2C)
A=한은차입 잔액

1.31

예금지급준비율 인상(4. 1 시행)
–융자 사전승인제 완화에 따른 은행신

B=최근 3개월 예금평균잔액-要지준액
C=최근 3개월 한은예치금+초과지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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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출 및 교환결제자금, 導入外
資 引受資金, 정부보증대출, L/A 및
L/C 기준 수출품 集荷資金은 高率制
대상에서 제외

–동 지급준비율 인상에 의한 지급준비
예치금 증가액에 대하여는 연 5.5%(그
이외는 연 4.7%)의 이자 지급

* 高率制는 1952. 4∼9월중 실시되었으나
1952. 10. 1 限界支準制度 실시와 함께 폐지

9.25 限界支給準備制度 실시(1952년도 3/4분
기 금융부문 자금운용세칙)
–통화긴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과 함께 한계지급준비
제도 실시
–1952년도 3/4분기(10∼12월)중 예금
평균증가액의 50%를 예금지급준비금
으로, 25%는 정부보증대출 재원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3.27 어음대출금리와 재할인율의 차등화(4. 1
시행)
–상업어음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할인
율을 어음대출금리보다 日邊 1∼2厘
(연 0.4∼0.7%) 인하
(연 %)
어음대출 재할인
·정부보증대출
5.5
5.1
·정부계획 수집자금 6.2
5.8
·수출품 집하자금
6.6
6.2
·도입물자 인수자금 6.6
6.2
(원면 등)
(6.2) (5.8)
·기타 특수대출
7.3
6.6
6. 5

재할인금리 高率制 적용방식 변경
–1952년도 2/4분기(7∼9월)중 한은차
입 의존도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금에 대하여 고금리 적용
·3.5∼7% 초과: 소정금리에 연 1.8%
포인트 가산
·7∼8.8% 초과: 3.3%포인트 가산
·8.8% 이상 초과: 6.2%포인트 가산
* 한은차입잔액/전분기중 한은예치금(지준
포함) 평잔의 10배

8. 7

預金支給準備率 인상(10. 1 시행)
–전비지출 확대에 따른 통화증발 억제
도모
·公金預金: 20% → 25%
·정기예금: 10%(종전과 동일)
·기타예금: 15% → 20%

* 한계지급준비제도는 긴급통화조치가 단행
된 1953. 2. 15까지 시행

10. 2 限界支給準備制度 개정
–1952년도 3/4분기(10∼12월)중 예금
평균증가액의 45%를 예금지급준비금
으로, 25% 및 5%를 각각 정부보증대
출 및 국채매입자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12. 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2. 10 시행)
–도입외자 인수자금: 연 6.6%(원면
6.2%) → 7.3%
12.18 限界支給準備制度 개정(1953. 1. 1 시행)
–1952년 9월 下半月대비 매 半月 예금
평균증가액의 45% 및 5%를 각각 예금
지급준비금 및 국채매입자금으로 한국
은행에 예치
–한계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25%의 현
금보유 인정(기존 지급준비금은 20%)
12.25 예금지급준비금중 現金保有 認許率 인상
(1953. 1. 1 시행)
–2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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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특융잔액 516백만환은 1953년말,
2차 특융 567백만환은 1954년 3월말
까지 상환토록 월별 상환계획 작성
–조기상환 촉진을 위해 대출금리를 7월중
연 7.3%에서 매월 0.7∼1.1%포인트 인
상하여 1954년 3월에는 연 14.6% 적용

1953년
1. 8

지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특융 지원
(1952. 12. 31 시행)
–지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제
(1952. 12. 18)로 여신활동 정지가 불
가피한 6개 은행에 대하여 549억圓의
특별융자 지원
–융자조건: 3월말까지 据置후 별도계획
에 의해 월별 상환하고 금리는 연
7.3%
* 3. 30에 据置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하
는 한편 2차 특융 567백만환을 추가 지원

3.19

긴급금융조치에 의한 특별지급준비금 금
리 결정
–연 5.1%

3.19

한계지급준비제도 폐지 및 예금지급준비
율 인하
–긴급통화조치에 따른 자금 경색에 대
처하여 한계지급준비제도 폐지
–예금지급준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예금종별로 10∼25% → 총예금액
(舊券預金 제외)의 10%
·현금보유 인허율: 20% → 25%
·시행기간: 1953. 2. 16 ∼ 3. 31

10. 1 特別船積金融 취급규정 제정
–수출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환을
담보로 貨貸出을 제공함으로써 외화획
득사업을 장려하고 외환 집중을 촉진
–담보대상 외환의 종류
·한국은행에 금을 매각하고 취득한 외환
·국내에서 물자판매, 용역제공의 대가
로 취득한 외환
·국내외에서 운임으로 획득한 외환 등
–대출대상은 등록무역업자에 한하며 대
출기한은 60일 이내, 금리는 연
10.9%(선납), 연체이자는 연 18.3%
10. 1 예금지급준비율 변경(10. 16 시행)
–종전 총예금(封鎖計定 제외)의 20%이
던 지급준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금예금: 30%(1954. 1. 1 이후 40%)*
·정기예금(봉쇄계정 제외): 10%
·기타 예금: 20%
–현금보유 認許率: 총예금의 25% → 기
타 예금의 25%(1954. 1. 1 이후 20%)
* 12.30 인상계획 취소(30% 계속 적용)

3.30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자금경색이 완화됨에 따라 총예금(舊券
預金 제외)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 6. 1 이후: 10% → 12%
· 8. 1 이후: 12% → 15%
·10. 1 이후: 15% → 20%
7. 2

支準不足 金融機關에 대한 特融 상환방
법 결정

1954년
1.21

支準不足 金融機關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예금지급자금 및 교환부결제자금에 대
해서는 한국은행 대출 허용

1.21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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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원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재건
자금의 원활한 공급 도모
–기타 예금: 20% → 15%

–종전 통화공급량 第1義 및 第2義로 구
분하던 통화량 통계를 일원화
–통화량: 현금통화 + 예금통화(당좌예
금 + 특별당좌예금 + 별단예금 + 통지
예금 - 미청산 타점권)

1955년
2.17

3.17

특별선적금융 금리 인하
–연 10.9% → 10.9% 이하(연체금리: 연
18.3% → 18.3% 이하)
–특별선적금융(1953. 10. 1) 융자대상이
대부분 정부대행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이
며 담보외환이 특수계정에 무이자로 예
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선적금융보
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6.28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제 폐지에 따른
여신확대 억제 도모
–기타예금: 15% → 20%(8. 1 이후) →
25%(10. 1 이후)
6.28 재할인한도 초과 대출금에 대한 고금리
부과(7. 1 시행)
–금융기관의 재할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할인한도를 초과하는 교환결제
부족자금 및 예금지급자금에 대하여
연 18.3%(금융기관의 일반어음 대출금
리와 동일) 적용
8. 4

1956년

지급준비예치금 금리 인하(4. 1 시행)
–연 4.7% → 3.3%

무역금융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리 결
정(8. 1 시행)
–연 6.6%

10. 1 통화량 개념 일원화

3.29 지급준비예치금 금리 인하(4. 1 시행)
–연 3.3% → 2.6%
5. 3

농업은행에 대한 농사자금 재할인금리
인하(5. 1 시행)
–연 6.2% → 5.5%

11.15 産金 外貨買上에 관한 건 제정
–산금매입 촉진을 위해 産金圓貨買入制
度(1954. 11. 29)를 다시 달러화 매입
제도로 변경
–환화매각을 희망하는 경우는 공정환율
에 의해 환화로 매입
12.29 지급준비예치금 이자지급제도 폐지
–지급준비예치금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
추어 폐지
(연 %)
·1957. 1. 1 이후: 2.6 → 1.8
·
4. 1 이후: 1.8 → 1.1
·
7. 1 이후: 폐지

1957년
3.30 예금지급준비율 인하(4. 1 시행)
–支準 適用對象 예금분류를 변경하고
최저지급준비율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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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
공금예금 30%
저축성예금 10%
정기예금 10%
요구불예금 20%
기타 예금 25%
–현금보유 인허율: 기타 예금의 25% →
요구불예금의 25%
3.30 預金支給準備金 사용제한 폐지(7. 1 시행)
–어음교환 결제자금으로만 사용하고 금
융기관간 대차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조치(1950. 6.
22) 폐지
5.18

자금 배정을 위한 입찰방식을 국채 고
액매입신청 순서에 의한 배정에서 외
환세 高額入札 순서에 의한 배정으로
변경
12.30 재할인한도 초과 대출금에 대한 고금리
부과제도(1955. 6. 28) 폐지

1959년
7. 2

한국은행 대출금리 개정(7. 15 시행)
–金利體系 簡素化를 위해 실효성 없는
다음 7개 종목 폐지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융자어음 재할
인 및 담보대출
·정부계획에 의한 수매자금 융자어음
재할인 및 담보대출
·原綿受配資金 융자어음 재할인 및 도
입외자 인수자금 융자어음 담보대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직접 대출

8. 6

한국은행 대출담보 임시적격성 폐지
–임시적격성이 부여된 7종의 어음중 5
종의 적격성을 1957. 12. 30자로 폐지
한 데 이어 남은 2종의 적격성도 폐지

ICA자금에 의한 民需用物資 購買事務 취
급규정 개정
–구매자금배정 신청액이 배정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의 국채매입을 신
청한 者부터 순차적으로 배정(종전에
는 추첨에 의해 배정)
* 달러당 500환의 단일환율제도가 사실상
複數換率制度로 변경

12.30 한국은행 貸出擔保 臨時適格性 일부 폐지
–1951. 2. 1 및 1952. 6. 28에 임시적격
성을 부여하였던 7종의 어음중 다음 2
종의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의 담
보 적격성 폐지
·육·해운 및 소운송업에 대한 대출어
음(6개월 이내 만기도래분)
·정부 지정 공공단체에 대한 대출어음
(1년 이내 만기도래분)

1958년
10. 2 ICA자금에 의한 민수용물자 구매사무 취
급규정 개정(9. 19 시행)
–임시 외환특별세법 제정에 따라 구매

11. 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1. 6 시행)
–금융기관 대출금리와의 격차 축소로
과도한 再割引 依存 완화 도모
(연 %)
–어음할인
·상업어음
6.6 → 7.3
·L/C기준 수출입금융 6.6 → 7.3
·원조물자 인수자금 6.6 → 7.3
–어음대출
·일반자금
7.3 → 10.2
·교환부 결제자금
14.6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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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2.18 예금지급준비금 計算方式 개정(2월 하반
월 시행)
–요구불예금의 경우 지급준비대상 예금
에서 他店券 제외
–금융기관의 지준부담 완화 도모
6.1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금융기관 대출금리와의 격차 축소로
금융기관의 再割引 依存 억제 도모
(연 %)
–어음할인
·상업어음
7.3 → 10.2
·수출입금융
7.3 → 10.2
·원조물자 인수자금 7.3 → 10.2
–어음대출
·일반자금
10.2 → 13.9
·교환부 결제자금
18.3 → 폐지

12.17 在日僑胞 中小企業 育成基金 융자요강
제정
–재일교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한국은
행 在日지점에 설치하고 僑胞信用組合
을 통하여 융자
–기금규모: 한국은행 보유 미달러화
200만달러(72억엔 상당액)
–대출한도: 200만엔 이내
–금리: 연 14.6% 이하
–한국은행의 자금대여: 재할인 또는 어
음대출 방식으로 교포신용조합에 대여
(금리 연 8% 이하)

1961년
2. 1

外國換 賣却集中制 실시(외환계정에 관
한 규정 제정, 2. 2 시행)
–거주자는 모든 외환을 은행률로 한국
은행에 매각하도록 의무화
–한국은행은 매입한 외환을 居住者計定
에 예치하고 환화와 함께 換證書를 발급
–유효기간(90일)내 환증서를 제시할 경우
환증서 발급당시 환율로 외환매입 가능
–민간외환계정에 대한 예입 및 그 처분
에 관한 규정(1950.11.16)은 폐지

7. 6

預金支給準備率 인하(7. 1 시행)
–요구불예금: 20% → 14%(저축성예금
은 종전대로 10% 유지)
–저축성예금에 대해 25%까지 현금보유
인허(종전은 요구불예금에 한하여
25% 인허)
–저축성예금 금리 인상(7. 6)에 따른 금
융기관 수지압박 완화 도모

8.17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리
결정

10. 4 1960년도 米穀擔保 貸出最高限度 및 金
利 결정
–정부의 미곡담보 융자계획에 따라 한
국은행 대출최고한도 및 금리 결정
–대출최고한도: 308억환
–금리: 연 9.5%
11. 3 韓國銀行 貸出方式 일부 변경
–종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여 온
원조물자 인수자금 및 수출입금융
(L/C 기준)을 어음대출방식으로 변경
–금리는 종전 이율(연 10.2%) 적용
12. 1 금융기관에 대한 交換附 決濟資金 대출
금리 결정
–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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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재할인 중소기업자금 일반자
금: 연 13.9%
11. 1 韓國銀行 通貨安定證券法 제정
–발행한도: 통화량의 10% 이내
–이자소득세 면제
11. 7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 제정
–만기: 91일, 182일의 2종
–최고발행할인율: 91일 만기 연 8%,
182일 만기 연 10%
–증권발행 관련사항 심의를 위한 特別
小委員會* 설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再議要求權 신설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業務檢査券
신설
6. 1

* 4월중 50억환, 5월 30일 230억환, 6월 1일
100억환 등 총 380억환 지원 승인

6.16

예금지급준비율 인하(6. 1 시행)
–요구불예금: 14% → 10%(법정 최저율)
–봉쇄예금에 대한 100% 特別支給準備金
예치에 따른 금융기관 자금난 완화 도모

6.16

긴급융자 실시요령 제정
–서민, 중소 상공업자, 수출업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봉쇄예금액의
1/2 이내에서 긴급 융자

*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통위 위원 1
인으로 구성

11.16 제1차 통화안정증권 발행
–만기 91일, 할인율 연 8%로 34억환 발행
–본격적인 公開市場操作이라기보다 여
신규제로 인한 시중은행의 일시적 여
유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
* 이후 시중은행 자금사정 악화로 1966년 3
월까지 발행 중단

11.16 미곡담보 대부자금 및 米穀擔保 先貸資
金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연 2.6% → 3.7%
12.31 연말 통화량은 전년말대비 40.4% 증가
–증가액의 94.2%가 5.16 이후 공급
–總通貨는 46.0% 증가

1962년
5.24 韓國銀行法 개정
–금융통화위원회를 金融通貨運營委員
會로 변경
–外換政策 樹立權限을 정부로 이관

금융기관의 證券 受渡決濟資金 지원 승인
–증권거래소에 대해 100억환 긴급 추가
지원

* 7.13 봉쇄예금 해제조치에 따라 7.16 폐지

6.25 한국은행대출 담보 臨時適格性 부여
–운수 창고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어음에 담보 적격성 부여
* 대한증권거래소에 대한 대출어음에 대해
서도 임시적격성 부여(6. 29)

6.29 상업어음에 대한 貸出最高限度制 폐지
–긴급통화조치에 따른 資金梗塞 완화
도모
7. 3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
(연 %)
–무역자금: 13.9 → 11.0
–외화표시 군납자금: 17.5 → 11.0

7. 3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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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무역자금: 10.2 → 8.4
–外貨表示 軍納資金: 13.9 → 8.4
7.16

예금지급준비율 인상(8. 1 시행)
–요구불예금: 10% → 14%

8. 2

예금지급준비율 인상(9. 1 시행)
–요구불예금: 14.0% → 20%

8. 2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회
원사업자금: 연 10.2% → 8.4%

9. 6

外貨表示 軍納資金 융자취급요강 제정
–융자대상: 외화표시 군납계약 체결업체
–융자금액: 소요자금의 70% 이내
–융자기간: 6개월 이내
–융자금 회수: 당해 군납대전 영수 즉시

11.30 금융기관 貸出最高金利 인하(12. 1 시행)
–중소기업자금, 농사자금, 농림자금, 어
촌자금, 농업협동조합 회원사업자금:
연 16.4% → 15.7%
11.3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2. 1 시행)
–중소기업자금, 서민금융자금: 연
13.9% → 13.1%

1963년
1.31

미국 국제개발처(AID) 자금에 의한 援助物
資購買資金 융자취급요강 폐지(2. 1 시행)

1.31

商品擔保貸出 規制措置 실시(2. 1 시행)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서 지정한 21개 중요품목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신규대출 규제
* 10. 4 28개 품목 추가 규제

10.26 국민은행의 庶民金融 資金에 대한 한국
은행 대출금리 결정
–연 13.9%
11.23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12. 1 시행)
(연 %)
–일반자금: 16.4 → 15.7
–무역자금, 외화표시 군납자금: 11.0
→ 9.1
–군납품 생산자금: 16.4 → 13.9
11.23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2. 1 시행)
(연 %)
–일반자금: 13.9 → 13.1
–무역자금, 외화표시 군납자금: 8.4 →
5.5
–군납품 생산자금: 13.9 → 10.2

2. 1

證券金融 取扱要領 개정
–증권금융의 자금용도에 증권담보금융
추가
–자금한도: 증권담보금융 4억원, 청산거
래대금 가도자금 6억원(총한도 10억원)

4. 4

상업어음에 대한 貸出最高限度制(1962.
6. 29 폐지) 재도입(4. 1 시행)
* 이에 앞서 2. 1 內示限度 설정 운용

4. 4

적금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한도 규제(4.
1 시행)
–적금 잔액의 80% 이내로 제한
–국민은행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이에 앞서 3월중 동 대출잔액을 3월 14일
현재 잔액(3. 14 라인) 이내로 제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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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하
–무역자금 및 外貨表示 軍納資金:
연 9.1% → 8.0%

5.17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무역자금 및 외화표시 군납자금:
연 5.5% → 4.4%

–당좌대월: 18.3 → 18.5
–금리표시방법: 일, 월리 및 연리 혼용
→ 年利로 통일
3. 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3. 16 시행)
(연 %)
–상업어음: 10.2 → 10.5 ∼ 11.5
–수출어음, 외화표시 군납어음: 4.4 →
4.5
–일반자금 등: 5.5∼13.1 → 12. 5∼
16.0

3. 5

金融機關 融資順位制 재도입(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개정, 3. 16 시행)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갑종 을종 병
종 순으로 취급
–갑종: 외화획득, 수입대체산업
–병종: 사치품 생산업, 유흥음식점 등
–을종: 갑종 및 병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5. 9

輸入信用狀 開設에 관한 규정 제정
–수입신용장 개설 보증금 적립방법 변경
·일반수입: 원화 → 외환증서
·외화획득용 원자재수입: 외환증서
→ 금융기관 外貨 支給保證書
–은행보유 외환에 의한 수입신용장 개
설보증금에 관한 규정(1963. 8. 13)은
폐지

6. 1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요구불예금: 20% → 12%

6. 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6. 8 시행)
(연 %)
–외화표시 군납어음: 4.5 → 3.5
–원조물자 인수어음 및 군납어음: 10.5
→ 9.5

6.20 증권금융 취급요령 개정
–총자금한도 축소: 10억원 → 1억 2천만원
–假渡資金과 증권담보자금 한도구분 폐지
12.19 對充資金에 의한 생산기업체 운영자금
융자취급세칙 폐지
–동 자금을 中小企業銀行으로 이관
(11.30)
12.28 예금지급준비율 한시 인하
–요구불예금: 20% → 15%(1964. 1. 1
이후)→ 20%(3. 1 이후)
–인하기간중 은행의 신규 유가증권투자,
고정자산 증가 및 신탁대출 증가 금지
* 재정부문의 통화공급 감소 및 인플레이션
격화에 따른 預金引出事態로 은행의 지준
사정이 크게 악화된 데 대한 조치

1964년
1. 9

對充資金에 의한 輸出振興基金 융자취급
세칙 폐지
–동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이관

3. 5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상 및 金利表
示方法 변경(3. 16 시행)
(연 %)
–군납어음, 상업어음: 13.9 → 14.0
–기타어음: 15.7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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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달러당 110원 이내 → 150원 이내

7. 3

輸出産業 育成資金 융자취급요강 제정
–대상품목 외화가득률 50% 이상인 工産品
–업체당 한도: 5백만원 이내
–융자기간: 90∼135일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연 14%, 한국
은행대출금리: 연 10.5%

8.10 支給保證業務에 관한 규제조치 실시
–금융기관은 국가 외국기관 한국은행 및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래 외에
단순한 금융거래 목적의 지급보증 금지

–수출어음, 외화표시 군납어음: 연 8%
→ 6.5%
2. 4

再割引 最高限度制 일시 부활
–일반자금 대출최고한도 초과취급액 축
소 도모
–2월중 재할인최고한도 평잔 = 1월 下
半月 차입금 평잔 - (1. 20 현재 일반
자금 대출최고한도 초과액 + 1.20 현
재 여신 성격의 가지급금)/4
* 2월분 재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폐지

2. 8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달러당 150원 이내 → 200원 이내

11. 8 輸出振興基金 융자취급세칙 제정

2. 8

11.19 대출한도초과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리 高率 적용*(12. 1 시행)
–최초 1개월간: 자금별 금리에 연 4%포
인트 가산
–1개월 경과후 일률적으로 연 20%적용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 개정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보
증금 적립방법 변경: 신용장 금액의
30% 이상 외환증서 징구 → 전액 外貨
支給 保證書로 징구

4. 1

保證信用狀(Stand-by L/C) 개설에 관
한 규정 제정
–개설대상: 해외지사의 국내 본사를 위
한 수입신용장 개설 보증 및 입찰 보증
–商社當 개설한도: 10만달러

4.15

中小企業貸出 義務比率制度 도입
–일반은행은 총대출금 잔액의 30% 이
상을 중소기업에 융자하도록 권장

* 1965. 9. 30 金利現實化와 함께 폐지

12. 1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 개정(12. 2
시행)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보
증금 적립방법 변경: 전액 外貨支給 保
證書 → 신용장 금액의 30% 이상은 外
換證書, 잔액은 외화지급 보증서로 징구
12.21 與信去來約定書의 개정 및 통일(1965.
4. 1 시행)

1965년

4.23 民間 延支給信用去來 관련 수입신용장
개설 규정 제정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의 연지급 수
입 지원
5. 6

2. 1

금융기관 貸出最高金利 인하(2. 5 시행)

在日僑胞 中小企業育成基金(1960. 12.
17)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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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달러 → 3백만달러
5.19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量的 規制 실시
–종전 한도외로 취급되던 수출지원금융
에 대해 2·4분기부터 內示限度 설정

6.24 예금지급준비율 인상(7. 16 시행)
–요구불예금: 12% → 16%
–현금보유 인허율: 25% → 10%
9.30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상(金利現
實化 措置 단행)
(연 %)
–민간저축 증대를 위한 대폭적인 금리
인상으로 일부 逆金利 體系 발생
–정기예금: 15 → 30
–일반자금대출: 16 → 26
–상업어음할인: 14.0 → 24.0
–연체대출: 20.0 → 36.5
–수출지원금융 및 농사자금 금리는 종
전과 동일
9.3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1. 16 시행)
(연 %)
–상업어음 재할인: 10.5∼16.0 → 21.0
–기타어음: 12.5∼16.0 → 23.0
–수출어음 및 외화표시 군납어음은 종
전과 동일
9.30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대상기간: 1965. 10. 1 ∼ 1966. 3. 31
–금리: 연 3.5%
–부리대상: 민간 정기예금잔액 해당액
–預貸金利 역마진에 의한 금융기관 수
지악화 보상 도모
9.30 금융부문 貸出最高限度制 폐지
–금리현실화와 함께 금융규제방식을 직

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 도모
10. 5 적금담보대출 및 적금대출 한도 규제
(1963. 4. 4) 폐지
11.1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2. 1 시행)
(연 %)
–상업어음 재할인: 21.0 → 28.0
–기타어음: 23.0 → 28.0
–군납어음, 수출산업육성어음, 원조물
자인수어음: 23.0 → 26.0
–금리현실화조치 이후 크게 증가한 金
融機關 貸出 抑制 도모
11.16 예금지급준비율 변경(12. 1 시행)
–요구불예금: 16% → 20%
–단기 저축성예금: 10% → 12%
12.30 예금지급준비금 計算方式 변경(1966. 1. 16
시행)
–요구불예금의 경우 實勢預金(타점권
제외) 기준(1960. 2. 18)에서 總預金
기준으로 변경

1966년
1.13

예금지급준비율 인상(2. 1 시행)
–장기저축성 예금: 10% → 15%
–단기저축성 예금: 12% → 20%
–요구불예금: 20% → 35%

1.13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인상(2. 1 시행)
–當座貸越: 연 26% → 28%

1.25

對外支給保證에 관한 규정 제정
–동일인 지급보증한도: 10만달러
–보증금 적립: 수입금액 전액을 外換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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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로 납부
·다만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등의
경우는 금융기관 외화약속어음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가능
–수입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1964.
5. 9) 및 보증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
(1965. 4. 1)은 폐지
1.25

3. 3

3.11

4. 1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제정
–한국은행 취급대상: 외화획득용 원자
재 수입을 위해 외화지급보증서를 받
고 개설한 수입신용장 결제대금
–금리: 연 6%
–기간: 선적서류 내도일로부터 90∼
135일 이내
대외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개정
–同一人 保證限度: 10만달러 → 30만달러
제2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
–발행한도: 30억원
–만기: 91일
–발행할인율: 연 5%
–제1회 발행과 달리 시중 여유자금 흡수
에 의한 流動性 規制 도모
수출금융 選擇借用制 실시
–수출지원금융 융자기간을 일시융자시
60일, 분할융자시 50%는 120일 나머
지 50%는 60일로 이원화

4.21 제2회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확대
–30억원 → 50억원
5. 2

시중은행 여유자금의 農協中央會 및 中
小企業銀行 예치 결정
–연 10%의 3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시중은행의 예금 급증에 따른 대출증

가를 억제하고 농협중앙회의 再割引依
存 緩和 도모
9. 1

대외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개정
–동일인 보증한도: 30만달러 → 1백만달러

9.15

限界支給準備制度 실시(10. 1 시행)
–9월 下半月 대비 每半月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5%, 요구불예금 증가액의
50%를 한계지준으로 예치
* 1967. 3. 29 폐지

9.15 제2회 通貨安定證券 發行要領 개정(10. 1
시행)
–발행한도: 50억원 → 60억원
–발행할인율: 연 5% → 10%
10.13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만기 18개월 이상 정기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금리: 연 3.5%
–대상기간: 1966.4.1∼9.30
10.20 先輸出金融規程 제정
–인수인도(D/A), 지급인도(D/P), 위탁
판매조건 등 특수결제방식에 의한 수
출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실시
12.23 수출용 원자재 輸入認證業務 취급기관
변경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
12.30 제3회(1967년도)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수립
–발행금액: 60억원
–발행할인: 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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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 7

輸出金融 選擇借用制(1966. 4. 1) 폐지
–수출금융 융자기간: 90 ∼ 135일로 환원

1.19

輸出産業 施設機材 수입에 따른 내국수
입유산스 취급규정 제정
–융자기한: 2년 이내
–금리: 연 7.5%

2. 2

外貨預金에 대한 支給準備率을 15%로 결
정(2. 16 시행)

2. 2

수출 또는 외화표시 군납용 원자재 및 수
출산업 시설기재 수입어음 결제를 위한 대
출(내국수입유산스)규정 제정(2. 6 시행)
–금리: 原資材는 연 6%, 施設材는 연
7.5%
*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수출산업 시설기
재수입에 따르는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대외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합 정비

3. 4

3. 9

韓國銀行 通貨安定計定 설치
–단기적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도입
–연 5%의 이자 지급
–예금지급준비금으로는 불인정
수출 또는 외화표시 군납용 원자재 및 수
출산업 시설기재 수입어음 결제를 위한
대출(내국수입유산스) 규정 개정
–시설재 수입자금 금리 인하: 연 7.5%
→ 6.5%

3.29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18개월 이상 만기 정기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66. 10. 1 ∼ 1967. 3. 31
–금리: 연 3.5%

3.29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증액
–60억원 → 70억원
3.29 한계지급준비제도(1966. 9. 15) 폐지(4. 1
시행)
5. 1

시중은행 여유자금의 농협중앙회 및 중
소기업은행 예치제(1966. 5. 2) 폐지

6.29 輸入金融規程 제정(7. 15 시행)
–주요물자도입 원활화를 위한 원화수입
금융제도 도입
–융자한도: 外貨獲得用 輸入은 달러당
당일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이내, 一般
輸入은 달러당 140원 이내
–금리: 외화획득용 수입은 연 6%, 일반
수입은 연 24%
8. 4

한국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간의 스왑
거래 최초 실시
–한도: 재무부장관 결정
–환매율: 한국은행 集中買入率 + 1%
–기간: 90일 이내(150일까지 연장 가능)

9.15

지방은행 與受信業務 最高金利 결정
–수신금리: 시중은행 금리와 동일
–여신금리: 초기 영업기반을 공고히 하
기 위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게 책정
–상업어음 연 28%, 기타어음 30%, 당
좌대월 32%

9.28 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개정(10. 4 시행)
–非業務用 不動産擔保 融資比率 인하:
평가액의 80% → 50%
10. 5 예금지급준비율 적용대상에 住宅賦金 추
가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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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수출용 원자재 매입을 위한 內國信用狀
취급규정 제정(10. 10 시행)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 촉진 도모

必要支準 해당액
–금리: 연 3.5%
3.17

11. 2 예금지급준비율 인상(11. 16 시행)
–단기 저축성예금: 20% → 25%
–장기 저축성예금: 15% → 18%
12.21 통화안정증권 發行限度 확대
–70억원 → 80억원
12.29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968. 1. 1 시행)
–저축성예금: 단기 25%, 장기 18% →
장단기 구분없이 18%
–요구불예금: 35% → 32%

1968년
1.25

再割引限度制 실시(2. 1 시행)
–일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대출 및 재
할인 한도액 설정
–다만 수출어음담보대출 등은 한도외로
인정
–대출한도액의 90% 초과 대출액에 대
해서는 연 31%의 금리 적용
* 1968. 7. 19 폐지

2. 1

외화대출 취급규정 개정(2. 2 시행)
–輸入資金 대출한도: 수입금액의 80%
이하 → 70% 이하

2.29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상업어음 재할인: 연 28.0% → 21.0%

3.30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4. 1 시행)
–금리현실화 조치(1965. 9. 30)에 따른
역금리체제 완화 도모
–정기예금 연 30.0% → 27.6%
–정기적금 연 30.0% → 28.0%
* 1968. 9. 30 및 1969. 5. 31 추가 인하

3.30 定期預金證書의 대출금 담보취득 허용(4. 1
시행)
4.16 財政資金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금융기관
의 특수자금 취급규정 제정
–한국은행에 特殊資金 融資對象審議會
설치
4.23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변경
–80억원 → 通貨安定證券法에 의한 한
도(통화량의 10%) 내에서 한국은행 총
재가 설정
7.19

재할인한도제(1968. 1. 25) 폐지

7.25 한국은행법 개정
–농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한 預
金支給準備率 差等適用 허용
9.16

3.14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대상기간: 1967. 10. 1 ∼ 1968. 3. 31
–부리대상: 18개월 이상 만기 定期預金

住宅賦金을 지급준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4. 1 시행)
–한국주택금고의 주택부금이 積金形態
에서 賦金形態로 전환된 데 기인

농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한 預金
支給準備率 差等 適用
–저축성예금: 18% → 15%
–요구불예금: 3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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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10. 1 시행)
–逆金利體系 시정 도모
–정기예금: 연 27.6% → 25.2%
–정기적금: 연 28.0% → 25.0%

–매매 및 매각 할인율: 당해증권 발행이율
–매입증권 보유기간: 최장 91일
4. 7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대상기간: 1968.10.1∼1969.3.31
–부리대상: 18개월 이상 만기 정기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금리: 연 1.6%

4.11

한국은행의 對政府 貸出金利 인상
–연 2% → 3.5%

9.3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10. 16 시행)
–상업어음 재할인: 연 21.0% → 23.0%
–기타어음: 연 23.0% → 28.0%
9.30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대상기간: 1968. 4. 1 ∼ 9. 30
–부리대상: 18개월 만기 定期預金 必要
支準 해당액
–금리: 연 1.6%

1969년
1.16

1.27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달러당 200원 → 220원
機械工業育成資金 융자취급규정 제정
–융자기간: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1년
이내
–금리: 연 12%

2.20 금융기관 유동성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
회 설치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통운위
위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
–통화안정증권 매매조작, 통화안정계정
이체조작 등 심의 결정
2.20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國債 및 政
府保證債 매매조작 요령 제정
–은행을 상대로 한 국공채 매매조작 개시
–매매방식: 할인매매(매입의 경우 환매
조건부)

4.25 수출용(국산)원자재 생산자금 융자취급
규정 제정(5. 1 시행)
–融資單價: 달러당 220원
–융자기간: 90∼135일
–금리: 금융기관대출 연 6.0%, 한국은
행 재할인 연 3.5%
5.3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연 %)
–상업어음 재할인: 23.0 → 22.0
–기타어음: 28.0 → 26.0

5.31

금융기관 與受信 最高金利 인하(6. 1 시행)
(연 %)
–정기예금: 25.2 → 22.8
–정기적금: 25.0 → 23.0
–상업어음 할인: 26.0(30.0) → 24.6(27.6)
–기타어음 대출: 25.2(29.0) → 24.0(27.0)
* ( )내는 지방은행

6.27 本源通貨 規制方式 채택(7. 1 시행)
–IMF권고에 따라 본원통화 규제에 의
한 間接通貨管理方式 채택
–중앙은행 국내순자산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중심통화지표를 통화량(M1)에서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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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변경
7. 3

農水産物 輸出準備資金 융자취급규정 제정
–융자대상: 잠견 해태 천초 양송이
–융자기간: 90∼180일
–금리: 수집자금 연 12%, 비축자금 24%
–수 출 산 업 육 성 자 금 융 자 취 급 요 강
(1964. 7. 3) 폐지

11. 6 국내여신 直接規制方式 채택(1970. 1. 1
시행)
–통화관리방식을 본원통화규제에 의한
간접규제(1969. 6. 27)에서 금융기관
국내여신 직접규제로 전환

1970년
1. 8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1. 9 시행)
–달러당 220원 → 240원

1.2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 26 시행)
–수입어음: 연 5.0% → 3.5%
2.19

금융기관 貸出最高金利 인하(4. 1 시행)
–상업어음 할인: 연 24.6% → 24.0%
(지방은행 27.6% → 27.0%)

3.3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4. 1 시행)
–상업어음 재할인: 연 22.0% → 21.0%

4. 2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대상기간: 1969.10.1 ∼ 1970.3.31
–부리대상: 저축성 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금리: 연 3.5%

5. 9

상업어음 再割引對象 選定方式 변경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 네거티브 리
스트제도

6.18

금융기관 貸出最高金利 인하
–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 연 12% → 6%

6.18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 연 5% →
3.5%

수입금융규정 개정
–일반 수입금융제도 폐지

7.26 조흥·상업은행에 대해 지급준비율 부족
에 따른 過怠料 부과
–지급준비금 관리 강화로 금융기관의
만성적인 대출초과 및 한은차입의존
억제
9. 4

3.31

金融機關貸出 限度去來制 도입(2. 20 시행)
–거래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우량한 기업
에 대해 한도거래방식의 대출 제공
–업체당 한도: 1천만원

9.28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대상기간: 1970.4.1 ∼ 1970.9.31
–부리대상: 저축성 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금리: 연 3.5%
12. 3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상업어음 재할인: 연 21.0% → 19.0%
12.29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971. 1. 1 시행)
–요구불예금: 32.0% → 26.0%(농협은
15% 유지)
–저축성예금: 18.0% → 16.0%(농협은
15% → 13%)
–지준대상예금 계산시 총예금의 2% 범
위내에서 他店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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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어음: 26.0 → 24.0

1971년
1.21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달러당 240원 → 260원

2.18

제2차 內國信用狀制度 도입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 촉진 도모
–내국신용장(Local L/C) 수혜자가 국내
에서 원자재를 매입하기 위해 개설한
제2차 내국신용장도 수출금융 지원대
상에 포함

3. 4

3.18

輸出用 原資材 준비생산자금제 신설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에 대하여 수
출업자와의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자
금 지원

6.26 中長期 分割償還貸出 취급규정 제정(6.
28 시행)
–분할상환 조건 중장기 대출을 제도화
–융자기간: 5년 이내
–금리: 연 22.5 ∼ 23.0%
8. 5

地方産業 育成資金 융자취급규정 제정
–지방고유산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업종 지원
–어음할인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및 단기시설자금 공급
–한국은행의 재할인 또는 담보대출 지원

9. 2

우대적격업체 관련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 취급규정 제정(9. 7 시행)
–再割引 適格業體制度 도입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하
여 재할인한도 및 금리면에서 차등화

9.16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달러당 260원 → 296원

福祉預金制度 신설(4. 1 시행)
–보통예금과 보험을 연결하여 예금이자
로 보험료를 자동 납입

3.25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에 대한 필요지
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0. 10. 1∼1971. 3. 31
–금리: 연 3.5%
6.26 금융기관 與受信 最高金利 인하(6. 28 시행)
(연 %)
–정기예금: 22.8 → 21.3
–정기적금: 23.0 → 21.0
–상업어음할인: 24.0 → 22.0
–일반대출: 24.0 → 23.0
6.2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연 %)
–상업어음 재할인: 19.0 → 16.0

9.28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지준예치금
–대상기간: 1971.4.1∼9.30
–금리: 연 3.5%
10.28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1. 1일 시행)
–요구불예금: 26% → 18%
–저축성예금: 16% → 12%
10.28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 개정(11. 1
시행)
–동 규정 적용대상에 運轉資金을 추가
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특수은행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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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國産原資材 金融規程 제정
–다기화되어 있던 수출용 국산 원자재
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통합

–금리: 연 3.5%
4. 6

수출금융규정 및 외화표시공급금융규정
개정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대상 확대

8. 3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하
(연 %)
–정기예금: 17.4 → 12.6
–정기적금: 17.0 → 12.0
–상업어음할인: 19.0 → 15.5
–일반대출: 20.0 → 16.5

8. 3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12.16 地方産業 育成資金 융자취급규정 개정
–융자취급기관 확대: 일반은행 → 全銀行

1972년
1.15

1.15

금융기관 與受信 最高金利 인하(1. 17 시행)
(연 %)
–정기예금: 21.3 → 17.4
–정기적금: 21.0 → 16.5
–상업어음할인: 22.0 → 19.0
–일반대출: 23.0 → 20.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 17 시행)
(연 %)
–상업어음 재할인: 16.0 → 13.0
–기타어음: 24.0 → 19.0

1.20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2. 1 시행)
–달러당 260원 → 295원
2.25 輸出支援金融制度 개편(3. 2 시행)
–다기화되어 있던 수출지원금융 규정체
계를 수출금융규정과 외화표시공급 금
융규정으로 단순화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生産集荷資金: 달러당 295원 → 350원
–수입금융 적립률 인상: 10% → 100%
–신용장 기준 수입금융 금리 인하: 연
9.0% → 6.0%
3.29 支給準備預置金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지준예치금
–대상기간: 1971.10.1∼1972.3.31

(연 %)
–상업어음 재할인: 13.0 → 11.0
–기타어음: 19.0 → 14.0
8.10 특별금융조치에 따른 대출업무취급규정
제정
–8·3 조치에 의한 代換 실시방법 등 규정
9. 2

8·3 조치에 의한 特別金融債券 인수 및
特別計定 설치운용규정 제정
–금융기관이 대환에 의해 회수한 단기
대출금은 한국은행 특별계정에 예치
–특별계정 금리: 연 12.5∼15%
–특별금융채권 금리: 연 5.5%

9. 7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지준예치금
–대상기간 및 금리
1972. 4. 1 ∼ 8. 2: 연 3.5%
1972. 8. 3 ∼ 9. 30: 연 12.6%
1972.10.1 ∼ 1973.7.31: 연 10.0%

9.20 企業評價制度 도입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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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4개 등급으로 평가
–신용대출확대 유도
9.30 金融機關 資金運用 관련규정 정비(10. 1
시행)
–자금운용에 관한 제한 완화
–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개정: 담보 종
류별, 소요자금별 融資比率 폐지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 개정:
시설자금 융자기간 연장, 융자한도 폐
지등
–상업어음할인 취급규정 폐지
11.16 지방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규정 개정
(11. 17 시행)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라 農漁村開發
기여업종을 융자대상에 추가

–일반대출: 연 16.5% → 15.5%
2. 9

輸出産業 設備金融規程 제정
–융자대상: 수출상품 또는 수출용 원자
재 생산설비자금
–융자기간: 8년 이내

4. 6

家計預金制度 신설
–보통예금과 구별하여 금리면에서 우대

4.27 예금지급준비율 인상(5. 16 시행)
–저축성예금: 14% → 18%
–요구불예금: 19% → 22%
5.12

금융기관 貸出最高金利 인상
–수출지원금융: 연 6.0% → 7.0%

6.21

特別長期貸出金 관리규정 제정
–8·3 조치에 의한 특별장기대출금의
연체 규제 및 채권확보 도모

11.30 지급준비율 인상(12. 16 시행)
–저축성예금: 12% → 14%
–요구불예금: 18% → 19%
12. 7 통화안정증권 發行方式 변경
–종래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매매방식외
에 공개시장에서의 일반공모방식 추가

6.26 支給保證業務 취급요령 개정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대상에 社債 추가
7. 6

1973년
1.18

2. 1

2. 9

期限附 輸出換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제정
–선적전 금융 위주로 되어 있던 수출금융
지원대상을 선적후 금융에까지 확대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취급규정 개정
–대출기간별 差等金利制 폐지
–규정 적용대상에서 운전자금 제외
금융기관 貸出最高金利 인하

8.16

금융기관의 私債保證指針 확정
–보증대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한은
우대적격업체중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상환기간: 2년 이내
–금리: 연 15% 이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 개정
–시장금리에 의한 公開競爭入札方式 발
행 허용

12. 6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특별융자
–금액 1,728백만원 이내, 금리 연
3.5%, 기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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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 주요 내수용 輸入原資材 備蓄金融 취급
지침 제정
–주요 원자재의 조기비축자금 지원
–융자대상: 원유 원면 양곡 프로피렌 고
철등
–융자취급기간: 1973.12.6 ∼1974.1.28
(동 기간중 수입신용장 개설)
–융자기간: 6개월 이내
–금리: 연 15.5%

1974년
1.10

1.23

金融機關 選別融資準則 제정
–설비금융지원시 신규사업은 억제
–생활필수품산업, 에너지개발산업 등
우선지원부문 설정
–토지매입자금 등 대출금지부문 설정
지금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必要支準 해당액
–대상기간: 4. 1 ∼ 9. 30
–금리: 연 3.3%

1.23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時限附 引上(1.
24 시행)
–1.24 ∼ 7.31 기간중 가입한 예금에 대
하여 고금리 적용
–정기예금: 연 12.6% → 15.0%
–정기적금: 연 12.0% → 13.2%
–특별정기가계예금: 연 16%(신설)
*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1975. 6. 30까지,
특별정기가계예금은 1978. 6. 12까지 연장
시행

1.23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개정
(연 %)
–수출지원금융: 7.0 → 9.0

–비축용 원자재 수입자금: 10.0 → 9.0
2.12

우대적격업체 선정기준 강화
–財務比率을 국제표준비율로 개정
–영업기간중 中途判定制 실시

5. 1

讓渡性 定期預金(CD)制度 도입
* 유통시장 불비와 낮은 금리로 발행실적이
저조하여 1977. 6. 30 폐지

7.18

예금지급준비율 인하(8. 1 시행)
–저축성예금: 18% → 15%(농협은 16%
→ 13%)
–요구불예금: 22% → 19%(농협은 19%
→ 16%)

8.16

특약예금 거치예금 및 國民貯蓄組合預金
폐지(9. 1 시행)

9.13

금융기관의 私債保證指針 개정
–보증사채 상환기간: 2년 이내 → 5년
이내
–금융기관의 조건부 사채인수 허용

9.26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4.4.1∼9.30
–금리: 연 3.3%
11.12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350원 → 380원
12. 7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380원 → 420원
12. 7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상
–특별정기가계예금: 연 16.0%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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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예금지급준비율 인상(1975. 1. 1 시행)
–저축성예금: 15% → 17%(농협은 13%
→15%)
–요구불예금: 19% → 21%(농협은 16%
→ 18%)
12.26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지준예치금
–대상기간: 10. 1 ∼ 12. 31
–금리: 연 3.5%

자금 등 추가
4.17

輸出支援金融에 대한 임시조치 실시
–1975년말까지 금융기관의 수출지원금
융 금리를 한시 인하(연 9.0% →
7.0%)
* 1976년 7월말까지 연장 시행

4.17

期限附 輸出換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개
정(4. 1 시행)
–재할인대상에 D/P조건 수출환어음 추가

4.17

納稅貯蓄組合預金 폐지(5. 1시행)

外貨獲得用 原資材 輸入金融의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1. 16 시행)
–수입금융 지원방식 변경: 원화 금융 →
외화 금융

6. 5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4. 1 ∼ 6. 30
–금리: 연 10.0%

2.14 예금지급준비율 변경(3. 1 시행)
–저축성예금: 17% → 16%(농협은 15%
→ 14%)
–요구불예금: 21% → 23%(농협은 18%
→ 20%)

6.16

예금지급준비율 인상(7. 1 시행)
–저축성예금: 16% → 17%(농협은 14%
→ 15%)
–요구불예금: 23% → 24%(농협은 20%
→ 21%)

2.14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5. 1. 1 ∼ 3. 31
–금리: 연 8.5%

6.30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7. 1 시행)
(연 %)
–정기예금: 12.6 → 15.0
–정기적금: 12.0 → 13.2
–최고금리 限時引上措置(1974. 1. 23)
폐지

1975년
1.13

3.17

4. 4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4. 1 시행)
–가계예금: 연 2.6% → 6.0%
–통지예금: 연 3.7% → 6.0%
금융기관 選別融資準則 개정
–우선지원부문에 수입대체산업, 국내자
원 개발산업자금 등 추가
–대출금지부문에 50평 이상의 주택매입

8.29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5. 7. 1 ∼ 9. 30
–금리: 연 8.0%
8.29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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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적격어음: 연 9.0% → 13.0%
–기타어음: 연 11.0% → 14.0%
8.29 商業어음 割引 및 賣出規程 제정(10. 1
시행)
–상업어음할인제도 전면 개편
–상업어음할인 적격업체는 금융기관이
자율 선정하며 할인금리도 자율화
–할인금액의 70% 이내에서 한국은행이
재할인

2. 5

韓國輸出入銀行과의 協調融資에 의한 해
외건설수출 지원자금 융자취급요령 제정
–중동지역 해외건설업체 자금지원 목적

2. 5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대상 확대
–기업이 商去來에 수반하여 발행한 어
음은 모두 할인 허용
–다만 適格業體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업
체가 아닌 경우 재할인대상에서 제외

3. 4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특별정기가계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6. 1. 1∼3. 31
–금리: 연 15%

9.25 한국은행, 優待適格業體 選定基準 제정
(10. 1 시행)
–금융기관 선정 적격업체중에서 한국은
행이 선정

* 이후 9. 30까지 이자지급기간 연장

10.16 輸出換어음 擔保貸出 취급규정 제정(10.
20 시행)
–종전의 수출환어음 재할인 제도를 담
보대출제도로 전환
–기한부 수출환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1973. 1. 18) 폐지

3. 4

수출용 완제품 비축금융제도 도입
–종합무역상사의 비축용 완제품 구매자
금을 수출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3.18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강화
–1965. 4. 5 이후 권장사항으로 운용하
던 동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중소기업 대출비율도 총대출 잔액의
30%에서 총대출 증가액의 30%로 조정

4. 1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2%
로 결정

4.15

농협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저축성예금: 15.0% → 12.0%
–요구불예금: 21.0% → 17.0%

7. 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기타어음 담보대출: 연 14.0% → 19.0%

7.31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상(8. 2 시행)

12. 4 支給準備預置金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5. 10. 1 ∼ 12. 31
–금리: 연 4.0%

1976년
1.15

輸出金融 限度去來制 실시(2. 2 시행)
–개별 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 외에 과
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업체별 융
자한도내에서 수출금융 지원
–융자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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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정기예금: 15.0 → 16.2
–수출금융: 9.0 → 8.0
–일반대출: 15.5 → 19.0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임시조치(1975.
4. 17) 폐지
7.31

9.11

9.11

금융기관의 施設資金 融資期間 연장(8.
2 시행)
–8년 이내 → 10년 이내

대상요건 대폭 완화(1977. 1. 4 시행)

1977년
4. 7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상
–연 12% → 15%

5.14

限界支給準備制度 실시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0%, 요구불예
금 증가액의 70%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

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개정
–금융기관 담보취득주식 범위를 上場株
式에 한정
主去來銀行制 실시에 따른 특례조치 실시
–기존의 한도초과 운전자금 대출금은
최장 8년 이내의 中長期 分割償還貸出
로 전환

* 11. 21 저축성예금, 12. 28 요구불예금에
대한 한계지준제 폐지

6. 2

시설자금으로 轉用된 運轉資金 貸出金에
대한 특례조치 실시
–만기 8년 이내의 중장기 분할상환 대
출로 전환

* 이에 따라 188개 기업 1,836억원 전환

9.28 금융기관의 短資會社에 대한 支給保證 제한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담보에 한정
11.10 當座去來 淨化指針 발표
–자본금 또는 자산 2천만원 미만의 영
세기업, 최근 2년간 자본잠식업체 등
의 당좌거래개설 금지
–당좌거래의 사후관리 강화
12.16 軍需産業 지원금융규정 제정
12.21 지방은행에 대한 中小企業 貸出義務比率
인상
–총대출금 증가액의 30% → 40%
–시중은행은 종전대로 30% 유지
12.29 중소기업에 대한 輸出金融 限度去來制

6.30 금융기관 貸出最高金利 인하(7. 1 시행)
(연 %)
–상업어음할인: 19.0 → 19.0(지방은행
21.0 → 19.5)
–일반대출: 19.0 → 17.0(지방은행 21.0
→18.5)
6.30 한국은행 대출금리 개정(7. 1 시행)
–상업어음 재할인(우대적격업체): 연
13.0% → 금융기관 평균할인율에서 연
4∼6%포인트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한
국은행총재가 결정*
–상업어음 재할인(일반적격업체): 연
14.0% → 우대적격업체 상업어음 재할
인율 + 1.0% 포인트
–기타어음 담보대출: 연 19.0% →
15.0%
* 연 9∼14%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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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에 대한 特別利子 지급
–대상기간: 7. 1∼12. 31
–금리: 연 17.0%
7.21

8. 4

外貨獲得用 原資材 輸入金融 지원방식
변경(8. 1 시행)
–외화 금융 → 원화 금융
공모주청약 정기예금 최고금리(연 10%)
폐지(8. 1 시행)

9.30 특별정기가계예금에 대한 優待金利 인하
–연 18.0% → 15.6%
9.30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최고금리 인하(10.
4 시행)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物價上昇壓力
완화 도모
–정기예금: 연 16.2% → 14.4%
–일반대출: 연 17.0% → 16.0%
10.10 수출금융 融資單價 暫定引下
–10. 11∼12. 31 기간중 융자단가 달러
당 40원 인하(생산집하자금: 420원 →
380원)
–수출금융 융자규모 억제 도모
10.31 主要 原資材 輸入金融規程 제정(11. 1 시행)
–대상품목: 군수물자 생산용 원자재, 원
면등
–금리: 연 15∼16%
–한국은행 재할인: 외국환은행 융자액
의 80% 이내

12.29 지급준비예치금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특별
정기가계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부리기간: 1977.10.1 ∼ 12.31
–금리: 연 2.5%
12.29 지급준비금 계산방식 변경
–동시반월 적립방식 → 移延半月 積立
方式
–상반월(1∼15일) 대상예금 평균잔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8일부터 22일까
지, 하반월(16일∼월말) 대상예금 평균
잔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23일부터
익월 7일까지 보유
12.30 韓國銀行 通貨安定證券法 개정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증가에 대
처하여 통화안정증권의 신축적 발행
도모
–발행한도: 통화량(M1)의 10% → 금통
운위가 결정*
* 1978. 1. 5 통화량의 30% 이내로 결정

12.30 韓國銀行法 개정(1978. 1. 1 시행)
–支給準備率 하한(10%) 폐지
–지급준비율 차등적용기관에 수협 및
동 중앙회 추가
–支給準備資産制度 도입 근거 규정 마련
–通貨安定計定 설치근거 규정 마련

1978년
1. 5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조정(1. 6 시행)
–저축예금: 연 13.2% → 12.6%
–특별정기가계예금: 연 15.6% → 18.0%

2. 2

預金支給準備率 단계적 인상

12.29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1978. 1. 4 시행)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380원* → 400원
* 잠정조치(1977. 10. 10)에 의한 융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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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호전과 양곡수매자금 방출로
증가된 과잉유동성 흡수 도모
(%)

–무역금융: 3.5 → 4.0
–기타어음: 15.0 → 23.0
* 상업어음 할인금리의 유동화 폐지에 따라
재할인 금리도 단일화

현행 2.23∼3.22 3.23∼4.22 4.23이후
저축성예금

17

18

19

20

농협

12

14

16

17

수협

12

13

14

15

요구불예금

24

25

26

27

농협

17

19

21

22

수협

17

18

19

20

3. 2

讓渡性 定期預金(CD)制度 재도입
–해외부문의 유동성 팽창으로 늘어난
단기부동자금 흡수 도모
–無記名 割引 발행
* 유통시장 미형성으로 발행실적이 부진하
여 1981. 12. 29 다시 폐지

3.30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공모주 청약 및 주
택청약 정기예금 제외)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및 금리: 1978.1.8∼4.7 연
2.0%, 4.8∼7.7 연 5.0%
6.12

6.12

금융기관 與受信 最高金利 인상(6. 13 시행)
(연 %)
–정기예금: 14.4 → 18.6
–정기적금: 14.2 → 15.2
–특별정기가계예금: 18.0 → 20.1(임시
조치(1974. 1. 23)를 폐지하여 통상 예
금종목화)
–수출금융: 8.0 → 9.0
–일반대출: 16.0 → 19.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6. 13 시행)
(연 %)
–상업어음재할인*: 10.0∼15.0 →
15.0(우대적격업체 9.0∼14.0 → 14.5)

6.12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하
–연 15.0% → 10%

7. 6

내국수입유산스 취급규정 제정(7. 7 시행)
–기간: 기한부 수입환어음의 만기일 이내
–금리: 연 19% 이내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금융제도
(1975. 1. 13)는 폐지

7.24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7. 25 시행)
–生産集荷資金: 달러당 400원 → 420원
8.29 금융기관의 對民間信用 限度管理規程 제
정(9. 1 시행)
–1977. 5 이후 창구지도방식으로 실시하던
금융기관 대민간신용 한도관리를 제도화
–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한도를 월별·
분기별로 규제
12. 7 콜·론 최고금리 인하
–연 22.0% → 19.0%
12.21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특별정기가계예금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8.7.8 ∼ 12.22
–금리: 연 8.2%

1979년
2.16

금융기관 商業어음 保證指針 제정(2.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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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한도 제약으로 적격어음을 할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지급보증하는 제도
신설
–대상어음: 적격업체 발행 상업어음
–보증한도: 3개월(우대적격업체는 4개
월) 지급어음금액에서 재할인한도를
차감한 금액
3.10 일반은행에 대한 長期 經營指導基準 설정
–예대율, 유동성 비율, 배당률 등 10개
지표에 대한 기준 설정
–5개 시중은행 및 10개 지방은행의 경
영실적 매년 평가

–수출금융: 연 19.0% → 25.0%
5.1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기타어음: 연 23.0% → 21.0%
6.28 지급준비금 계산시 他店券 차감한도 확
대(7. 8 시행)
–지준대상 예금의 2% 이내 → 4% 이내
7. 2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420원 → 450원

7.19

금융기관의 商業어음 保證制度 확대
–대상어음: 적격업체 발행 상업어음 →
적격업체가 발행 또는 수취한 상업어
음 및 이를 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
–보증한도 자율화

지급준비금 現金保有 認許率 인상(7. 23
시행)
–10% → 15%

8.16

3.22 금융기관 選別融資指針 개정
–대출억제부문에 다방업 등 9개 업종
추가
–대출금지부문에 料亭業 등 8개 업종
추가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9. 1. 8 ∼ 7. 7
–금리: 연 3.0%

9. 6

금융기관 貸出金利 連動制 도입(9. 7 시행)
–금융기관 대출최고금리 폐지
–금융기관 기준금리(우량업체 상업어음
할인금리): 금융단협정으로 한국은행
우대적격업체 상업어음 재할인금리에
일정 利差를 가산하여 결정
–여타대출금리: 기준금리에 별도의 일
정 利差를 가감하여 결정

9. 6

자유적립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最高金利
폐지
–동 예금제도 폐지

9. 6

지방은행 貸出最高金利에 대한 잠정조치
폐지(9. 7 시행)

3.15

4. 9

금융기관의 對民間與信 限度管理方式 변
경(4월 시행)
–월별 한도제 → 분기별 한도제

4.19

輸出支援金融制度 개편(4. 23 시행)
–생산집하금융 한도거래제 대상 확대
–수출금융 사후관리 완화: 신용장 건별
관리 → 업체별 관리
–원자재금융 한도거래제 신설(6. 1 시행)

4.19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인상(4. 20 시행)
–정기적금: 연 15.2% → 18.2%

269
9. 8

상업은행 제외 4개 시중은행에 대한 特
別融資 실시
–총규모 306억원, 금리 연 15.5%
–浦鐵株 보유에 따른 경영애로 완화 목적

1.12

(연 %)
–상업어음 재할인: 15.0 → 21.0(우대적
격업체 14.5 → 20.5)
–무역금융: 4.0 → 10.0(다만 6. 30까
지 잠정금리 7.0 적용)*

10.18 通貨安定證券 최고 발행할인율 인상
–연 20.0% → 일반공모 발행시 이자제
한법상 최고금리(연 25.0%)
12.20 통화안정증권의 最高 發行割引率 인상
(1980. 1. 1 시행)
–발행방법에 관계없이 이자제한법상 최
고금리(연 25.0%)로 인상
12.20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저축성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79.7.8 ∼ 12.22
–금리: 연 5.0%
12.20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980. 1. 8 시행)
–저축성예금: 20% → 11%(농협 17% →
8%, 수협 15% → 6%)
–요구불예금: 27% → 20%(농협 22%
→ 15%, 수협 20% → 13%)
12.28 금융기관의 對民間信用 限度管理方式 변
경(1980. 1. 4 시행)
–분기별 한도제 → 半年別 限度制

1980년
1.12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
(연 %)
–정기예금: 18.6 → 24.0
–정기적금: 18.2 → 25.5
–특별정기 가계예금제도 폐지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 이후 잠정금리 적용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1982. 1. 14에 폐지

1.12

國公債 賣買操作 최고금리 인상
–연 20% → 26%

1.12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상
–연 10.0% → 14.0%

1.12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450원 → 500원

1.12

지급준비금 현금보유 인허율 인상(1. 23
시행)
–15% → 20%

2. 7

한국은행의 대정부대출금 금리 인상(1. 12
시행)
–연 2.0% →5.0%

2.2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기타어음: 연 18.0∼27.0% → 21.0∼
27.0%

2.22 충북은행 및 경기은행에 대한 特別融資
실시
–충북은행 296억원, 경기은행 133억원
–금리 연 7%, 융자기간 1년 이내
–동 자금은 통화안정증권(364일)에 한
해 운용
2.29 금융기관의 對民間與信 管理方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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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반기별 한도제 → 分期別 限度制

9.16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하
–연 14.0% → 13.0%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상
–저축예금: 연 12.6% → 16.8%
–통지예금: 연 10.0% → 15.0%

9.16

예금지급준비율 인하(9. 23 시행)
–저축성예금: 11.0% → 10.0%(농협
8.0% → 7.0%, 수협 6.0% → 5.0%)
–요구불예금: 20.0% → 14.0%(농협
15.0% → 10.0%, 수협 13.0% →
8.0%)
–현금보유 인허율: 20% → 22%

9.16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10. 1 시행)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510원 → 530원
–평균 융자단가: 달러당 525원 → 540원

9.18

수출금융 融資節次 간소화
–완제품 구매자금과 비축용 완제품 구
매자금을 완제품 구매자금으로 단일화
–실적기준 가득액금융 수혜대상 확대

6. 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상업어음 재할인: 연 21.0% → 20.0%
(우대적격업체 20.5 → 19.5%)
–기타어음: 연 21.0∼27.0% → 20.0∼
26.0%

6. 5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7. 1 시행)
–생산집하자금: 달러당 500원 → 510원
–평균 융자단가: 달러당 507원 → 525원

7. 3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기간 제한(90
일 이내) 철폐
–한국은행의 재할인기간은 종전과 같이
90일 이내로 유지

8. 7

주요원자재 수입금융규정 폐지(8. 8 시행)
–원자재 수입금융제도 단순화 및 政策
金融 축소 도모

9. 4

통화안정증권 發行限度 확대
–통화량(M1)의 30% → 40%

9.11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9. 16 시행)
–저축예금: 연 16.8% → 14.8%
–통지예금: 연 15.0% → 13.0%

9.16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상업어음 재할인: 연 20.0% → 18.0%
(우대적격업체 19.5% → 17.5%)
–기타어음: 연 20.0∼26.0% → 18.0∼
24.0%

10. 2 中小企業 義務貸出比率 인상
–시중은행: 총대출 증가액의 30% →
35%
–지방은행: 40% → 55%
11. 8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
(연 %)
–정기예금: 24.0 → 21.6
–정기적금: 25.0 → 22.5
–저축예금: 14.8 → 12.3
–통지예금: 13.0 → 10.5
11. 8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상업어음 재할인: 연 18.0% → 16.0%
(우대 적격업체 17.5% → 15.5%)
–기타어음: 18.0∼24.0% → 16.0∼
22.0%

271
11. 8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하
–연 13.0% → 11.0%

요구불예금 14%(농협 10%, 수협 8%)
→ 총예금 5.5%
–현금보유 인허율 인상: 22% → 25%

11. 8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취급규정 제정
12. 4 土地開發債券 담보 한국은행 대출제도
도입
–토지개발채권으로 대출금을 회수한 금
융기관에 대해 자금 지원
–금리 연 2%, 융자기간 1년 이내

1981년
2.19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상
–별단예금: 연 1.0% → 1.8%

2.19

商業어음 再割引制度 개편(3. 2 시행)
–일반적격업체와 우대적격업체 구분 폐지
–종전의 지급인한도와 의뢰인한도, 우
대적격업체한도와 일반적격업체한도
를 금융기관별 재할인한도로 통합

3. 2

商業어음 再割引比率 신규 설정
–중소기업 및 중화학업체 어음: 70% 이내
–기타어음: 60% 이내

3.19

지방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규정(1971.
8. 5)폐지

4. 3

시설자금으로 전용된 금융기관 運轉資金
貸出金의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전환(4.
8 시행)
–기업의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 도모

6.23 預金支給準備率 인하 및 단일화(7. 8 시행)
–예금 종별, 금융기관별 지준율 차등 폐지
–저축성예금 10%(농협 7%, 수협 5%),

6.23 상업어음 재할인 대상어음 확대
–건설업체가 광공업체로부터 생산설비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과 운송업체
가 보세화물운송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을 재할인 대상에 추가
6.23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상
–저축예금: 연 12.3% → 14.4%
–가계종합예금: 연 14.4%(신설)
7. 8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하
–중소기업 및 중화학업체 어음: 70% →
60%
–기타 어음: 60% → 50%

11. 9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경
기활성화 도모
–상업어음 재할인: 연 16.0% → 15.0%
(우대적격업체 15.5% → 14.5%)
–기타어음: 연 16∼22% → 12∼21%
11. 9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
–정기예금: 연 21.6% → 20.4%
–정기적금: 연 22.5% → 21.5%
–통지예금: 연 10.5% → 9.5%
–저축예금 및 가계종합예금 최고금리는
종전대로 유지
11. 9 通貨安定證券 발행한도 변경
–통화량(M1)의 40% 이내 → 총통화
(M2)의 15% 이내
11. 9 통화안정계정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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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1% → 10%

–정기예금: 19.2% → 16.2%
–정기적금: 20.3% → 16.2%
–통지예금: 8.3% → 12.0%

11. 9 預金支給準備率 인하(11. 23 시행)
–총예금의 5.5% → 3.5%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악
화 보전 도모
11.28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1. 30 시행)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인하
–상업어음 재할인: 연 15.0% → 13.0%
(우대적격업체 14.5% → 12.5%)
–무역금융 잠정이율: 연 7% → 6%
–기타어음: 연 12∼21% → 12∼20%
11.28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11. 30 시행)
–정기예금: 연 20.4% → 19.2%
–정기적금: 연 21.5% → 20.3%
–통지예금: 연 9.5% → 8.3%
12.17 지급준비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 대상: 저축성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필요지준 해당액
–대상기간: 1981. 1. 8∼12. 22
–금리: 연 10%
12.17 한국수출입은행과의 協調融資에 의한 海
外建設輸出 支援資金 융자취급요령
(1976. 2. 5) 폐지
–제도 도입이래 실적 전무
12.29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11월 이후 세 번째 금리 인하
–상업어음 재할인: 연 13.0% → 11.0%
(우대적격업체 12.5% → 10.5%)
–무역금융 잠정이율: 연 6.0% → 5.0%
–기타어음: 연 12∼20% → 11∼19%
12.29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

1982년
1. 7

通貨管理方式 전면 개편
–은행별 여신한도 설정에 의한 직접규
제방식에서 지급준비율 조작, 재할인
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에 의한 간접관
리방식으로 전환
–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 한도관리제
(1978. 8. 29) 폐지

1.1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상 업 어 음 재 할 인 : 연 11.0% →
7.0%(우대적격업체 10.5% → 6.5%)
–무역어음: 연 10% → 5.0%(잠정이율
폐지)
–기타어음: 연 11.0∼19.0% → 5.0∼18.0%

1.14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
–정기예금: 연 16.2% → 15.0%
–정기적금: 연 16.2% → 15.0%
–통지예금: 연 12.0% → 10.8%

2.18 輸出支援金融 對應輸出 불이행 이자징수
제도 폐지(2. 19 시행)
3. 4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 확대
–융자규모: 2천억원 → 3천억원
–융자대상에 신규 설치업체 추가(종전
에는 시설 개체·보완업체에 한정)

3.27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3. 29 시행)
–상업어음 재할인: 연 7.0% → 5.5%(우
대적격업체 6.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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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3. 29 시행)
–정기예금: 연 15.0% → 12.6%
–정기적금: 연 15.0% → 12.6%
–저축예금: 연 14.4% → 12.0%
–통지예금: 연 10.8% → 8.4%
–가계종합예금: 연 14.4% → 12.0%

5.2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상
–중소기업 적격업체 어음: 70% → 80%
5.20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달러당 평균 580원 → 600원
5.21

4. 3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조정
–중소기업 적격업체 어음: 60% → 70%
–기타 어음: 50% → 40%

4.16 中小企業貸出 義務比率 관리 강화
–연간 대출액 기준으로 관리하던 것을
월별로 관리
5. 6

預金支給準備率 인상(5. 23 시행)
–총예금의 3.5% → 5.5%
–지준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부담을 통화안정증권 및 계정 해
지로 지원
* 종전 지준율은 낮게 유지하고 통화안정증
권 및 계정으로 유동성을 조절함에 따른
교환결제자금 부족 등 문제점 해소 도모

5. 6

5. 6

5. 6

支給準備預置金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동 일자 지준율 인상에 따라
추가 예치될 필요지준 해당액
–부리기간: 1982. 5. 23∼1983. 1. 7
–금리: 연 12%
支準對象預金에서 차감하는 他店券 범위
확대(5. 16 시행)
–예금 타점권 → 총타점권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단일화(5. 7 시행)
–우대적격업체 어음 연 5.0%, 기타어음
5.5% → 5.0%로 단일화

中小企業 前渡金融 지원요령 제정(5. 22
시행)
–규모: 1천억원(5개 시중은행 각 2백억원)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업체
–금리: 연 14%
–상환기간: 90일 이내

6.1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상
–중소기업 비적격업체 어음: 40% → 80%
6.27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6. 28 시행)
–기타어음: 연 5.0∼18.0% → 5.0∼12.5%
6.27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인하(6. 28 시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연 12.6% → 8.0%
–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연 12.0% →
8.0%
–통지예금: 연 8.4% → 폐지
6.27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하(6. 28 시행)
–연 10% → 7%
6.27 지급준비예치금 금리(1982. 5. 6) 인하
–연 12% → 7.6%
7.22 수출지원금융제도 개편(8. 2 시행)
–수출지원금융 관련 각종 심의회 폐지
등 융자절차 간소화
–實績基準 稼得額金融 수혜자격 완화
–한국은행의 事後管理業務를 외국환은
행에 전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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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여신관련 규정 정비(8. 2 시행)
–수출금융규정 등 20여개 여신관련 제
규정을 7개 규정으로 정비
7.29 中小企業 前渡金融 지원제도 개선(8. 2
시행)
–융자기간 연장: 90일 이내 → 6개월 이내
–취급은행 확대: 5개 시중은행 → 10개
지방은행 추가
8.19

금융기관의 商業어음 一般賣出業務 취급
허용(9. 1 시행)
–취급기관: 6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
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11.18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달러당 평균 600원 → 625원
12.16 支給準備預置金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중 5.6조치에
의해 이미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추가
예치분을 제외한 금액
–부리기간 및 금리: 1982. 1. 8∼ 7. 7
연 12.0%, 7. 8∼12. 22 연 7.6%
12.31 韓國銀行法 제5차 개정(1983. 1. 1 시행)
–한국은행 豫算 및 決算을 금통위가 독
자 승인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축협중앙
회의 신용사업부문 추가
–농협 및 수협에 대한 差等支準率 적용
근거 삭제

1983년
2.24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하

–중소기업 어음: 80% → 70%
–중화학업체 어음: 60% → 40%
2.24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상
–연 7% → 8%
2.24 通貨安定證券 발행방법 개정
–공개시장에서의 일반매출방식 적극 활용
–금융기관 인수발행은 스왑자금 동결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
2.2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기타어음 담보대출중 중소기업자금 등
(A1자금): 연 7% → 8%
–유동성부족 지원자금(B자금): 연 12.5%
→ 전반월중 콜평균금리에 1%포인트를
가산한 금리
3.11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달러당 평균 615원 → 640원

3.3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하(4. 8 시행)
–대기업 어음: 40% → 30%
4.20 中小企業製品 需要者金融制度 신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구입자금을 대출
–금융기관 취급액의 30%를 한국은행이
지원
4.21 中小企業 貸出義務比率 적용대상 확대
–한국외환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비율
(35%) 준수 의무화
4.21 相互賦金 最高金利 결정 등
–연 8.4%
–상호부금을 지급준비대상 예금에서 제외

275
8.12 中小企業 技術開發資金 지원제도 신설
(8. 16 시행)
–융자대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금리: 연 10%
–융자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금액의 50%를 한국은행이 지원

1.21

금융기관 預金最高金利 조정(1. 23 시행)
–저축성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단기예금
금리는 인하
–정기 예·적금: 연 8.0% → 9.0%(지방
은행 9.5%)
–상호부금: 연 8.4% → 9.4%
–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연 8.0% →
6.0%
–보통예금 별단예금: 연 1.8% → 1.0%

3. 9

지방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韓國銀
行 貸出比率 조정(4. 1 시행)
–기타어음 담보대출중 중소기업자금(A1
자금) 대출비율 차등화
–시중은행: 20% → 서울 점포 취급분
10%, 지방 점포 취급분 30%
–지방은행: 40% → 서울 점포 취급분
20%, 지방 점포 취급분 40%

3.15

12.15 支給準備預置金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
–부리기간: 1983. 1. 8∼12. 12
–금리: 연 10%

한국은행 貸出制度 개편(3. 23 시행)
–일상적 유동성조절 자금을 A자금(연
6%)에서 분리하여 B1자금(연 8%) 신설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 부족자
금 지원수단인 B자금(콜금리+1%포인
트)은 B2자금으로 명칭 변경

3.15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상(3. 23 시행)
–연 6% → 8%

1984년

5.17

讓渡性預金證書(CD)制度 재도입(6. 1
시행)
–최고발행금리: 연 11.0%
–최저발행단위: 1억원
–만기: 91∼180일
–발행방식: 무기명 할인방식으로 중도
해지는 불허하되 양도가능

9.19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韓國銀
行資金(A1자금) 支援比率 인상
–20% → 30%(여타은행은 종전대로
20% 유지)

10. 7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한국은행
자금(A1자금) 지원비율 인상(10. 10 시행)
–30% → 40%
11. 3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
–달러당 평균 640원 → 655원
12.15 通貨安定證券 발행한도 인상
–총통화(M2)의 15% → 25%

1.21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기타어음 담보대출중 中小企業資金(A1
자금): 연 8% → 6%

1.21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하
–연 8% → 6%

* CD제도는 1974.5.1∼77.6.30 및 1978.
3.2∼81.12.29 기간중 실시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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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금융기관의 需要者金融 취급 규제
–소비수요 과열 억제를 위해 승용차 가
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자
금융 신규취급 중단
7.19

유동성 조절을 위한 特別小委員會 폐지
(7. 23 시행)

7.19

금융단협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7. 23 시행)
–계속적인 규제·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韓國銀行 規程으로 흡수
–콜거래 규약 등 은행간 업무처리 효율
화를 위한 사항은 어음交換所 規約으
로 흡수
–여타 협정은 폐지

8.16

9.15

預金支給準備率 인하(9. 8 시행)
–5.5% → 4.5%(목돈마련저축은 종전대
로 2%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金融支援要領 개정(10. 1
시행)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계열기
업군소속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은 중소기업대출실적에서 제외

11. 3 금융기관 與受信 最高金利* 인상(11. 5
시행)
–정기 예·적금: 연 9.0% → 10.0%(지
방은행 연 9.5% → 10.5%)
–상호부금: 연 9.4% → 10.4%
–상업어음할인, 당좌대월, 일반대출: 연
10.5 % → 11.5%(지방은행 연 11.5%
→12.5)
–콜금리 자유화
* 金融團協定 폐지시(1984. 7. 19) 그동안
동 협정으로 정해 오던 여수신 실행금리를

한국은행이 정하는 여수신 최고금리 및
수신기간별 최고금리 범위내에서 각 은행
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

11.12 輸出産業 設備金融 취급규정 제정(11.13
시행)
–수출산업에 대한 장기 시설자금 지원
12.27 支給準備預置金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
–부리기간: 1984. 1. 8∼12. 22
–금리: 연 5%

1985년
2.21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中小企業貸出
義務 부과(3. 2 시행)
–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25% 이상
* 시중은행 35%, 지방은행 55%

2.21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輸出金融 再
割引 허용(3. 1 시행)
3. 2

양도성예금증서(CD)제도 개선(3. 4 시행)
–발행 최고금리 인상: 연 11.0% →
12.0%
–발행액의 90% 이상을 CD대출로 운용
토록 하던 貸出 義務比率制度 폐지
–은행별 발행한도 설정
–발행기관에 特殊銀行 추가

3. 2

貯蓄預金 預置限度 확대(3. 4 시행)
–2천만원 → 3천만원

3. 2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3. 4 시행)
–달러당 평균 655원 → 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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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自由貯蓄預金 및 家計優待 定期積金制度
신설(4. 19 시행)
–자유저축예금: 수시 입출금을 허용하
되 예치기간에 따라 연 6∼12% 금리
적용
–가계우대 정기적금: 3년 만기시까지
적금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연 3%포인
트 특별금리 가산
4.18 1년 초과 施設資金貸出 최고금리 인상(4.
19 시행)
–연 11.5% → 13.5%
–금융기관의 시설자금대출 확대 유도
5. 2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5. 3 시행)
–달러당 평균690원 → 710원

6.20 産業構造調整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대
출제도 도입(7. 1 시행)
–해외건설 해운업 등 不況産業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이 당해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
–대출한도: 각 금융기관의 자금부담 및
손실규모를 감안하여 결정
–금리: 연 3.0%
6.20 農水産資金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비율
및 금리 조정(7. 1 시행)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농·수협의 수지부담 완화 도모
–대출비율: 30% → 40%
–금리: 연 5.0% → 3.0%
6.21

한국은행의 其他어음 擔保貸出 명칭 변
경(7. 1 시행)
–종전 A1, A2, A3자금 등으로 세분되
어 있던 정책자금 관련 일반대출을 A1
자금으로 통합

–신설된 산업구조조정 지원자금을 A2
자금으로 분류
7.13

수출금융 融資單價 인상(7. 15 시행)
–달러당 평균 710원 → 740원

8.30 상업어음할인 및 수출금융 違規者에 대
한 제재 완화
–융통어음 할인, 수출금융 및 내국신용
장 관련 서류 허위작성 등에 대한 제재
완화
9. 1

支店長專行 貸出限度制 도입
–한국은행 지점장이 일정한도내에서 일
반자금(B1자금)을 지역소재 금융기관
에 직접 지원

10.10 금융기관 與受信 最高金利 인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 연
12.0% → 11.75%
–1년 초과 시설자금 대출금리: 연
13.5% → 13.0%
10.17 貿易金融規程 제정(11. 1 시행)
–수출금융규정, 외화표시 공급금융규
정,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융자취급
규정 등 수출금융관련 규정을 통합 정
비
–자사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수출금융제도 도입: 생산자
금, 원자재구매자금 등 자금용도별 구
분없이 소요자금을 일괄 융자
12.19 支給準備預置金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
–부리기간: 1985. 1. 8∼12. 22
–금리: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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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2.13 讓渡性預金證書(CD) 최고금리 인하(2.
14 시행)
–CD발행 최고금리: 연 11.75% →
11.5%
–CD대출 최고금리: 연 12.75% →
12.5%
2.17

家計手票制度 개선(3. 25 시행)
–가입자격 기준설정 자율화
–장당 발행한도 확대: 10만원 → 30만원

2.28 중소기업에 대한 金融支援要領 개정(3.
3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은 담
보가액의 100%까지 취급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융자기한 폐지
3. 6

3. 6

통화안정증권 一般公募制度 개선
–기존의 63일, 91일, 182일 만기 외에
364일 만기 추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를 시장금리수
준에 연동

7.1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상업어음 재할인 및 무역어음: 연
5.0% → 7.0%
–축산어음: 연 5.0%(신설)

7.10

商業어음 再割引比率 인하
–중소기업 어음: 70% → 60%

7.10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商業어음 再
割引 허용(8. 1 시행)

7.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中小企業貸出 義務
比率 인상(8. 1 시행)
–25% → 35%
–상업어음 재할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종전대로 25% 적용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 및 CD貸
出金利 자유화(3. 7 시행)
–다만 과도한 금리상승 방지를 위해 필
요한 경우 한국은행총재가 CD대출 최
고금리 결정 가능

7.24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하(7. 25 시행)
–달러당 평균 740원 → 720원

지방은행의 中小企業貸出 義務比率 인상
(4. 1 시행)
–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55% →
80%

8.21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讓渡性預金證書
(CD)業務 허용(9. 1 시행)
–전체 CD발행한도를 750억원으로 제한
–CD발행액을 스왑 특별한도에서 차감

3.24 금융기관 貸出最高金利 인하
–1년 초과 시설자금: 연 13% → 12%
5. 1

6.19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상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부족 지원자금
(B2자금): 콜금리+1%포인트 → 연
15%

9.11

무역금융규정 개정
–中小企業 包括金融 수혜대상 확대: 연
간 수출실적 50만달러 미만 → 70만달
러 미만
–융자단가 인하: 달러당 평균 720원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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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9.1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素材·部品産業
施設資金 대출취급규정 제정
–융자대상 축소: 수출 대기업의 경우 최
근 1년간 매출액에 대한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업체로 제한
–대응수출의무 부과 등 사후관리 강화
–수출산업 설비금융 취급규정(1984.
11. 12) 폐지
韓國銀行 貸出制度 개정
–기타어음 담보대출 대상에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추가

10.30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 (10. 31 시행)
–대기업: 달러당 평균 700원 → 670원
–중소기업은 종전대로 700원 유지
11. 6 公開市場操作 去來對象機關(전문딜러)制
度* 도입(11. 7 시행)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시 거래대상
기관을 통한 위탁 및 인수매출방식 도입
–입찰참가자격을 거래대상기관 등으로
제한
* 10개 증권회사와 7개 투자금융회사를 거
래대상기관으로 지정(11. 11)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대기업: 670원 → 645원
·중소기업: 700원 → 680원
2.12 讓渡性預金證書(CD) 발행 단위금액 인하
(2. 13 시행)
–1억원 → 5천만원
4.14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한국은행 자금
지원 기준 결정
–지원대상: 농수축협의 農漁家 私債代
替資金
–한도: 농수축협 취급액의 50% 이내
–금리: 연 3%
4.20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하(4. 21 시행)
–대기업 달러당 평균: 645원 → 575원
–중소기업은 종전대로 680원 유지
–국지수제 흑자 확대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가 억제 도모
4.20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素材·部品産業
施設資金 대출취급규정 개정(4. 21 시행)
–30대 계열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6. 1

11. 6 한국은행 당좌예금 거래대상에 證券會社
를 추가
12.18 支給準備預置金에 대한 이자 지급
–부리대상: 총예금(목돈마련저축 제외)
에 대한 필요지준 해당액
–부리기간: 1986. 1. 8 ∼ 12. 22
–금리: 연 2.0%

* 수출실적 3천만달러(1989년 2월 이후 5천
만달러) 이하 비계열 대기업은 별도 단가
적용

6. 1

1987년
2.12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하(2. 13 시행)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하(6. 2 시행)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대기업: 575원 → 475원(비계열 대
기업 575원)*
·중소기업: 680원 → 630원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素材·部品産業
施設資金貸出 취급규정 개정(6. 2 시행)
–대기업 및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
을 융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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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 허용

8. 6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하(8. 7 시행)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대기업: 475원 → 375원(비계열 대
기업 575원 → 525원)
·중소기업: 종전대로 630원 유지

1.21

通貨安定證券 발행한도 확대
–총통화(M2)의 25% → 35%

8. 4

通貨安定證券 발행한도 확대
–총통화(M2)의 35% → 50%

10.14 調節用 債券引受를 위한 협약 체결
–투자금융 투자신탁 은행신탁 증권 보
험회사 등으로 채권인수단 구성
–인수단이 발행물량을 총액인수하여 사
전에 합의된 비율에 의해 기관별로 배분

8. 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 B2자금* 차
입 허용(8. 8 시행)
–국내은행과의 대등한 경쟁여건 조성

10.29 預金支給準備率 인상(11. 23 시행)
–4.5% → 7.0%(목돈마련저축은 종전대
로 2.0% 유지)
–국제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가 억제 도모

9. 1

10.29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하(10. 30 시행)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대기업: 375원 → 275원(비계열 대
기업 525원 → 450원)
·중소기업: 630원 → 580원
12.29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하(12. 30 시행)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대기업: 275원 → 175원(비계열 대
기업 450원 → 375원)
·중소기업: 580원 → 520원

1988년
1.14

금융기관의 需要者金融 취급방식 변경(1.
15 시행)
–수요자금융관련 정기적금제도를 폐지

하고 할부상환 대출방식으로 전환

* 지급준비금 및 교환결제자금 부족 발생시
지원자금(벌칙성 금리 부과)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9. 2 시행)
–금리자유화와 통화관리의 間接規制方
式 전환을 위한 여건조성 도모
–자금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金利體系
單一化: 연 5∼8% → 8%
–자금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되어 있
는 대출비율 단순화: 30∼80% → 중
소기업 50%, 대기업 30%
–일반 중소기업자금, 에너지절약 시설
자금 등 일부 政策資金에 대한 한국은
행 자금지원제도 폐지

12. 1 金利自由化*(12. 5 시행)
–재정자금, 각종 기금대출 및 농수축산
자금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 자유화
–프라임 레이트제도 도입
–예금금리는 2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
금리만 자유화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등 단기예금금리 연 1∼2%포인트 인하
–기업자유예금제도 도입 및 기업적금 허용
* 1989년 초반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窓口
指導에 의한 금리규제가 재개됨으로써 실
효를 거두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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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預金支給準備率 인상(12. 23 시행)
–7% → 10%(다만 2년 이상 만기 정기
예·적금은 종전대로 7% 유지)
–재형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및 주
택부금: 2% → 3%
12. 1 家計手票의 장당 발행한도 조정(12. 5 시행)
–30만원 → 30만원과 100만원으로 이원화

1989년
2. 1

2.16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조정(2. 8 시행)
–대기업: 30% → 폐지
–중소기업: 종전대로 50% 유지
–자동재할인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통화
긴축 및 간접규제 통화관리 방식 조기
정착 유도
通貨安定證券 滿期 다양화
–종전의 14∼364일 만기외에 546일 만
기 증권 도입

3.14 貿易金融 特別承認業務 외국환은행에 위임
–무역금융 융자한도 초과 및 융자기간
연장 특별승인업무의 상당부분을 외국
환은행에 위임
4.20 限界支給準備制度 실시(5. 8 시행)
–민간신용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함으로
써 해외부문의 통화증가를 중화
–매반월 예금 평균잔액 증가액에 대해
30%의 한계지준율 적용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근로자 주택마
련저축 및 주택부금은 제외
5.25 中小企業에 대한 再割引支援 확대
–5.25∼7.31중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

음 재할인비율을 50%에서 60%로 잠
정 인상
–5.10∼12.31중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
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50%를
재할인 지원
7.20 商業어음 一般賣出 기간별 최고금리 인
상(8. 1 시행)
–연 3∼6% → 3.5∼8.5%
7.20 금융기관의 貿易어음 인수, 할인 및 매출
업무 취급 허용(8. 1 시행)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행
한 무역어음을 외국환은행이 인수하여
매출
–매출최고금리: 연 3.5∼8.5%(액면 3천만
원 이상, 만기 91일 이상 어음은 자유화)
7.27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 再割引比率
잠정 인상조치(1989. 5. 25) 시한 연장
–1989년 7월말 → 9월말
* 이후 1992년말까지 연장 시행하였으며
1989. 12. 1부터 비상장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재할인비율을 60%에서 70%로
인상

8. 3

中小輸出業體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강화
–포괄금융의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 확대

8.3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素材·部品産業
施設資金貸出 취급세칙 개정(9. 1 시행)
–융자비율 인상: 소요자금의 50∼70%
→ 50∼80%
9.21

貿易어음 一般賣出金利 자유화대상 확대
(9. 22 시행)
–만기 91일 이상, 액면 3천만원 이상 →
만기 60일 이상, 액면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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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상(10. 30 시행)
–중소기업: 달러당 평균 450원 → 500원

3. 2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변경
–최저단위 하향 조정: 1천만원→1백만원
–371일 만기 증권 신설
–一般賣出窓口 확대: 한국은행 본·지
점외에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 추가

4. 4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상(4. 6 시행)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중소기업: 550원 → 600원
·비계열 대기업: 300원 → 400원

6.21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변경
–額面發行(만기 2년)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392일 만기 증권 도입

11.14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11. 15 시행)
–상업어음 재할인, 무역금융, 중소기업
관련자금,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
부품산업 시설자금: 연 8.0% → 7.0%
12. 7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할인대상 무역어음
범위 확대(12. 8 시행)
–수출신용장 이외에 지급도(D/P) 또는
인수도(D/A)조건 수출계약서, 外貨表
示 物品供給契約書를 근거로 발행된
어음 추가
12.21 무역금융 融資單價 인상(12. 22 시행)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중소기업: 500원 → 550원
·비계열 대기업: 200원 → 300원
12.30 한국은행 通貨安定證券法 개정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에 기존의 할
인발행 이외에 액면발행방식 추가

1990년
1.18

3. 2

限界支準制度 폐지 및 支給準備率 인상
(2. 8 시행)
–1989. 5. 8 이후 시행하던 한계지준제
도 폐지
–2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 7.0% →
8.0%
–기타 예금: 10.0% → 11.5%
공개시장조작 대상금융기관 확대
–국공채 환매조건부 거래대상에 非銀行
金融機關 추가(종전은 은행으로 제한)

8.27 은행의 私募社債 引受業務 허용
–회사채시장 활성화 및 금융기관 업무
영역확충 도모
11.29 融通어음 割引業體에 대한 제재 강화
–상업어음할인 금지 및 재할인 적격업
체자격 정지기간 연장
12.26 금융기관 대출기간 산정시 初日 算入 금
지(1991. 2. 1 시행)

1991년
1.14` 신설된 勤勞者 長期貯蓄의 지급준비율
결정 (1.23 시행)
–3.0%
1.17

상호부금에 대한 지급준비의무 부과(2.
8 시행)
–지급준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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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1991. 1. 1 이후 신규 계약분
1.21

製造業貸出 指導比率制度 도입
–시중은행: 총 원화대출금 잔액의
48.7%*
–지방은행: 49.2%*
* 당시 총대출금중 제조업 대출비중 평균

3.25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잠정 인상기한 연장
–1991년 3월말 → 1991년 9월말
8.23 한국은행·재무부,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1996년까지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
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 자유화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여신
금리를 수신금리보다 더 빠르게 자유화
–수신금리는 장기·거액상품 → 단기·
소액상품 순으로 자유화
9.30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잠정 인상기한 연장
–1991년 9월말 → 1991년말
11.16 한국은행·재무부, 제1단계 金利自由化
실시(11. 21 시행)
–여신금리 자유화
·은행의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재할
인대상 제외), 무역어음할인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
용금고의 어음할인
·전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수신금리 자유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거액CD,
거액RP, 3년 이상 만기 불특정 금전
신탁, 3년 만기 개발신탁
·투자금융 및 종합금융회사의 거액기
업어음
·상호신용금고의 2년 이상 만기 정기

부금예수금
·신용협동기구의 3년 만기 정기예탁금
·2년 이상 만기 회사채 발행금리
11.21 貿易金融 融資單價 인상(11. 25 시행)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
·중소기업: 600원 → 650원
·비계열 대기업: 종전대로 400원 유지
12.28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잠정 인상기한 연장
–1991년말 → 1992년말

1992년
1. 9

시중은행의 中小企業貸出 義務比率 인상
(2. 1 시행)
–금융자금 대출증가액의 35% → 45%
–다만 1992. 8. 31까지는 40%로 잠정
운용

1.30 製造業貸出 指導比率 인상(2. 1 시행)
–시중은행: 총 원화대출금 잔액의
48.7% → 55.0%
–지방은행: 49.2% → 25.0∼60.0%(은
행별 차등화, 평균 51.0%)
* 평화은행은 1993. 10부터 45% 적용

8.10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
행 대출 실시
–2조 9천억원(연 3%)을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
–기간: 1992. 8. 10∼1993. 8. 10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보증
–동 대출로 인한 流動性 확대를 방지하
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2조 1,463억
원 및 外國換平衡基金債券 1조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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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預金制度 개정(9. 7 시행)
–저축예금: 예치한도(3천만원) 및 1인 1
계좌가입제한 폐지
–자유저축예금: 예치한도 인상(2천만원
→ 5천만원)
–가계우대정기적금: 1인 1계좌 가입제
한 폐지

12.17 양도성예금증서 최장만기 연장(12. 19 시행)
–180일 → 270일
12.17 예금제도 개정(12. 19 시행)
–정기예금에 대한 복리부리 허용
–가계종합예금을 가계당좌예금으로 명
칭 변경하고 貸越限度(30∼50만원)를
자율화

1993년
1.26

1.26

1.26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제1단계 자유화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
융자금 대출금리: 연 10.0∼12.5% →
9.0∼11.0%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
–상업어음 재할인: 연 7.0 → 5.0%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 중소기
업자금 등: 연 7.0 → 6.0%
–유동성조절 자금: 연 8.0 → 7.0%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
–정기예·적금: 연 10.0 → 9.0%
–저축예금: 연 5.0 → 3.0%
–자유저축예금: 연 11.0 → 10.0%
–가계당좌예금: 연 4.0 → 1.0%
–상호부금: 연 11.0 → 10.0%

3. 4

競爭入札方式 還買條件附 國公債賣買
(RP) 제도 도입
–종전 相對賣買方式과 병행 실시

3.25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3. 26 시행)
–제1단계 자유화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
융자금 대출금리: 연 9.0∼11.0% →
연 8.5∼10.0%
3.25 한국은행 대출금리 인하(3. 26 시행)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 중소기
업자금 등: 연 6.0% → 5.0%
–유동성조절 자금: 연 7.0% → 6.0%
3.25 금융기관 예금최고금리 인하(3. 26 시행)
–정기예·적금: 연 9.0 → 8.5%
–자유저축예금: 연 10.0 → 9.0%
–상호부금: 연 10.0 → 9.5%
3.26 通貨安定計定 금리 인하
–연 8.0% → 6.0%
4. 1

商業어음 割引 및 再割引制度 개정(4. 2
시행)
–금융기관의 融通어음 할인 허용
–재할인 대상은 상업어음으로 계속 제한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제 폐지

4. 1

무역어음 融資單價 인상(4. 2 시행)
–중소기업: 달러당 평균 650원 → 700원

4. 9

競爭入札方式에 의한 通貨安定證券 發行
재개
–1989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발행 재개

8. 5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
행 대출 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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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금 2조 9천억원중 3천억원을
회수하고 2조 6천억원은 재지원
–금리: 연 3.0%
–대출기간: 1993. 8. 10∼1994. 2. 10
9. 3

1994년

2.17

2.17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결정
–3.15 이후: 8조 8천억원
–4. 1 이후: 9조 3천억원

3. 3

通貨安定證券 競爭入札方式* 개정
–복수가격방식과 단일가격방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양도성예금증서(CD) 최저발행금액 인하
–5천만원 → 3천만원

10.28 한국은행·재무부, 제2단계 金利自由化
실시(11. 1 시행)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자유화
–2년 이상(적립식의 경우 3년 이상) 수
신금리 자유화
–만기 2년 미만 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
금리 자유화
–통화채 및 국공채 발행금리 실세화
–자유화 비율
·은행: 여신 62%, 수신 40%
·비은행: 여신 100%, 수신 64%

2. 3

–농수축산자금은 단계적으로 재정에 이관
–支準不足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부족자
금 지원제도(B2자금)는 종전대로 유지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
행대출 재지원
–기존대출금 2조 6천억원중 4,500억원
을 회수하고 2조 1,500억원은 재지원
–금리: 연 3.0%
–대출기간: 1994. 2. 12∼8. 12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3. 15 시행)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자금별로
금융기관 대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
는 방식에서 은행별로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수출산업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은
재정으로 이관하고 폐지

* 경쟁입찰이 처음 도입된 1988.12∼89.2에
는 복수가격방식이었으나 1993.4 이후 단
일가격방식으로 전환(1989.3∼93.3 기간중
에는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경쟁입찰 중단)

7.1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중소기업대출 의무
비율 관리방식 개정(8. 1 시행)
–발행시장에서 중소기업 회사채 및 중
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금
융자금대출 증가액의 10% 이내에서
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인정

8. 4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
행대출 재지원
–기존대출금 2조 1,500억원중 8,500억
원을 회수하고 1조 3천억원은 재지원
–금리: 연 3.0%
–대출기간: 1994. 8. 12∼1995. 2. 12

11.24 通貨管理方式 改善方案 발표(1995년부터
시행)
–재할인제도의 유동성 조절기능 제고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RP賣買操作을 본래의 微調整 수단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RP매각액의
상당부분을 통화안정증권으로 교체
–RP 및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단계적으
로 실세화하고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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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한국은행·재무부, 제3단계 金利自由化
부분 조기 시행(12. 1 시행)
–제1, 2금융권의 1년 이상 2년 미만(적
립식의 경우 2년 이상 3년 미만) 수신
금리 자유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상업
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대출금리는 각
은행이 프라임레이트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12.15 韓國銀行 金融決濟網(BOK-Wire) 가동
개시
–한국은행 當座計定을 통한 實時刻 總
額決濟制度
–참가기관: 138개 기관(은행 85, 비은
행금융기관 53)
–취급업무: 원화 및 외화자금이체, 국공
채거래, 한국은행대출, 국고, 통화금융
정보 업무

1995년
2.13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은
행대출 전액 회수
–증시 활황에 따른 경영호전으로 지원
자금 잔액 1조 3천억원 회수
5.11

5.13

定期預·積金의 最長滿期 확대(5. 15 시행)
–3년 → 5년
–3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에 대하여
는 계약기간중 취급은행이 금리를 변
경하는 경우 변경된 금리 적용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7. 1 시행)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適格業體制度를 폐지하여 금융기관이
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자율화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실적의 가중치 상
향 조정
5.18

표지어음 발행한도 확대(5. 20 시행)
–어음할인 평균잔액의 30% → 50%
–상업어음할인 재원 확충 도모

7.12

제조업대출 지도비율 인하(8. 1 시행)
–시중은행: 50% → 40%(평화은행 및
국민은행은 40% → 30%)
* 국민은행은 1995. 1부터 40% 적용

7.20 한국은행·재정경제원, 제3단계 金利自
由化 부분 시행(7. 24 시행)
–제1, 2 금융권의 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적립식의 경우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 수신금리 자유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대출
금리 자유화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단만기 단축: 60
일 → 30일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발행금액 인하
·CD, 거액 CP, 거액 RP, 거액 상
업·무역어음: 3천만원 → 2천만원
·중개어음: 5천만원 → 3천만원
·은행표지어음: 2천만원 → 1천만원
9.22 通貨安定證券 銀行窓口 販賣指針 제정
–각 은행이 인수한 통화안정증권을 개
인 및 법인에 판매
–판매방식: 통장거래
–판매가격: 각 행이 자율결정
11.17 한국은행·재정경제원, 제3단계 金利自
由化 계획 조기 완료(11. 20 시행)
–제1, 2 금융권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
예탁금(적립식의 경우 만기 1년 미만)
금리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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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예금 성격인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도 예치기간 3
개월 이상의 경우 금리 자유화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발행금액 인하
·CD, 거액 CP, 거액 RP, 거액 상
업·무역어음: 2천만원 → 1천만원
·중개어음: 3천만원 → 1천만원
·은행표지어음: 1천만원 → 5백만원
11.20 總額限度貸出制度 개편
–상업어음의 업종별 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어음 등 모든 중소기업의 眞性어
음을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
–중소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방 중
소기업자금 지원

–3.0%
10.24 예금지급준비율 인하(11. 8 시행)
–2년 이상 만기 정기 예·적금: 6% → 4%
–재형저축 등 장기저축: 3% → 2%
–여타 예금: 9% → 7%
–은행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와 제1·
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도모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초과지준은
총액대출한도 감축으로 전액 흡수
12.26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시
–3개월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형태로 발행

1997년

1996년
1.27
1.18

은행대출 加算金利 自由化(1. 19 시행)
–신용도별 업종별 기간별 가산금리제한
폐지

일본은행, 호주중앙은행, 싱가포르 및 홍
콩 통화청과 還買條件附 債券賣買(RP)契
約 체결
–외환위기 발생시 상호협조 도모
* 7. 4 중국 인민은행과도 RP계약 체결

2. 9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 폐지(3. 2 시행)
2. 6

4.18 預金支給準備率 인하(4. 23 시행)
–11.5% → 9.0%(만기 2년 이상 정기
예·적금은 8.0% → 6.0%)
–제1·2 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도모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초과지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
8. 1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8. 5 시행)
–달러당 평균융자단가
·중소기업: 700원 → 720원
·비계열 대기업: 400원 → 450원

10.17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 결정

예금지급준비율 인하(2. 23 시행)
–은행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1·
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도모
–예금분류 변경 및 CD에 대한 지급준비
의무 부과
(%)
종전
개정
일반예금
7
요구불예금·수시 5
입출식 저축성예금
2년 이상 만기 4
기한부예금
2
정기예·적금
재형저축 등
2
재형저축 등
1
장기저축
장기저축
C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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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總額貸出限度 축소(2. 24 시행)
–6조 4천억원 → 3조 6천억원
–간접조절방식 통화관리의 조기정착 도모

2. 6

한국은행 일시대출(B2자금)제도 개선(2.
24 시행)
–일정한도내에서 은행 재량에 의해 차
입할 수 있도록 허용

2. 6

금융기관의 CD 및 표지어음 발행한도 폐
지(2. 17 시행)

·최저금액 제한(500∼1,000만원) 폐지
·최단 및 최장만기 제한 폐지(다만 은
행의 CD 표지어음 및 RP 매도는 현
행 최단만기(30일) 유지)
7. 4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하
–지방은행: 70% → 60%
–중소기업은행: 90% → 80%
–대동·동남은행: 80% → 70%

2. 6

은행예금 만기규제 완화(2. 10 시행)
–은행예금의 최장만기 제한(5∼10년)
폐지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부예
금의 최단만기 제한(1년) 폐지

11.28 不實債權 整理基金債券 2조원 인수
–발행기관: 성업공사
–보증: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원리
금 지급보증
–만기: 5년 6개월, 6년, 6년 6개월 및 7
년(각 5천억원)
–금리: 연 5%

2. 6

完全競爭入札에 의한 公開市場操作 실시
(2. 24 시행)
–RP거래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완전
공개경쟁입찰 실시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관리 도모

12. 4 輸出換어음 擔保貸出 活性化를 위한 流
動性 지원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액의 일정비
율 해당액을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로
지원

2. 6

무역금융 융자단가 일원화(2.15 시행)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
입자금, 포괄금융으로 차등화되어 있
던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일원화
–달러당 융자단가를 전월평균 기준환율
의 일정비율(중소기업 90%, 비계열 대
기업 60%)로 산정

12.11 總額貸出限度 확대(12. 12 시행)
–3조 6천억원 → 4조 6천억원

7. 4

한국은행·재정경제원, 제4단계 金利自
由化 일부 시행(7. 7 시행)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자유화
(MMD A 허용)
–시장성 금융상품(CD CP RP 등)의 발
행조건 완화

12.12 限時的 韓國銀行貸出制度 신설
–대출대상: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
한 금융기관
–금리: 콜거래 평균금리 - 1.0%포인트
–대출기간: 3개월 이내
–운용시한: 1998. 12. 31
12.12 콜자금이 동결된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
은행 자금 지원
–업무정지된 14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콜론 동결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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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7조 3천억원
–지원방법: 2조 7천억원은 신탁계정보
유 국공채 매입, 4조 6천억원은 신설
된 한시적 대출제도를 통해 지원

–인수금액: 총 6조 5천억원
–만기: 5년 6개월∼7년
–금리: 연 15.0%
2.19

12.12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에 대한 한국은행 자금 지원
–예금인출, 콜시장 경색 등으로 인한 자
금사정 악화에 대처
–지원한도: 4조원(증권회사 2조원, 투
자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각 1조원)
–지원방법
·투자신탁회사: 보유 국공채 매입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한국증
권금융(주) 및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대출을 통해 우회 지원(금리: 콜거래
평균금리, 기간: 6개월 이내)
12.19 한국은행의 국공채 거래 대상기관에 투
자신탁회사 추가
12.31 韓國銀行法 개정(1998. 4. 1 시행)
–한국은행의 목적 변경: 通貨價値의 安
定과 銀行·信用制度의 健全化 → 物
價安定
–金通委 議長을 재경원장관에서 한은총
재로 변경하고 위원을 전원 常勤化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하는 통화정
책운영계획 수립·공표
–은행감독원을 폐지하고 제한적인 은행
감독기능 부여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승인권
신설

1998년
1. 3

預金保險基金債券 인수(1. 3∼30)

총액대출한도 인상(3. 2 시행)
–4조 6천억원 → 5조 6천억원

4.13 재할인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 범위 확대
(4. 15 시행)
–금융기관이 할인 취급한 융통어음(CP)
과 건설 등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
결과 취득한 신용증권 포함
4.21 총액한도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
(90일 이내) 폐지(5. 1 시행)
4.22 무역금융 융자단가 자율화(5. 1 시행)
–전월평균 기준환율의 일정비율(중소기
업 90%, 비계열 대기업 60%)로 산정
하던 것을 각 은행이 결정토록 자율화
4.28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5. 1 시행)
–중소기업 발행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국내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외화자금
지원
–지원한도: 3억달러
–금리: 시장실세금리
–취급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
5. 7

預金支給準備 現金保有 認許率 인상(5.
23 시행)
–25% → 35%

6.26 중소기업대출 촉진을 위한 誘引 강화(7.
1 시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未遵守은행은
미달금액의 60%(종전 50%) 해당액을
총액대출한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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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은행에 대한 제재로 발생한 한
도여유분을 의무비율 초과달성 은행에
배분
8.31

總額貸出限度 인상 및 금리 인하(9. 1 시행)
–대출한도: 5조 6천억원 → 7조 6천억원
–금리: 연 5% → 3%

9. 3

제일은행에 대한 특별대출 재지원(9. 8
시행)
–9. 8 만기도래하는 특별대출 1조원 재
지원
–기간: 1년
–금리: 콜거래 평균금리(종전은 연 8%)

9.17

1998년 通貨信用政策 運營計劃 공표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 처음으로 공표
–1998년중 물가안정목표: 9±1%
–M3 증가율 : IMF와 합의한 예시한도
(9월말 전년동월대비 14.0%, 12월말
13.5%)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9.25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총액대출한도 산정시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은 취급액의 1.3배를 실적으로 인정
9.30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8.1% →7.0% 수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계기로 과도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함
10. 1 貿易金融 지원 확대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융자대상품목
제한 철폐
–해외건설 및 용역수출대금 지원대상에
비계열 대기업 포함

–융자기간(90일) 자율화
10.16 對國會 通貨信用政策 遂行狀況 보고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 처음으로 보고
10.21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誘引 강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
한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을 미달금액
의 60%에서 100%로 확대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실적, 수입
L/C 개설실적 등이 부진한 은행은 총
액대출한도 차감
–한도차감으로 발생한 여유분을 초과달
성은행에 배분
11.25 總額貸出限度 配定方式 변경
–은행별 중소기업 자금 지원실적을 감
안한 종합평점제도 도입
–지점별 총액대출 한도를 2천억원 증액
12.14 遊休設備 輸出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국내 유휴설비 및 중고자동차 등 중고
품 수출에 대하여도 무역금융 지원
12.28 國債 電子入札制度 도입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하여 입찰공
고, 입찰참가, 입찰결과 통보 등 전과
정을 전산으로 수행
–1999년 1월 첫 국채입찰시부터 시행

1999년
1. 8

총액한도대출의 지점별 한도 배정대상 금
융기관에 農·水·畜協 추가(3. 1 시행)

1.13

韓國銀行 金融決濟網 운영제도 개선(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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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마감시간 연장: 16: 30 →
17:00
–오전 半日物 콜자금 상환시점 연장:
13:00 → 14:30
1.13

電子貨幣 共同事業 추진계획 확정
–상반기중 IC카드 試製品 생산 및 테스트
–10월경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1.20 총액대출한도 우대배정 대상에 기술집약
형 중소기업 추가(4. 1 시행)
1.21

한국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의 중소기업대
출 의무비율 인하
–45% → 35%

5. 1

貿易金融制度 개편
–내국신용장 표시통화 자유화
–期限附 內國信用狀制度 도입
–포괄금융 융자대상 확대: 연간 수출실
적 2천만달러 미만 → 5천만달러 미만

6. 1

總額貸出限度 運用方式 변경
–중소기업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평가항
목으로 추가

7.23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구
–통화신용정책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여부 등 점검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한 최초의 검사 요구
7.25 한국은행·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
회,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금융시장 안

2. 1

3.17

정대책 발표

1999년 通貨信用政策 運營計劃 공표
–물가안정목표: 3±1%
–M3 증가율 목표: 13∼14% 내외
–콜금리의 하향 안정기조 유지
–금리·환율의 조화적 운용 도모
금융시장안정 대책자금 만기 회수방침 발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
(1997. 12. 12)에 따라 13개 은행에 지
원되었던 6조 2,370억원을 예정대로
3월 17∼29일중 전액 만기 회수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금융기관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신속 추진
–외국 채권금융기관단과의 협의 추진
8. 2

총액한도대출의 지점별 한도 2천억원 증액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도모

8.19

通貨信用政策 運用關聯規程 대폭 정비
(9. 1 시행)
–융통어음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비제조 지방특화산업에 대한 지점별
총액한도대출 지원
–일시부족자금대출 차입금융기관의 통
화안정계정 예치의무 폐지 등

3.22 한국은행 및 재정경제부, 긴급결제부족
지원외화자금 금리 인하
–LIBOR + 6% → LIBOR + 4%
4.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기술집약형 중소
기업 대출실적을 일반중소기업 대출실
적보다 30% 우대

8.19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한국은행 특별
대출제도 도입
–1999. 11. 1∼2000. 4. 29 기간중 시
한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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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預金支給準備金 現金保有 認許率 한시
인상(1999. 11. 23 ∼ 2000. 3. 22 시행)
–35% → 50%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의 일환

8.26 투자신탁운용회사의 公開市場操作 참여
허용
8.26 대우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자
금지원
–5천억원 한도내에서 대우계열사 발행
상업어음 할인실적의 50%를 총액한도
대출로 지원
9. 8

제일은행에 대한 특별대출 1조원을 1년
간 재지원

9.13

RP매입 대상채권의 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
–액면가격의 70% → 85%

11. 4 한국은행·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
회,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
정 종합대책 발표
–기업개선작업 추진에 따른 금융권별
손실분담 명확화
–대우채권 지급비율(50∼95%) 철저히
보장
–대우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저금리 유지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
정 도모

가격 변동분 제외
–M3 증가율 목표: 7∼10%
–물가상승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제적 금리정책 실시
–금리 환율 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용
2.10 콜금리 목표수준 인상
–연 4.75% → 5.0%
3.13

4.20 企業購買資金貸出制度 도입·시행(5.22
시행)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금
융결제수단
–총액대출한도 중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 금융기관 취급실적의 50% 지원
6.19

流動性調節貸出制度 도입 발표(8. 1 시행)
–금리공시기능 활용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
–대출한도: 금통위가 3개월마다 결정
–대출금리: 금통위가 매월 통화신용정
책방향 논의시 콜금리목표와 함께 결
정·고시

7. 6

流動性調節貸出金利 연 4.5%로 결정

9. 1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강화를 위한 총액
한도대출 지원방식 변경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재조정
–총액한도대출 차등지원 폭 확대

9. 7

日中當座貸出制度 도입(9. 30 시행)
–영업시간중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지

2000년
1.13

2000년 通貨信用政策 運營計劃 공표
–물가안정 목표: 2.5±1.0%
·다만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
–대상금융기관: 한빛은행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한 최초의 공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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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에 대해
일정한도(지준예치금 평잔의 100%) 범
위 내에서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업무마
감시각까지 무이자로 자동 지원

–유동성조절대출한도 확대(2조원 → 3
조원, 2001. 1. 2 시행)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
출제도의 도입(2001. 2. 12 시행)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자금공급 적극 지원

10. 5 콜금리 목표수준 인상
–연 5.0% → 5.25%

*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1∼4대 계열
기업 제외)은 물론 회사채와 CP의 매입을 확
대한 금융기관이 총액한도자금을 더 많이 배
정받도록 한시적으로 배정방식을 변경

11. 3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대책 발표
–구조조정 대상기업(11. 3일 발표)이 발
행한 상업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동 어음 할인실
적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우대 지원
–지원한도: 5천억원(기존의 금융기관별
한도 중 5천억원을 별도로 운용)
–지원비율: 금융기관별 상업어음 할인
잔액의 50% 이내

1.11

11.2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자금
추가지원 및 운용방식 변경(12. 1 시행)
–韓銀 지점별 총액한도자금 지원규모
확대(21,500억원 → 26,500억원)
–각 지점에서 지역경제 특성에 맞게 자
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총액한도자
금의 비중을 확대(50% → 70%)
–지원대상자금범위 확대(일반운전자금
대출 중 어음대출 → 모든 일반운전자
금대출)

2001년 通貨信用政策 運營計劃 공표
–물가안정목표: 3.0±1.0%(중기목표
2.5%)
–M3 증가율 목표를 중간목표에서 감시
지표로 활용(감시범위: 6∼10%)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부문으로의 자
금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금융시장 안
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출
정책 운용
–금리 환율 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용

2. 8

콜금리 목표수준 인하
–연 5.25% → 5.0%

4. 1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
한도 확대
–기존의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6. 1

무역금융 융자대상 확대
–새로운 수출 유망분야인 인터넷을 통
한 전자적 형태의 無體物 수출에 대해
서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

12. 6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
한도 확대(2001. 1. 2 시행)
–기존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12.14 기업자금경색 완화대책 발표
–총액대출한도 2조원 증액(7.6조원 →
9.6조원) 및 배정방식* 변경(2001. 1.
2 시행)

2001년

6.26 일중당좌대출 담보대상 증권 및 한도 확
대(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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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 기존의 국고채, 통화안정증
권에 더하여 정부보증채를 추가
–대출한도: 지준예치금 평잔의 1배에서
2배로 증액
7. 1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
한도 확대
–기존의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

7. 5

콜금리 목표수준 인하
–연 5.0% → 4.75%

8. 1

중소기업대출비율 산정방식 변경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대기업 SOC 사업
자에게 대출을 할 경우 이로 인해 총액
한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8. 9

콜금리 목표수준 인하
–연 4.75% → 4.5%

8.16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제재 근
거 조항 추가(9. 1 시행)
–재무상태 악화, 영업정지, 인·허가 취
소, 영업양도, 합병, 해산, 파산,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거
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19

미 테러사태(9. 11)에 따른 경기둔화 장
기화 우려에 대처한 통화정책
–콜금리 목표수준인하: 4.5% → 4.0%
–유동성조절대출금리인하: 4.25% →
3.75%
–총액대출한도증액(9.6조원 → 11.6조
원) 및 동 대출금리 인하(3%→2.5%)

11.26 채권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통안증권
중도환매 및 국고채권 단순매입 실시
–매입규모: 1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