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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윤덕룡 외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
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
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 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
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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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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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윤덕룡ㆍ 김태준ㆍ 문우식ㆍ 송치영ㆍ 유재원ㆍ 채희율

서언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개방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997
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금융개방을 일시에 크
게 확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현재 선진국에 비견
될 정도로 금융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개방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금융개방을 찬성하는 이들은 금융개방이 확대되면
해외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어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금
융시장의 발달이 촉진되며,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참여가 증가하면서 경
영의 효율성도 증가하는 편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금융개방은 높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개방이 확대되면 국가간 자본이동이 증가
하는데, 이는 매우 경기순행적(pro-cyclical)이어서 경기변동의 확대를 초래한
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자본의 유출입이 증가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성이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금융개방의 확대는 또한 국가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외부충
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범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더
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개방의 효과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대상으로 금융개방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본 연구
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금융개방이 국
내 투자, 기업의 성과, 은행산업의 성과,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금융감독⋅규
제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등 금융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여

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개방의 확
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개방을 통한 금융세계화 현상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
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본 연구는 금융개방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
에 정책적 활용도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살펴보면 금융개방의 양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개방은 자본유입의 증가를 통한 투자 촉진, 은행산업의 경영개
선, 주식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에 따라 외부충격에 의한 금융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데 일부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
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개방의 적극적 확대 또는 억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금융개방이 그 동안 우리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안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시장 인프라의
선진화와 금융 규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금융개방에 대한 전향
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개방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향후 금융개
방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연구
는 금융개방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개방의
효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윤덕룡 박사를 비롯하여 김태준 교수(동덕여대), 문우식
교수(서울대), 송치영 교수(국민대), 유재원 교수(건국대), 채희율 교수(경기
대) 등 6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구보
고서 작성에 훌륭한 조언을 해주신 조종화 박사, 김정식 교수(연세대), 백승관

교수(홍익대)와 연구진행 및 보고서 정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본원의 김정운 씨
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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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금융개방도를 갖는 경제가 되었다. 그런데
급속한 금융개방의 진전은 양날의 칼처럼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 해
외자금의 유입으로 저리자금을 활용하여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국내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자본 유출입은 거시경제의 불안정과 버블의 발생 가능성을 초래하고 자칫 금융
위기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 특히 2008년 들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발 금융위기는 금융개방과 미국형 투자은행을 모델로 금융허브를 추진하던 우
리나라의 개방정책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금융개방의 효과를 엄밀하고 종합적
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이의 일환으로 금융개방 확
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금융개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개방 과정을 소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자본자
유화와 금융서비스시장개방을 중심으로 금융개방의 논리, 내용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어느 국가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왔다. 자본자유화
를 통해 지금은 대외거래를 제약하는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졌으며, 금융서비
스 시장에 대한 규제도 급격히 사라져 외국인의 한국 시장접근에 대한 대부분
의 규제가 철폐되었다. 그 결과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대외적 금융자유
화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진전을 이루어 왔다. 한국이 이처럼 급속한 금
융개방을 확대해 온 것은 시장간 국경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
자는 동기가 큰 역할을 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개방의 확대가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주
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융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더미를 설정하여
투자율(총투자/GDP)과 금융개방 간의 관계를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금융개방 폭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율 증
가가 촉진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함수 설정의 오류, 금융개방변수의 측정 오류, 금융개방과 투자 간 시차관
계의 부정확한 가정 등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가 금융개방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유입 증가가 우리나라의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과 투자
율 간의 실증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자유입이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투자나 외국
인 직접투자의 투자촉진 효과는 약한 반면,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이 외국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해외자금은 국내 투자에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미
친다.
금융개방이 외국 자본 유입의 필요조건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
개방이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개방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실제 외국 자본유입의 증가가 없다면 체계적인 투자
및 성장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금융개방의 경제성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의 안
정성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는 해외차입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국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해외로부터 차입된 자금이 투자 및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금이 국고채에 쏠리지 않고 국내 회

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투명성 및 채권평가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4장에서는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소유 확대가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
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은 그렇지 않은 국내 은행에 비해 은행의 효율성
이나 생산성, 안정성 등 각종 지표와 관련하여 대체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다.
즉, 여⋅수신 이자마진이나 여신이자율, 수신이자율 등 효율성지표와 관련해서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인당 자산, 예
수금, 대출금을 비롯하여 점포당 자산, 예수금, 대출금 등 생산성과 관련된 지
표에서도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비나 비이자수익, 그리고 총자산이익률(ROA)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로
나타난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실여신비율이나 고정이하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서도 외국인 소유지분
의 확대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에도 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해 소유되는 외국계 은행
은 국내 은행에 비해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반면
비교적 위험이 적은 가계대출을 증대해 온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cherry
picking’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외국인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계 은행 중에서 특히 경영권을 보
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을 따로 분리하여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지표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국내 은행에 대한 경영권보다는
은행지분 보유가 은행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금융개방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가 기업경영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고배당론,
주주자본주의론, 경영권위협론, 투자위축론, 역차별론 등 외국 자본에 대한 비

판론이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과 관
련하여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을 부추기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외부차입 행태의 변화 여부, 그리고 기
업의 투자율 하락 및 배당 성향 증가와 외국인투자지분 증가 간 연관성을 검증
하였다. 분석기간은 외국인투자지분이 증가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07
년까지를 대상으로 삼았고, KOSPI 200 제조업체에 대한 한국신용평가의 개별
기업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지분 증가는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자금운용
등 펀더멘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업의 부채비
율 감소 및 투자부진은 외국인투자지분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M&A에 대비한 지분 확보가 외국인투자지분의 확대와 관련이 있
다는 가설도 기각되었다. 특히 외국인투자 증가로 배당 성향이 증가하면서 투
자여력이 감소되어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
박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외국인 주식투자는 저평가된 주가를 평가절상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지분이 클수록 주가이익
비율이나 주가순자산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지
분이 감소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는 이같은 효과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
인다.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2005년 이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기간은 투자율이 저조하고 배당 성향이 증가하였기 때문
에 이를 무리하게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와 연결지어 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기업의 위험관리 성
향이 높아진 반면 유망한 투자기회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증권투자의 증
대가 단기이익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과
글로벌 경영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
이다. 이를 관련하여 외국인의 주식투자뿐 아니라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활성
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6장에서는 한국의 자본자유화정책과 외환위기 발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통화위기에 대한 기존의 이론모형을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리고 붐-버스트 순환모형과 재귀성 이론으로 요약, 설명하고, 이어서 금융위기
의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 최초의 시스템리스크를 경험한
북구 3국의 은행위기, 환율정책의 실패와 투기적 공격으로 인한 1994년의 멕시
코의 페소화위기, 기업부실과 전염효과로 인한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본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제경제환경을 의미하는 외부
효과요인과 국내 경제변수인 내부효과요인, 그리고 자본자유화정책을 설정한
후 이 변수들이 다양한 유형의 자본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1992년 주식시장 자유화 조치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유입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자유
화조치는 주식투자를 위한 외국인 자본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거래를 의미하는 외국인 기타투자 유입
의 경우 1992년과 외환위기 이후 실시한 자본자유화정책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외환위기는 1990년 초의 자본자유화에 기인했
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부문에서의 방만한 경영과 관치금융의 지속, 그리
고 단기외화차입 증대에 따른 외채구조의 악화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불일
치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금융규제감독당국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끝으로 금융개방에 따른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방
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법률시스템 강화, 부정부패 척결, 금융시장의 정
보 비대칭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보제공시스템의 질적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

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통화불일치가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외화표시
부채에 대한 감독 강화, 유착금융(connected lending)의 최소화, 금융감독당
국의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여건 마련, 그리고 경제의 기초여건 강화가
제시되었다. 국제공조방안의 하나로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나 AMF(아시
아통화기금)의 설립 및 아시아채권시장 활성화, 그리고 아시아단위통화의 창설
등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간의 통화금융협력 강화방안의 모색이 제안되었다.
7장에서는 금융개방이 진전된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서비
스 이용자의 보호라는 금융 규제⋅감독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감독체제
개선, 건전성규제의 유효성 확립, 적절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등이 필요하
다고 보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감독과 관련된 각 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보유 정
보의 공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진부터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다양한 차원의 직접 접촉을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은 BIS비율 규제의 개선, 유동성 규제 개선, 신용
평가제도 개선, 펀드관련 규제의 개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으로 구분해서
논의하였다. BIS비율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재정거래의 가능성 차단,
BIS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반정보의 투명한 공개, 자동안정화제도 도입,
경기침체기에 은행 자본확충 지원, 국제감독기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접근성 제
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화유동성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대율을 건
전경영평가를 위한 지표에 포함시키는 한편 금융회사 유동성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질적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화유동성비율에 대해서는 감축이 어
려운 외화자산 항목과 가치 하락이 가능한 외화유가증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재정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신용평가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신용평
가 방법의 기술적 개선과 신용평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양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 관련규제 개선은 보상체계의 개선이 핵심적 내용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만행위라는 잘못된 경쟁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장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시장 동향에 대한 모
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선물환거래를 NDF시장으로부터 장
내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장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파생상품 거래
의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정성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불안정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강화
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외거래에 대한 재무제표 요건 정비, 공시 및 자본적정성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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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적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OECD와 같은 주요 국
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주체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부적 요구에 의한 금융개방화에 박차를 가하여 동아시
아 지역에서 금융시장의 개방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금융개방은 자
본조달의 용이성 개선, 국내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의 발달, 투자 및 경제성장의
촉진 등과 같은 편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융개방의 확대
로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증가하면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
능성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개방의
확대는 편익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
위 ‘양날의 칼’로 불렸으며, 지금까지도 금융개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 동안 전세계적으로 금융개방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우리나라도 금
융개방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이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금융개방 확대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
런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우리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
을 미침에 따라, 금융개방의 부정적 효과와 금융개방 확대의 억제를 강조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개방화로 금융시장의 국가간 연계성이 매우
강해졌으며,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 발달로 상품간 연계성도 크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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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에 걸쳐 외부충격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금융개방
확대에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금융개방 확대의 경제적 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1980년대 초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의 간접투자를 허
용한 이후 금융개방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전반
과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금융개방 확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진행된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
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금융개방 확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금융개방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개
방의 역사를 소개한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금융개방 확대의 과정, 논리, 특징
등을 논의한다.
둘째, 금융개방은 자본유입 증가로 인한 투자 증가, 기술이전 촉진, 선진제
도 도입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
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제거
하고도 금융개방 확대의 투자증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해외
자본 유입의 형태에 따라 투자증가 효과가 있었는지도 분석한다.
셋째, 금융개방의 확대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에 외국 자본의 진출이 크게 증가함
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내 은행산업
에서 외국계 지분이 높은 은행이 수익성, 효율성, 건전성 등에서 외국계 지분이
낮은 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한다.
넷째, 금융개방의 확대가 초래한 외국인투자 비중의 증대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KOSPI 200에 포함된 기업의
외국인 주식투자지분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가 기업의 외부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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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기업의 배당 성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개방과 외환위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다. 특히 금융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여섯째, 금융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신용경색과 같은 대외적
요인이나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외화조달
의 곤란이나 외국 자본의 유출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
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내외적 충격을 극복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효한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금융개방도를 가진 우리 경제에 걸 맞는 금융 규제⋅감독
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금융 규제⋅감독의 정책과제를 논의
한다. 이를 위해 금융 규제⋅감독 체제의 개선, 건전성규제의 유효성 확립, 적
절한 파생금융상품 거래규제, 그리고 자본통제의 필요성과 유효성 등의 이슈들
을 검토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위에서 설명한 주요 내용의 순서를 따른다. 이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금융개방의 용어를 설명하고 금융개방의
전개과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개방의 확대가 투자에 미
친 영향, 4장에서는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5장
장에서는 외국인투자지분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며, 6장에서는 금융개방과 금융위기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7장에서는
금융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의 금융 규제⋅감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
리나라에 필요한 금융 규제⋅감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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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개방의 의미
금융개방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서 상호 혼란을 가져
오기도 하나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금융개방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간
주되고 있다. 자본자유화란 일국이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자본이 국경의 장벽 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
의 조치를 말한다.1) 금융시장 개방이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국내시장에 비거
주자 혹은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보험업 등의 시장에 대하여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내국인이 대외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적극적 개념을 포함하기도 하나,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자본자유화의 유사한 개념으로 외환자유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외환자
유화는 좁게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자유화를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외
환거래를 동반하거나 유발하는 대외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자유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자유화와 동일한 개념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모든 제약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2)

1) 이종덕⋅박경훈(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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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개념 가운데 금융자유화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유
화란 금융억압(financial depression)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효율적인 금융발
전을 가로막는 행정규제나 조세제도의 개선을 의미한다.3) 따라서 금융자유화
는 대외적인 측면보다는 대내적으로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나 제약이 있는지의
여부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개념이다.
앞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고려할 때, 금융개방은 대외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국경간 및 시장간 자본이동에 제약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본(외환)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4)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초기 외환제도는 부족한 외환을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946년 1월
우리나라 외환관리에 관한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
역규칙｣이 제정되었다. 그 후,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가 제정되
었으며 이를 근거로 국제무역 및 기타 우리나라 안에서의 법화 이외의 통화에
의한 거래는 물론 그 밖에 대외채권, 채무에 대한 모든 외환을 이용한 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는 사회적 불안정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군정당국의 정치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2) 예를 들어 박해식(2005)은 자본자유화와 외환자유화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3) 유재원⋅김태준(2004)은 금리자유화를 금융억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4)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과 일치시키는 것이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편의상 자
본자유화를 외환자유화로 표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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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으며 정상적인 대외무역 및 외환거래제도의 확립은 고려되지 못하였
다. 1948년 8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같은 해 9월 28일 ｢한⋅미 간 환
금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미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대미환율을 책정하게 되었다.
1950년 5월 5일 제정 공포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이 시행되었다. 이
를 계기로 이전 조선환금은행이 실시하던 일체의 외환업무 및 대외결제준비금
관리업무를 신설된 한국은행에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나.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착수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진 정책으로 수출기업
의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외환거래제도도 외환지급 관리에 주안하던 체제에
서 외화의 획득과 사용에 대한 관리체제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 착수와 함께 그간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
국은행법, 재무부령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던 외환관련 법령을 ｢외국환관리법｣
으로 통합함으로써 철저한 외환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
의 외환정책 수립 업무가 정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일반은행도 외국환업무 취
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현행과 같은 외환관리체제의 기틀이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와 차관 도입은 선별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외환통제는 제1차 오일쇼크 등
에 따른 큰 폭의 국제수지 적자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 도입의 필요
성을 배경으로 1970년대 전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다. 1970년대
1970년대 전반에는 제1차 오일쇼크로 큰 폭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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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도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외환거래제도는 수
출촉진과 수입억제를 통한 외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와 차관도입이 촉진되었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
하는 한편, 수입담보금제도도 강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사정도 호전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조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
어 시행되었고 해외여행경비 지급한도가 확대되는 등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라.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개방 압력이 증대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
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1980년 2월
환율제도를 종전의 고정환율제도에서 주요국 통화시세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
｢바스켓페그｣ 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외국투자전용회사를 통한 외국인의 국
내증권투자를 허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을 개방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해외로부터의 외화유
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
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의 유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에 이른다.
외환수급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1988년 11월 1일 우리나라는 경
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의 의무를 규정한 IMF 8조국 가입을 계기로 국제적
인 외환자유화 추세에 동참하게 된다.

마.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는 냉전체제의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금
융의 범세계화 추세가 도래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부응하여 선진국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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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고 국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 및 자본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 3월에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
되, 일일 변동제한폭을 설정한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어 1992년 1월
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9월에는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
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하여 외환시장에서
의 규제철폐를 기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993년 10월부터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신설하여, 이를 통한 경상 및 재
보험거래 대금의 원화결제를 허용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
획｣을 발표하였고 1995년 2월 해외 예금 및 신용공여를 허용하기에 이른다.
1996년 6월 경상대외거래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해 외국환은행 신고제를 도입하
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설치와 업무를 자유화하였으며, 1996년 12월에는 OECD
에 가입함으로써 OECD에서 규정한 외환거래 자유화 규정을 받아들이게 된다.
근본적인 변화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로부터 도래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제도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 인식과 IMF의 개혁프로그램 수
용 등의 외부환경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외환자유화가 적극적인 진전을 이루게
된다.
1997년 12월에는 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
로 이행하였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상
장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다. 이어서 1998년 7
월에는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
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증권투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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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한국에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
며,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부분적
인 자본거래가 허용되었고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이는 자본자유화
라는 목적보다는 외환정책적 필요에 의해 시행된 것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무역규모 확대,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 가운데,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와 규제 완화가 반복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전용회
사를 통한 외국인 증권투자를 허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등, 자
본유입은 자유화되었으나 자본유출은 계속 규제된 채로 남아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어 외화유입이 증
가함에 따라 자본유입이 다시 규제된 반면,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으며, 1988년에는 경상거래
를 완전 자유화하고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원화 강세 및 세계경제의 둔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
자 정부는 다시 거주자의 외환매입과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였고 1992년 1월
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9월
에는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하기에 이
른다.
또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이 자유화되면서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
는 과거처럼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대신 거주자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OECD 가입을 앞두고 ｢외환제도 개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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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발표하여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동 계
획에 따라 1995년 2월 해외 예금 및 신용공여가 허용되었고, 1996년 6월에는
경상대외거래의 지급 및 영수를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환은
행의 설치와 업무를 자유화하였다.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면서도 우리나라는 ｢OECD 자본자유화규약｣의
상당부분, 특히 장기자본 유입과 관련된 부분은 그 시행을 유보하였다.

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 발전의 필요성
과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제도적 요구가 맞물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급속한 진
전을 이루게 된다. 1997년 12월에는 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하여 자유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한편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으
며,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자유화되
었다.
1998년에는 제1차 외환자유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자본자유화가 명
시적인 정책적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이어 2002년에 제2차 외환자유화 계획이
발표되었고, 2006년에 외환자유화계획이 수정 및 보완되어 발표됨으로 자본자
유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었다.
제1차 외환자유화 계획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여행경비 한도폐지 등 경상지급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자유화하고, 자본 거래
도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tem)’ 실행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
1998년 7월에는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이 자유화
되었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되었다. 1999년 4월
1일부터 자본자유화를 위한 법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종전의 ｢외국환관
리법｣을 대체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었다. 외국환거래법 도입과 더불어
시행된 제1단계 자유화조치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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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제도,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safe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제2단계 자유화조치에서는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 유보되었던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예금의 한도 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다
만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 ｢외
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는 당분간 계속 유
지하고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제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거
래 제한 등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는 2005년 말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표 2-1. 중장기 외환자유화 추진 현황❚
구 분
무역거래

무역외 지급

제1단계(2002~2005)
⋅Multi-netting허용 등
결제방법 간소화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확인제 폐지(증여성 송금
등)

제2단계(2006~2008)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제 → 신고제)
-

자본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의
완화(비거주자의 원화펀딩 ⋅허가제 → 신고(수리)제
한도 확대 등)

제2금융권

⋅외국환업무영역 확대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등)

해외투자
원화수출

⋅수출한도액 상향조정

제3단계(2009~2011)
⋅채권회수의무 폐지
(Safeguard에 규정)
⋅신고제폐지(비거주자의
원화펀딩 등은 신고제
유지)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송금업무 제외)

-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허가제→ 신고수리제

⋅원화수출제한 폐지

자료: 재정경제부.

2002년 4월에는 제1ㆍ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철
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심지(financial hub)로 육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3단계의 제2차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에 이
른다. 제1단계 조치로서 2002년 7월 개인의 증여성 송금이 전면 자유화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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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원화수출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대여 한도가 100억 원, 원화대출한도가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는 한편 거주자의 해외차입한도도 3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표 2-1 참고).
2차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의 추진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의 대외경제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2002년 4월 마련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부분적으로 조기 시행되
거나 일정대로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발전된 외환⋅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부
응하여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금융산업을 새로
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금융허브 프로젝트가 수립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외환자유화를
통한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보장(Hub & Spokes)할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
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선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고 선진금융거래 기법 개발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5)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 외
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2006년 무렵에는 외환
위기 이후 누적되어온 외환공급 과잉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어 외환의 대외유출 자유화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규제를 완
화하여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간 적정균형을 통하여 중장기적 외환수급의 균형
을 도모하려는 것이 새롭게 중요한 정책목표로 등장하였다.

5) 외환제도 선진화는 금융허브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에 포함함.

40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표 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거래규모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외부
충격을 시장 내에서 완충하고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중장
기 발전방향의 추진 의도였다.
1)

❚표 2-2. 외환상품 거래규모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년

2001년

2004년

2007년

전통적외환거래

3,502

9,596

19,808

33,396

현물환

2,512

5,859

10,260

17,417

선물환

287

1,203

3,598

5,141

외환스왑

703

2,535

5,951

10,838

파생 외환거래

62

294

1,590

7,225

통화관련 파생

55

212

721

1,838

금리관련 파생

7

82

869

5,386

주: 해당년도 4월 중 일평균 기준.
1) 조사대상 금융기관간 거래에 따른 이중계산(double-counting)을 제거.

이러한 외환자유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외환자유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조기 시행하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사항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원화국제화, 내국
인의 해외거래 촉진, 외환거래 구조개선 등이 주요과제로 인식되었다.
첫째, 원화국제화의 추진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보유가 확대되고 원화와 외
화간 자유로운 호환성(convertibility)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원화 차입한도 확대, 비거주자의 원화계정 개선, 원-달러 선물상품의
해외상장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기되었다.
둘째,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국부 축적 영역을 확대하고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 균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및 대외채권회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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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외환거래 구조개선을 통하여 외환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외환포지션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들의
market-making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정부는 2006년에 외환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IMF 자문용역을 시행하였
으며, 동 용역의 자문보고서는 외환시장 기능개선, 외환시장 구조개선, 외환시
장 자유화 진전, 그리고 기타 제안사항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6)
IMF 보고서는 한국 외환시장에 대해, 기대성장성과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규모가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보다 크고 외환시장이 빠른 성장추세를 보
인다고 평가하며 외환시장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일일 시장 회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아 외환자유화만으로는
한국 외환시장이 지역 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는데 어
렵다고 판단하였고 원화거래 규제가 역외시장이 성장하고 역내시장으로 이동
하는 데 큰 장애물로 지적하였다.
둘째, 국내 화폐시장의 유동성을 외환시장의 효율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시장개
입 등에 대하여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IMF는 외환시장 개선방안을 목적과 관련기관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넷째, 사전신고제, 외환거래 규제, 비거주자의 외환거래에 필요한 근거문서
의 제시 등과 같은 조건들은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로서 제거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재정경제부는 비거주자 원화계좌를 통합하고 외국환업무인 신용파

6) 재정경제부 2006년 3월 29일자 ｢외환시장제도개선을 위한 IMF 자문용역 실시｣ 제하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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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금융거래에 대한 한국은행 사전신고 면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한국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IMF는 유동성의 한도를 재검토하고 각각의 기관들의 유동성을 고려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일곱째, 금융감독원이 위험관리를 바탕으로 시장의 활성화에 힘쓰고 유동성
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폐지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외환
시장 참가자들과의 교류 및 자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투자관리산업을 증진시키는 것이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외환시장의 성장으로 연결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IMF 자문단은 한국의
외환시장 발전과 자유화에 관련한 장애요인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
시하였고 한국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 외환자유화 정책을 수정
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IMF의 자문용역 이후 정부(재정경제부)는 IMF의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외환
자유화 현황 및 방안을 새로이 발표하였다.7)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허브 육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에 종결하기로 한 기존의 2차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2년을 앞당겨 2009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8) 또한 외환규제 완화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경상수지 흑자 및 환율하락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자유화 계획을 보완하고 가속화시키기로
하였다(표 2-3 참고).
당시 발표된 정부의 외환자유화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화 국제화의 적극적 추진, ②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③ 외
환시장의 선진화 등이 있다.

7)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년 5월 19일자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 참고.
8) 기존계획: 2011년 완료 → 2009년 완료. 새로운 일정은 1단계: 2002~05년, 2단계: 2006~07년, 3단
계: 2008~09년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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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
구 분

기존계획
– 해외 원화환전 자유화
– 원화 경상결제 허용
– 환전용 원화수출입
자유화

–
–
–

원화국제화

–
–

해외투자

대외채권
회수의무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해외부동산 취득
⋅실수요 주거용 주택
⋅자산운용사⋅REITs 등의
투자목적 취득
– 50만 달러 초과 대외
채권은 국내로 회수
(한도초과 시 한은 허가)
– 자본거래의 전면 신고제
전환
– 각 금융기관별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 제한

– 외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시장 활성화

제1단계
(2006~07년)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
확대
원/달러 선물의 해외
거래소 상장 추진
비거주자 국내채권
이자소득세 인하
비거주자의 유사 원화
계정 통합
원화 수출입 자유화

– 일반기업⋅개인의 100만
달러 이내의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한도의 단계적 상향
– 회수면제 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
– 회수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절차적 제한의 단계적
완화(재경부⋅한은 →
외국환은행 신고)
– 제2금융권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 확대

– 외환포지션 한도의
단계적 상향조정
–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
– 외환시장의 거래구조
개선(외시협)

제2단계
(2008~09년)
– 신고면제 대상 원화
자본거래 및 결제
범위 확대

–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한도 폐지)

– 회수의무 폐지
⋅일정금액이상의 경우
모니터링 목적의 신고
–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 외국환은행 신고
–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 관련
외국환 업무 취급
자유화
– 외환포지션 한도 폐지
(개별 법령의 건전성
규제에 통합)

정부는 2007년 11월에 전년도에 제시한 외환자유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과제들과 시행일자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외환시장의 제도
적 개선의지를 보이게 된다.9) 정부는 개선안의 방향을 국제적 정합성 제고, 제
9) 재정경제부(2007.11.8),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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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운용의 관행과 의식개혁,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 자본거래 절차제한
완화, 원화국제화를 위한 과제, 시장교란 최소화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각 과제
와 추진일정을 [표 2-4]와 같이 제시하였다.
2007년 11월 정부의 발표이후 국제금융국에서 발표한 외국환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2008년 5월 30일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
도폐지,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 확대, 외국인 신용카드사용 편의
성 제고, 해외이주자 편의 제고 등
② 2008년 7월 24일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절차 간소화 등
정부의 외환규제 및 거래규정은 외환수급의 원활화, 환율의 안정성 확보가
기본적 목표이며 최근 금융허브 및 금융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활
성화가 추가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외환자유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구할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가운데 가장 기
본적인 목표는 우선 환율안정과 외환수급의 원활화이다. 그러나 자유화의 진전
과 시장기능의 강화에 목표를 둘 경우 지금까지 정부에서 사용하던 정책수단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어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안전장치 보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잔존규제를 모두 제거하고 시장기능에 외환수급과 환율정책
을 의존할 수 있을 만큼 외환시장의 기능이 작동할 것인지의 여부가 외환자유
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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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외환제도 개선방안 세부 일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

제도운용의
관행과
의식
개선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

자본거래
절차제한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추진과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 자유화
해외부동산취득 자유화 등
대외채권회수의무 신고제 전환
국채⋅통안채 투자목적 비거주자 통합계좌
허용
비거주자 원화증권대차 개선
투자자금 환전⋅이체절차 개선
투자회수금 재환전절차 개선
해외증권 교차상장절차 개선
거래제출 서류 간소화
상계제도의 개선
해외긴급경비 송금제도 보완
해외여행경비 지급제도 보완
해외유학경비 지급절차 보완
해외이주송금절차개선
외국국적 자녀 학비 송금절차 개선
외환증거금거래제도 정비
자통법 시행에 따른 업무조정
제2금융권 외환업무범위 확대
장외파생금융거래 활성화
PEF 등의 해외투자 활성화
은행의 확인의무 완화 등
외환포지션 한도 폐지
신고면제, 은행신고 확대
연간 5만 달러까지 신고생략 허용
직접⋅부동산투자 신고 완화
현지금융 보증 신고 간소화
원화 수출입 자유화
비거주자 원화사용절차 간소화
비거주자 원화보유기회 확대

원화국제화
를
위한 단기
추진과제 ④ 비거주자 원화결제 확대
① 모니터링 수단의 보완
시장교란
② 외환거래자료 분석기능 강화
최소화를
③ 제도상의 Loophole 최소화
위한
④ 금전형 제재방식 도입
보완방안
⑤ 외환거래 정보제공기능 강화
자료: 재정경제부.

시행일자
ˊ07.12월 초부터
ˊ08년 중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초 / ˊ08.1.1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8년 중
ˊ09년까지 단계적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초 / ˊ08.1.1
바젤Ⅱ시행과 연계
ˊ09년까지 단계적
ˊ08.1.1일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7.12월 초부터
ˊ08.1.1일부터
ˊ07.12월 초부터

근거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거래법 등
시행령 및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ˊ07.12월 초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기 조치사항 보완
기 조치사항 보완
ˊ07.12월 초부터
ˊ08년 중
즉시 시행

거래규정 등
기관별 조치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재경부 조치

ˊ08.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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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정도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중상위권 수준에 해당한다. 주요 잔존 유보리스
트 항목으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보험사의 해외자산운용한도 (총자산의
30%) 제한,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 및 지급수단 수출입 제한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경간 외환거래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경간 외환거래규모(조 달러)

: 0.9(ˊ03)

→ 1.2(ˊ04)

→ 1.5(ˊ05)

→ 2.2(ˊ06)

[153%]

[182%]

[192%]

[252%]

[GDP대비 비중]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현황은 다음 [표 2-5]와 같다.
❚ 표 2-5.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현황 ❚
구 분
경상거래

자본거래

지급⋅영수
(환거래)
대외채권 회수의무

지급수단 수출입

현행

비고

– 상품⋅용역의 수출입
– 해외유학생⋅여행자 경비
– 해외이주비

완전 자유화
(한도 없으면 신고절차도 불필요)

–
–
–
–
–
–
–
–

자유화
(신고면제 또는 재경부⋅한은⋅은행
신고제)

예금 및 신탁
대차 및 보증
증권의 발행⋅취득
해외지사 설치
현지금융
파생금융거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외국인 직접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 해외 부동산 거래
실수요 주거 목적
투자 목적용 해외 부동산

자유화(한도폐지)
한도 300만 달러

– 거래대금의 대외지급⋅영수

자유화
(비정상적 방법의 경우 신고 필요)

– 건당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의
기한연장⋅면제시 허가
1년 6개월 내 국내회수
– 지급수단의 휴대수출입
– 지급수단의 일반수출입

자유화
(1만 달러 초과 시 세관신고)
100만 달러 초과 시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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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2-1. 외환자유화 시행 과정 ❚

□ 1999년
- 4월,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ʻ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ʼ로 개편
□ 2001년
- 1월, 비거자에 대한 원화대출 확대(한도 1억 원 → 10억 원, 재경부 허가 → 당행허가) 및
원화증권 대여(한도 1억 원 → 10억 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하였음.
□ 2002년
- 외환시장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자본거래 중 허가사항이 모두
신고사항으로 전환됨.
□ 2005년
- 6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외화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었음.
□ 2006년
- 5월 비거주자의 원화차임한도와 원화 수출입 허가 한도가 각각 100억 원과 100만 달러로
확대되고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인하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 규제가 자기자본의 50%로 상향 조정되었음.
□ 2007년
- 5월,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판매하는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2009년까지 3년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하지만 2006년 이후 금융건정성 유지와 원화강세 압력완화 차원에서 단기외채 도입억제 조치가
일부 시행되었으며, 2006년 8월 은행에 대한 외화대출 창구지도, 2007년 7월 외은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강화 방침, 2007년 8월 은행의 외화대출 용도 제한 실시 등이 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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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시장의 개방10)
금융시장의 개방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을 해외 경제주체들에 개방하는 것
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금융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 되며, 2차적으로는 국내소비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금융서비스
측면에서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사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등을 중심으
로 시장개방 여부를 판단한다. 시장개방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식
과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국내적인 필요에 의해 개방의 범위나 규제의 내용을
정하는 형태가 있다. 본 장에서는 특정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대상으
로 시행된 금융개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11)

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현황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협상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협상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금융시장 개방의
물꼬를 튼 것은 OECD 가입이 가장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국은 OECD
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유화 조치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약속하였다(표 2-6 참고).
OECD는 신규가입국의 가입 이후 2년째에 시행하는 자유화 규약 이행상황
점검을 한국에 대해서도 1999년 2월 CIME/CMIT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시행하
였다. 여기서 한국의 자본이동 자유화 및 경상외거래 자유화 등 양대 자유화
10) 본 절은 유재원⋅임혜준(2005)를 주로 참고함.
11) GATS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로는 첫째, 국경간 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
둘째, 해외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 셋째,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
넷째, 자연인의 주재(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등이 있음. FTA에서 논의되는 금융서비
스 관련 협상은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시장접근(market access),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등이 상기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와 관련하여 진행되므로 시장개방의 형태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상호적인 이득과 손실이 교환되기 때문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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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OECD 가입 시 금융서비스 분야 쟁점과 자유화 조치 ❚
업종

쟁점

규제

합의 내용

은행업
은행

자회사 설립은 법적으로
ˊ98년 말 자유화
가능하지만 허가해 주지 않고 있음

현지법인 설립

증권업 및 기타 금융업

증권회사

자회사 설립

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함 ˊ98년 말 자유화

기존회사의
지분참여

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함 ˊ98년 말 자유화

합작비율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시장진입
자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지분참여
지점
자회사 설립

투자자문회사

외국인 지분이 40% 이상 50%
미만이어야 함
기존회사에 대한 지분참여(50%
미만)를 제외하고 규제
불허

ˊ00년 허용

1년 이상 대표사무소 전치 필요

ˊ98.1.13. 자유화

불허

ˊ97.2.1. 자유화

합작회사 비율

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함 ˊ97.2.1. 자유화

기존회사의
지분참여

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함 ˊ97.2.1. 자유화

지점
시장진입

1년 이상의 대표사무소 전치 필요
불허

신용정보회사

시장진입

불허

신용평가회사

시장진입

불허

신용판매금융회사

시장진입
시장진입
생보사합작비율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불허
보험업
ENT
외인지분 49% 이상 필요

국경간거래자유

항공, 수출입적하보험만

보험브로커

ˊ97년 기존회사에 대한
지분참여시 제한 폐지

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함 ˊ99년 말 자유화

은행간 금융중개회사

보험회사

일정 없음

브로커도입

불허

재보험업
국경간거래자유 60%만 개방
보험계리, 손해사정업
시장진입
불허
자료: OECD, C(96)180; C(96)256/FINAL.

ˊ98.1.13. 자유화
일정 없음
ˊ97년 소수지분 참여
허용
ˊ97년 허용
ˊ97년 허용
ˊ97년 ENT 폐지
ˊ96년 5월 폐지
ˊ97년 생보, 장기손보,
여행보험자유화
ˊ97.4. 도입,
ˊ98.4 자유화
ˊ97.4. 완전자유화
ˊ98.4. 개방

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한국이 외환위기의 과정에서도 과감한 자유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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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와
더불어 은행 및 투자서비스와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의 개방을 촉구
하였다.12)
OECD 가입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은행 분야를 비롯한
모든 금융 분야에서 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되기에 이른다. 1998년 4월에는 외국
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가 제한 없이 자유화되었으며 은행부문과 증권부문의
경우 그간 금지되었던 현지법인의 설립까지 허용됨으로써 금융서비스 공급기
업의 법적형태에 관한 제한은 대부분 철폐되었다. 1998년 6월에는 외국인의 부
동산 소유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였고 외국금융기관도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우
호적 내지 적대적 M&A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문사는 1997년 1월,
투신사는 1998년 12월부터 사무소 전치주의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신용정보회
사에 대해서는 1997년 12월 신용정보법시행령을 통해 국내 외국인의 지분취득
을 50% 내에서 허용하였고 이어 2000년 6월 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시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1998년 말에는 외국계 증권회사의 기존 국내사 지분참여를 자유화하기로 하
였으며, 1998년 5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기
존의 50%로 제한해오던 외국인투자 비율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제 은행을 제
외하고는 지분참여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시중은행의 지분참여는 4%까지 금감
위에 보고의무가 없으나 4~10%까지는 보고의무가 있다. 그 이후 지분참여가
10%, 25%, 33%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는 있으나 제한은
없다. 결국 실질적으로 외국기관의 국내 은행에 대한 100% 인수가 가능하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큰 폭으로 진행된 금융시장의 개혁 및 개방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개방과 관련한 몇 가지 제한들이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
는 일부 제한 조치들은 대부분 건전성 관리 및 모니터링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

12) OECD는 금융⋅자본 분야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 발행이 기존의 계획에는 1997년 1월 자
유화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이행이 지연되었던 것과 거주자 해외예금 한도 폐지 역시 1998년 말
자유화될 예정이었으나 2000년 말로 연기된 것 등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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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이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
소비의 형태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은행업 중 예금 및 대출 관련업무와 생명보험업, 손해
사정, 보험계리, 보험중개, 보험대리업의 경우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의 형
태로 공급금지 등이 있다.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은 2007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2008년 들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그 진행을 멈추게 되었다. 특히 투
자은행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개편하여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허브를 추진하
던 계획들도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다시 리스크와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
장이 높아졌다. 그 결과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도 일단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개방의 속도 및 방향성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 은행부문의 개방
우리나라에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설립이 허용된 것은 이미 1950년부터이
다. 그러나 실제 외국 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한 것은 1967년 시티은행이
효시가 되었다. 1985년에는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과 합작 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다양한 규제들로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외국 은행의 국내 진출이 더 적극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경제적 수요 심사제가 폐지되었고, 1997년에는 세계
500대 이상 은행의 경우 국내 지점 설치 허가 의무가 폐지되었다. 1998년에는
현지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이 허용되면서 외국 은행의 국내 은행부문 진출에 대
한 차별적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도 철폐되어서 국내 투자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시중은행 지분 4%, 지방은행 지분 15% 까지는 아무런 신고 없이
지분획득이 가능하다. 그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중은행은 지
분의 10%, 지방은행의 경우 15% 이상 초과하더라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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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2004년 현재 국내에 지점 및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외국 은행은 16개국의 40개 은행이며, 이들은 61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10개국 17개 은행이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국내의 외국 은행의 시장
점유율도 2000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00년 1.6%에서 2002
년 말 에는 2.2%로 증가하였고 2003년 외환은행이 외국 투자자본에 인수되는
등 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인수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 말 현재 시중은행 7개 중 3개(SC제일, 외환, 한국시티)에서 외국인
이 최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머지 4개 은행가운데 정부가 지배주주인 우
리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에서도 경영권은 행사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이 최
대주주이며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 표 2-7. 국내 은행의 외국인지분율 추이 ❚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시중은행2)

21.7

26.7

43.4

52.1

62.7

70.3

63.4

57.0

지방은행3)

2.2

11.5

8.8

18.5

31.5

34.5

28.3

34.8

주: 1) 당해연도 말 기준.
2)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국민은행 평균.
3)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평균.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전체 은행의 총자산(평잔)에서 외국계 은행(외은지점
+ 3개 외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4.2%, 그리고 2000년 10.6%,
2007년 21.9%로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2-1 참고). 은행산업에서 나타나고 있
는 외국인들의 높은 점유율은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다.13)
13)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출자를 제약하는 규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한 출자 제한과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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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외국계 은행의 은행산업 시장점유율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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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행계정 말잔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현재 외국 은행들의 국내 진출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대표적인 제한들로는 다
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첫째, 외국계 은행의 본점 자본금 인정이다. 현재 국내 은행법은 외국 은행지
점의 본점 자본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 은행의 본점이 우리정부의
감독권밖에 위치하여 본점 자본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곤란하므로 예금자 보
호차원에서도 본점 자본금을 외은지점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데 근
거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일관된 국제기준은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은
지점에 대한 감독은 해당국 금융산업의 규모나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14) 현행 한국의 감독규정에 따르면 외국 은행 지점들은 영업활

한 은행법의 제약이 대표적인 사례임(채희율 2008).
14) 바젤위원회의 은행감독 핵심준칙(Basle core principles)에서도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상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외은지점에 대해 지점자본
금제도(branch capital system) 운용하고 있다. 본점자본금을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외국계 은행
들은 일정산식에 따라 예탁금(Pledge Asset)을 Banking Department Superintendent가 인정하는 은
행들에 예치해야하는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뉴욕 주의 경우 지점총부채의 5% 또는 백만USD 중 큰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외은지점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매예금 수취를 제한(미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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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필요한 재원 조달이나 운용상 한도가 지점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서 제약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외은지점의 영업상 애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외은지점의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영업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점자본금 제도의 철폐는 예금자보호 측면에
서 곤란하다.
둘째, 외국 은행의 자본금 변경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
이다.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따르면 외국 은행은 자본금 변경 시 금융감독위
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
만 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 외국 은행의 지점자본금 증액과 그에 따른 영업력
제고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
부에서는 외국 은행이 자의적으로 자본금을 자주 변동시킬 경우 국내 금융시장
의 안정성 도모 및 예금자 보호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대출 의무제도’가 외국 은행에 대해 상대적인 불이득을 야기
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에 의해 금융자금대출 증가액
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이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이나 담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
안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획득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외국 은행의 경쟁
을 제한하는 조치로 간주될 소지도 존재한다.
넷째, 국내 외환거래법은 원화의 투기적 공격을 막기 위해서 비거주자에 대
한 원화 펀딩을 제한하고 있어 차별적 대우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재 외국환은행
은 비거주자에 대해 동일인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의 원화대출만 가능하며 10
억 원 초과 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규제의 목적은 비거
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조달하여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하여 투기적 공
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즉, 대출한 원화로 달러화를 매입하여 원

아예 금지하고(호주)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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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로 상환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
한 조치이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이 조치는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채권
및 단기 자금 시장에서 외국인의 참여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도 제한되어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상 일부거래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증 및 담보 제공 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
요하다. 이 규제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우발채무 부담행위를 억제함으로
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라는 점에서 건전성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인 거주자와 채권자인 비거주자의 거래에 관하여 비거주자
에 대하여 제공하는 외화표시보증이 과도한 외화차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다. 그러나 이 규제로 인해 외화 자산을 조달하는 데 국내 금융기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해외 금융기관의 비교우위를 억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
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경쟁제한 조치로 지적될 우려가 있다.

다. 증권부문의 개방
1990년 11월 국내 증권업에 대한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지점 및 합작 법인의
설립이 허용된 이후 1991년 10월 JP Morgan이 최초로 국내 지점을 설립하였으
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권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업 참여 제한 조치가 철폐되기 시작했다. 1995년 5월에는
외국증권사 국내 지점의 최소영업기금기준이 축소되었고, 지점설치에 대한 사
무소 전치주의가 폐지되었으며 외국증권사의 복수지점 설치를 허용하고 CD 매
매 및 중개업무 취급이 허용되는 등 각종 조치가 시행되었다. 1996년에는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제(ENT)가 폐지되었으며 1997년
1월에는 외국금융기관의 기존 국내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비율 제한(10%)이
폐지되었고, 국내사무소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15)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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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2000년 말로 예정된 주식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이 1998년 5월 철폐되었다. 비거주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종목당 및 개인당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1998년 5월에 폐지되었다.
공기업의 종목당 투자한도도 15%에서 1998년 5월에 30%로 상향조정되었다.
그 이후 외국투자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거의 철폐되었다.
2008년 3월 말 현재 국내 증권사 54개 중 외국계 증권사는 모두 20개이며
그 중 현지법인은 6개, 지점은 14개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진출형태는 외
환위기 이전에는 소규모 자본의 지점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진전으로 국내 증권사 인수 등을 통한 현지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3월 이후 2008년 3월까지 외국증권사의 국내 지
점은 8개사가 감소한 반면 현지법인은 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국내 증권사는 1
개사가 감소하였다. 주식위탁매매수수료로 본 외국계 증권사의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6.7%에서 25.5%로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다(표 2-8 참고).16)
증권부문과 관련하여 현재 잔존하는 제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가의 인적사항 등록이다. 외국인투자자는 유가증권의 최초
취득 또는 처분 시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일차적으로는 외국
인투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수집이 목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
장 교란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 때문에 거래자 자료의 획득
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유지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투
자자를 시장에서 방출하거나 우회투자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차별적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둘째, 외국증권사 국내 지점 자산의 국내 보유 및 결손 보존 조치요구이다.
외국증권사 국내 지점은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
15) ENT란 외국증권회사가 국내에 상업적 주재소 설치를 신청하면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인가를 내주는 경
제적수요심사(ENT)임. 은행과 증권회사의 지점 설치 시 적용되던 ENT는 각각 1993년과 1995년에 폐
지된 바 있으며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ENT도 1997년부터 폐지하였음.
16) 채희율(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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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외국계 증권, 자산운용사 및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 ❚
(단위: %)
구 분

1997 회계연도

2007 회계연도(잠정)

증권사1)

6.7

25.5

자산운용사2)

0.2

28.3

3)

생명보험사
1.0
21.4
주: 1) 2007년은 주식위탁매매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1997년은 자료가 미흡하여 손
익계산서상 위탁수수료수익을 이용함.
2) 수탁고 기준.
3) 수입보험료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하여야 하며 부족분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보전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국
내 고객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이다. 그러나 외국 증권사 입장에
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산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셋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을 할 경우 국내 증권회사를 이용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해외증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려
면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규정 제7-35조 참고). 이 규제는 일반투
자자들의 과도한 해외투자나 환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규제는 보기에 따라 해외소비를 제한하는 시장접근의 제한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넷째,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거래 시 상장 및 협회 등록 증권에 대해서는 장
내 거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들은 증권 거래의
다양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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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부문의 개방
국내 보험업에 대한 시장개방은 보험업의 종류에 따라 서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이미 1945년에 지점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생
명보험은 1987년에 와서야 외국인 지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
었다.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에 대한 국경간 공급은 1995년에야 허용되었다.
내용적으로도 1996년 5월 외국인의 국내생보사에 대한 49% 지분소유 제한이
폐지되었고, 1997년 1월에는 외국 보험사의 국내법인 설립에 대한 경제적 수요
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생명보험업의 국경간 공급 서비스가 허용되었다. 또한
손해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장기
상해보험, 여행선박보험 등의 국경간 공급이 허용되었다. 1999년 2월에는 외국
보험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도가 폐지되었다.
거주자가 외국의 보험회사와 국경간 거래가 가능한 보험업종도 확대되었다.
생명보험은 국내에 소재한 보험회사와만 계약체결이 가능했으나 1996년 12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7년부터 국경간 거래가 자유화되었다. 1997
년부터 자유화된 대상에는 장기저축성 손해보험, 여행보험 및 선박보험 등이
있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비거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의 잔여계약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2007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 총 30개 가운데 외국계 회사는 8개이고 수입보
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1997 회계연도 1.0%에서 2007 회계연도에는 21.4%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남아있는 보험분야의 대표적 규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외국 보험사가 국내 지점 및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미 본국에서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사업자에게만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에 진출하려는 외국사의 전문성을 일정 수
준 요구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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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 보험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기금의 최소기
준을 설정한 것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적 조치에 해당한다.
셋째, 기존 국내 보험사와 합작하여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국내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다. 이 조치는 국내 보험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신탁업 진출이 허용된 것은 1996년 12월부터이다.
외국 기업의 투자신탁업 지점설치 및 외국인 지분 50% 미만의 합작법인 설립
이 처음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1997년 1월에는 외국투신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ENT도
1997년부터 폐지하였다. 또한, 외국의 투자신탁회사나 투자자문회사가 국내에
지점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사무소를 1년 이상 설치(전치요건)해
야 하나, 동 규제는 1997년 초와 1998년 말에 각각 폐지하기로 하였다. 동년
12월에는 국내 투신사들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8년 5월부터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수는 1997년 말 2개사에서 2007년 말 16개사로 늘어났
으며, 수탁고로 본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0.2%에서 28.3%로 크게 늘어났다.
투자신탁업 부문에 잔존하고 있는 규제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외국인은 국내에 상업적 주재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증권업, 증권투자
신탁업 또는 자산운용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제
는 투자신탁업과 자산운영업부문에서 상품의 국경간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기 발행된 주식은 상업적 주재가 없어도 국내 기업
이 대행할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물론 외국 투자신탁회사에는 추
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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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 자산위탁 기업의 국내 지점 설립에는 별도의 허가기준이 적용되
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업기금이 최소 30억 원 이상이며, 상근하는 전문
인력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높은 기준 적용은 여전히 건전성 규제라는
측면과 투자 억제 및 경쟁 제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5.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지금까지 소개된 것처럼 한국은 1999년대 중반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거
치면서 어느 국가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 왔다. 그 결과 객관
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대외적 금융자유화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진전
을 이루어 왔다. 실제로 자유화 정도를 수량화하여 표시하였을 경우 한국은
1997년에 비해 자유화의 정도가 대폭 개선되어 2006년에는 85.1을 기록하였는
데 이는 일본,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의 자유화 정도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1)

❚ 표 2-9.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자유화 정도 평가 ❚
(단위: %)
한국
1997

2006

65.0

85.1

OECD2)

개도국3)

미국

일본

독일

영국

89.3

84.2

95.0

86.1

89.1

86.1

주: 1)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코드에 따른 on/off 방식으로 산출되었음.
2) 한국 제외.
3)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자료: Lee et al.(2006); 한국은행.

한국이 이처럼 급속한 대외개방과 자유화를 확대해 온 것은 시장간 국경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는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동기가 배경이 되었다. 외환위기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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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도 금융의 낙후성 때문으로 자성하고 당시 IMF의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OECD 가입 당시 약속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금융개방의 진척을 보였
다. 급속한 개방의 진전은 양날의 칼처럼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자본자유화를 통해 해외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기업은 저리자금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특히 고도성장시에는 국내저
축이 부족해도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자본의 유출입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과
도한 자본유입은 경제에 버블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유출은 경
제침체만이 아니라 자칫 국가부도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교차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은
새로운 금융기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
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국 금융기관의 국
내 진출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국내 금융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으로 이어져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 금융규제의 선진화 및
금융 하부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
의 해외 진출의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
제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가능할 것이나, 일부 자본 거래 제한 조치와 감독 체제
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2008년 들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개방과 미국
형 투자은행을 모델로 금융허브를 추진하던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을 다시금 되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개방이 적절한 감독체제를 구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개방은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의 위험관리수단과 위험관리 기법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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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현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전 업종에 걸쳐 개
방되어 있지만 국경간 거래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대부분 개별 입법을 통
한 제약이 존재한다. 향후 개방이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감독 당국이
국제적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방은 국민경제에 외부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내부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는 일차적으로 그 개방의 영역과 수준에 의해 좌우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위험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외부적 충격을 내부적 효율성 증가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의 존재여부가
개방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조건이 될 것이다.

제3장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3. 요약 및 정책 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신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금융개방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부터 자본유
입을 유발하여 금융개방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이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부터 자본수익률이 높은 금융개방국가로 자본이 유입되어 자본조달비용이 감
소하고 자본조달의 용이성이 확대되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개
방의 확대는 선진화된 생산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금융개방은 선진화된 경영기술, 전
문지식의 전파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
과 외에 금융개방은 금융시장의 발달 촉진, 제도 및 규칙 등 법적 장치의 개선,
지배구조의 개선, 거시경제운영의 규율 확립, 위험의 국제적 분산 등과 같은 간
접적인 경로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개방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효과일 것이다. 그런데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금융개방의 투자효과를 따로 조사하
지 않고 대부분 금융개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금융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결
정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연구결과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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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확대의 투자촉진 효과를 보여주는 기존 실증연구를 찾기 어려움을 의미한
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Edison et al.(2004)과 Prasad et al.(2003)의
서베이 결과 각각 기존의 실존분석 10개 중 3개, 14개 중 3개만이 금융개방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연구보다 최
근에 이루어진 Kose et al.(2006)의 서베이를 보완하여 기존연구를 조사한 결
과를 [표 3-1]에 수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서베이에 포함된 총 28개의 실증
연구 중 단 6개만이 금융개방과 경제성장 간 뚜렷한 양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연구는 실증분석 대상국가의 범위, 표본기간, 분석방
법, 자본유입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표 3-1]에서 실
증분석 결과가 ‘혼합’으로 분류된 연구 중 다수가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들이다. 이들 연구는 표본국가, 지본유입 형태 등과 관
련한 일부 조건하에서만 금융개방과 경제성장 간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혼합’으로 분류된 연구 중 일부는 금융개방 국가 내에서 일정한 경제
적⋅제도적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조건적으로 금융개방이 경제성장에 기여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Bailliu(2000), Resien and
Soto(2001)의 연구는 금융개방국의 은행산업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경우에 한하여 경제성장촉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Edwards(2001)와 Durham(2004)은 금융개방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제조건으로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및 금융 발전, 금융
및 제도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결과는 금융개방 확대
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개방의 정도에 부합되는 국내 여건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국내 경제 또는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제도 및 규칙 등 법적 장치의 개선정도, 지배구조 등이 금융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촉진 또는 최대화하는 전제적 조건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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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금융개방과 경제성장 간 실증분석 연구 ❚
연구자
Alesina et al.(1994)
Grilli and Milesi-Ferretti(1995)

표본
국가수
20
61

표본기간

분석방법

결과

1950~89
1966~89

연간 패널 pooled OLS
5년 평균 패널 pooled IV

부정적
부정적

횡단면 OLS
횡단면 OLS and IV
횡단면 OLS
연간 패널 FE, IV
5년 평균 패널 동태 GMM
월별 시계열 횡단면 패널
횡단면 OLS, IV; 부분기간
패널 pooled OLS

긍정적
혼합
부정적
혼합
혼합
긍정적

Quinn(1997)
Kraay(1998)
Rodrik(1998)
Bosworth and Collins(1999)
Bailliu(2000)
Bekaert and Harvey(2000)

64
117
95
58
40
20

1960~89
1985~97
1975~89
1978~95
1975~95
1976~95

Arteta et al.(2001)

61

1973~92

Edwards(2001)

62

1980~89

횡단면 WLS, IV WLS

혼합

McKenzie(2001)

112

1960~89

횡단면 OLS; 5년 평균
패널 동태 GMM

혼합

O'Donnell(2001)

94

1971~94

횡단면 OLS, IV

Quinn et al.(2001)

76

1960~98

5년 평균 패널 FE

Reisen and
de Soto(2001)

44

1986~97

연간 패널 동태 GMM

Edison et al.(2002)

57

1980~2000

Eichengreen and Leblang(2003)

47

1975~95

Bonfiglioli and Mendicino(2004)

90

1975~99

Durham(2004)
Edison et al.(2004)
Fratzscher and Bussiere(2004)
Vanassche(2004)
Bekaert, Harvey, and Lunblad(2005)
Chanda(2005)
Klein(2005)

80
73
45
45
95
82
71

1979~98
1976~95
1980~2002
1980~97
1980~97
1976~95
1976~95

Mody and Murshid(2005)

60

1979~99

Vlachos and Waldenstrom(2005)
Klein and Olivei(2006)

42
70

1980~90
1976~95

Quinn and Toyoda(2008)

94

1955~2004

횡단면 OLS, IV; 5년 평균
패널 동태 GMM
5년 평균 패널 동태 시스템
GMM
5년 평균 패널 동태 시스템
GMM
횡단면 OLS
횡단면 OLS
5년 평균 패널 동태 GMM
횡단면 OLS, IV
5년 평균 패널, pooled OLS
횡단면 OLS
횡단면 OLS, IV, NLLS
연간, 3년 평균 패널 FE,
IV, 동태 GMM
횡단면 FE, OLS, IV
횡단면 OLS, IV
횡단면 OLS, pooled OLS,
시스템 GMM

혼합

혼합
긍정적/
혼합
혼합
부정적/
혼합
혼합
혼합
혼합
혼합
혼합
긍정적
긍정적
혼합
혼합
혼합
혼합
혼합
긍정적

자료: Kose et al.(2006); 저자 추가.

한편, [표 3-1]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개방이 경제성장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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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한 기존 연구는 매우 드
물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Quinn(1997), Quinn et al.(2001),
Quinn and Toyoda(2008), Bekaert Harvey, and Lunblad(2005) 등 몇 개의
연구만을 들 수 있을 뿐이다. Quinn(1997), Quinn et al.(2001), Quinn and
Toyoda(2008) 등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발행한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에
기반하여 추정한 자본자유화지수를 이용하여 패널실증분석을 실행한 결과 경
제성장과 금융개방 간에는 매우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9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Bekaert et al.(2005)의 실증분석 결과는 주식시장
개방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1%p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Henry(2007)는 기존의 실증분석 대부분이 금융개방과 경제성장률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연구 결과가 금융개방과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 실증분석이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실증분석은 주로 자
료획득이 가능한 국가와 기간을 모두 포함한 패널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Henry(2007)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존 실증분석이 내포하고 있는 최대
의 문제점은 이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금융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단
기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표본기
간을 5년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5년 이상 기간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금융개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금융개방은 주로 투자증가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개방이 확대된 이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즉
금융개방이 확대된 후 재원조달이 용이해져 그 이전에 비해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개방이 확대된 이후 단기에서만
발생한다. 즉 금융개방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GDP의 크기는 단기적으로 확대
되지만 경제성장률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융개

03. 금융개방과 투자 │

69

방 확대 이후 투자증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
할 수 있으며, Henry(2007)는 오히려 실제 경제 자료가 이러한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금융개방 확대 이후 장기적으로 투자증가율이
반드시 상승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성장률도 반드시 상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실증연구는 금융개방 확대 이후 장기적인 경제성장 효
과까지 분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은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Henry(2007)는 기존 실증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개방 대리변수
의 문제점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실증분석은 주로 더미변수의 형태
인 금융개방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리변수는 금융개방으로 인한
자본유입의 증가와 투자의 증가 시점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7)
Henry(2007)는 금융개방의 성장효과를 추정하는 실증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즉 금융개방이 확대된 이후 발
생한 단기간의(예를 들어 3년 이내)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해야 하며, 금융개방
지수를 사용하지 말고 주식시장개방과 같은 대표적인 금융개방 시점을 이용하
여 개방 이전과 이후의 경제성장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개방의 효과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17) 금융개방의 정도를 반영하는 대리변수의 측정 및 종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Quinn and
Toyoda(2008), Edwards(2005) 등을 추가로 참고.
18) Henry(2007)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 이외에 분석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의 이질성(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기존 연구의 잘못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19) 주식시장개방을 중심으로 금융개방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는 Bekaert, Harvey, and Lunblad(2005),
Kim and Singal(20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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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금융개방의 확대가 투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금융개방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1982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의 분기시계열 자
료를 이용하였는데, 전체 표본기간을 금융개방화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한다.
① 1기: 1982년 1/4분기~1984년 2/4분기
② 2기: 1984년 3/4분기~1991년 4/4분기
③ 3기: 1992년 1/4분기~1997년 4/4분기
④ 4기: 1998년 1/4분기~2007년 4/4분기
위와 같은 구분을 위하여 3개의 대표적인 금융개방 확대 사례가 이용되었다.
즉 1984년 6월 29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1992년 1월
3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허용, 1998년 초 금융위기 이후 대
대적인 금융개방 확대 등 3개의 분기점을 적용한 것이다. 물론 각 분기점에서
의 금융개방 확대 조치 이후 각 기간 내에서 추가적인 금융개방조치가 이루어
졌다. 예를 들면, 2기의 경우 1991년 1월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외자도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3기에서는 무보증 중소기업채권, 국공채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등의 추가적인 금융개방 조치가 취해졌다.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진행할수록 금융개방의 폭은 점점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위의 시기 구분은 한국의 금융개방 폭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
다. 물론 동일한 시기내에서도 추가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를 고려하여 금융개방
폭의 정도를 더욱 세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기간으로만 구분하기로 한다. 한국을 표본국가에 포함하여
금융개방의 효과를 추정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본 연구보다도 구분기간이 치밀
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Miniane(2004)이 추정한 자본자유화 지수에 따르면
금융개방 폭이 1998년 한 번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Quinn(1997)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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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유화 지수도 1996년까지 줄곧 변화가 없다.
[그림 3-1]은 표본기간 내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의 분기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며, 투
자율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총고정자본형성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먼저 경제성
장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1984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
용한 직후에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2-3년 후에는 10% 이상의 매우 높
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92년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
용한 이후 역시 약 1년 동안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어 1995년 중에는 9%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1998년 대대적인 금
융개방조치 이후 역시 경제성장률은 매우 낮은 값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1999년과 2000년에는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비견할
만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물론 1998년의 저성장은 금융위기의 후유증
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투자율의 추이도 경제성장률과 매우 유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1992년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과 1998년 대폭적인 금융개
방 확대조치 이후 역시 투자율이 단기간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상승
세로 반전되어 일정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 1984년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허용한 직후에는 투자율이 단기의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곧바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앞의 경우와 상이한 행태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가 금융개방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사용한
금융개방 확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투자와 경제성장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
지만 1~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높은 투자율과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방의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 직전의 투자율과 경제성
장률이 공통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외국인 주식 간접투
자 허용시기는 제외), 정부가 경기하락세를 타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개
방 폭을 확대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경기하락세를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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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경제성장률과 투자율 추이(분기)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투자율(GDP대비)

바로 반전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개방 폭 확대의 투자 및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율과 경제성장률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
른 변수들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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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금융개방의 확대가 투자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
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고도 금융개방 확대
의 투자증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금융개방 확대의 성장효과를 직접
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의 결정식을 추정하여 금융개방 확대의 효
과를 살펴볼 수도 있으나, 경제성장률 결정식의 시계열 추정에 필요한 자본스
톡 자료의 미비 등의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의 투자촉진 효과만
을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Kinkyo(2007)와 Goldberg(1993)가 제시한 투자결정요인을
참고하여 투자결정식을 수립하였다. Kinkyo(2007)는 투자결정식에서 자주 이
용되고 있는 가속도 이론에서 벗어나 교역조건, 노동생산성, 기업의 부채자산
비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투자결정에 유의한 변수들을 조사하였
다. Goldberg(1993)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가속도 이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경
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환율변동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 사용한 투자결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 (3-1)

식 (3-1)에서  는 [그림 3-1]에 제시한 바 있는 t기의 투자율(투자/GDP)을
나타내며  는 오차항이다. 위의 식은 투자율이 실질이자율( ), 노동생산성
(  ), 교역조건(  ), 기업의 부채-자산비율(  ), 환율변동성(  ) 등
의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는 금융개방을 나타내는 변
수이고   은 외환위기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는 1997년 4/4분
기부터 1998년 4/4분기의 기간에서 1의 값을, 나머지 시기에서는 0의 값을 취
한다. 식 (3-1)에 포함된 설명변수와 투자 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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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질이자율( )은 투자재원의 조달비용을 나타내므로 투자와 음의 관
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목이자율에서 소비자물가상승
률을 차감하여 실질이자율을 추정하였다. 명목이자율은 콜금리의 분기평균치
를 사용하였다. 한편, 노동생산성(  ) 변화는 생산비용의 변화를 통하여 기업
의 이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생산비용을 축소
시켜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노동생산성과 투자는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20)
교역조건(  )의 변화 역시 기업의 이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
어 교역조건의 개선은 기업이 생산한 수출품의 가격과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대
비율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개방이 미진
한 국가에서는 교역조건이 투자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
지만 한국과 같이 수출산업의 중요성이 큰 경제에서는 교역조건과 투자는 유의
한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을 위해 수출단가와 수입단가
의 비율을 교역조건으로 이용하였으며, 교역조건변수  의 상승은 교역조
건의 개선을 의미한다.
기업의 부채-자산비율(  )이 감소하면 기업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아
지고 담보제공능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되어
재원조달이 보다 용이해지며, 기업은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부채-자산비율과 투자는 서로 음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21) 본 연구
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 기업(민간기업+공기업)의 금융부채와 금융자
산의 비율을 구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환율변동성(  ) 변수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투자결

20) 노동생산성 자료는 통계청의 통계웹사이트에서 발췌한 상용근로자 기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였다.
21) 홍기석(2006)은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투자결정에 있
어 부채비율의 중요성이 외환위기 이후 보다 증가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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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하는 연구들은 투자는 한번 실행에 옮기면 취소하기
어려운 비가역성의 특성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한다
고 설명한다.22)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경제변수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Goldberg (1990,
1993), Huizinga(1994), 최창규(1999)의 연구에서 같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
타내는 대용변수로서 환율변동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Huizinga(1994)는 환율
변동성의 증가는 실질임금, 실질원자재가격, 실질산출물가격 등에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Goldberg (1990,
1993), 최창규(1999)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환율변동성이 증가하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공통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환율변동성을 측정하는 다
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일별변화율에 대한 분기
별 표준편차를 구하여 환율변동성 변수로 이용하였다.23)
한편, 금융개방의 폭을 나타내는 변수인   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금융개방화 정도에 따른 시기구분을 이용하여 그 값을 결정하였으며 금융개방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개방 변수의 값을 몇 가지로
다양화하였다. 먼저 1기에 0의 값을 주고 그 다음 기에 1씩 값을 추가하여  
의 값을 정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금융개방 변수를   라
고 명명하였다. 즉   는 1기의 모든 시점에서 0의 값을 가지며, 4기의 모든
시점에서는 3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의 허용은 다른 금융개방 확대 분기점에 비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
적으로 매우 약하였을 수도 있다.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시장을 처음으로 개방
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개방 확대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22) Pindyck(1992); Dixit and Pindyck(1994) 등을 참고.
23) 최창규(1999)의 경우 환율변동률을 GARCH 모형에 적용하여 추정한 조건분 분산을 환율변동성 변수로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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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와 2기를 동일한 시기로 간주하고 금융개방 변수를 다시 설정하였다. 즉 1
기, 2기에는 0의 값을, 3기, 4기에는 각각 1, 2의 값을 주어 새로운 금융개방
변수   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에 설명한 금융개방 변수들을 이용하여 식 (3-1)을 추정하는 것은
금융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투자가 확대된다는 가정을 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Henry(2007)의 지적대로 금융개방 확대가 이루어진 직후 단기
간에만 투자증가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
이지 않는 것이 현실에 더욱 부합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금융개방 변수를
다시 설정하였다. 먼저 금융개방 확대가 발생한 3개의 분기점 이후 3년간의 시
기에만 1의 값을 주고 나머지 시기에는 0의 값을 주어 새로운 금융개방 변수
(  )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간접
투자 허용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분기점 이후 3년간의 시기에만 1의 값을
배정하여 또 다른 금융개방변수(  )를 구성하였다. 이들 변수를 이용하여 식
(3-1)을 추정함으로써 중요한 금융개방 확대 시점 이후 공통적으로 유의한 투
자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런데   와   는 더미변수 형태
의 변수로써 금융개방 확대조치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설명한
3개의 금융개방 확대조치가 투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더미변수    ,    ,    를 설정하였다.    ,    ,    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허용(1984년), 직접투자 허용(1992),
외환위기에 따른 대대적인 금융개방(1998) 이후 각각 3년 동안의 기간에는 1의
값을 가지며 나머지 기간에서는 0의 값을 취한다.

나. 실증분석 결과
[표 3-2]는 식 (3-1)에 포함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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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환율변동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는
비정상적 시계열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투자율, 설명변수인
실질이자율, 부채-자산비율 변수는 1차 차분, 나머지 변수는 전기대비 변화율
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2)

위의 식에서 ∆ 는 1차 차분 또는 전기대비 변화율을 의미한다.24) [표 3-2]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식 (3-2)에 포함된 모든 변수는 단위근을 갖지
않는 정상적인 시계열이다.
❚ 표 3-2.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 ❚
변수







변수









-1.657
(0.450)

-1.925
(0.320)

-2.024
(0.276)



-5.814
(0.000)

-4.083
(0.002)

-3.400
(0.013)



-2.924
(0.046)

-2.442
(0.133)

-2.523
(0.113)



-8.477
(0.000)

-5.934
(0.000)

-4.513
(0.000)



4.182
(1.000)

5.515
(1.000)

5.236
(1.000)



-8.417
(0.000)

-4.642
(0.000)

-4.856
(0.000)

-7.009
(0.000)
-6.818
(0.000)
-10.035
(0.000)

-4.649
(0.000)
-3.973
(0.002)
-5.924
(0.000)

-3.876
(0.003)
-3.700
(0.005)
-4.301
(0.001)

0.381
(0.981)
-1.657

(0.450)
-5.283

(0.000)
주: 1) Augmented Dickey


0.157
0.382

(0.969)
(0.981)
-1.925
-2.024

(0.320)
(0.276)
-3.914
-3.240

(0.003)
(0.020)
Fuller 단위근 검정 결과임.

2)  는 ADF 검정시 시차변수의 차수를 의미함.
3) ( ) 안의 값은 p-값을 나타냄.

전체 표본기간에 대하여 식 (3-2)를 추정한 결과를 [표 3-3]에 수록하였다.
24) 식 (3-1)에서 투자율, 실질이자율, 부채-자산비율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자연대수값이라고 가정하면
식 (3-2)에서  는 일률적으로 1차 차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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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식에 포함된 금융개방 변수의 종류에 따라 추정 결과를 다섯 경우로 구분
하여 보고하였다. 식 (3-2)에 포함된 설명변수가 투자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 (3-2) 추정 시 설명변수의 1차 시차항도 고려하였
다.25) 설명변수의 동기(同期)항 또는 1차 시차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을
최종적으로 추정식에 포함하였으며 동기항과 1차 시차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기항만을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표 3-3]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설명변수 중 전체 표본기간에서는 부채-자산비율 변수(  )의
1차 시차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기간에서 환율변동성과 기업의 부채-자산비
율만이 투자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었다. 또한 환율변동성과 부채
-자산비율 변수의 계수 모두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앞에서 예상한 바와 일치한
다. 한편, 실질이자율, 노동생산성, 교역조건의 변화는 예상과는 달리 전체 표
본기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다. 노동생산성 변수의 경우 통계적 유의
성은 낮지만 계수가 예상과 같이 양수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이자율과 교
역조건 변수의 경우 일부 결과에서는 추정계수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 결과는 매우 높은 통계적 유
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환위기 기간 동안 투자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금융개방 폭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 1]과
[결과 2]의 경우 금융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투자율 증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와   는 전체 표본기간을 금융개방 폭에 따라 각각 4기간과 3
기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두 변수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금융개방 폭이 확대
될수록 투자율 증가폭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예상과 상
반되는 결과이다. 즉 위와 같은 결과는 1992년 국내 주식시장의 개방이 확대되

25) 2차 이상의 설명변수 시차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이 발견되지 않아 1차 시차항만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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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환위기 이후 대폭적인 추가 금융개방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투자율의 증
가가 평균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 투자율 변화 결정식의 추정 결과(전체 기간) ❚
변수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4

결과 5

상수항

0.324
(2.019)
-0.004
(-0.083)
0.036
(1.484)
-0.011
(-0.475)
-5.038***
(-1.890)
-0.004*
(-2.699)
-0.179**
(-2.435)

0.187
(1.557)
3.5×10-4
(0.008)
0.035
(1.460)
-0.011
(-0.449)
-5.202***
(-1.953)
-0.004*
(-2.668)

0.035
(0.308)
-2.2×10-3
(-0.005)
0.033
(1.290)
0.005
(0.226)
-5.603**
(-2.037)
-0.004*
(-2.392)

-0.011
(-0.111)
0.004
(0.072)
0.034
(1.348)
0.004
(0.162)
-5.702**
(-2.061)
-0.004*
(-2.413)

0.038
(0.328)
-0.001
(-0.017)
0.032
(1.240)
0.007
(0.264)
-5.682**
(-2.034)
-0.003**
(-2.309)




  




-0.204**
(-2.381)



-0.089
(-0.548)



-0.030
(-0.163)



-0.129
(-0.534)
-0.050
(-0.210)
-0.049
(-0.184)

 
 
 


-0.457*
(-4.102)

-1.444*
(-4.045)

-1.598*
(-4.415)

-1.611*
(-4.352)

-1.625*
(-3.975)

D.W.

1.940

1.944

1.837

1.847

1.839

0.317

0.315

0.277

0.275

0.277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표본기간: 1982년 1/4분기~2007년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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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투자증가율 결정식의 추정 결과(전체 기간)❚
변수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4

결과 5

상수항

3.193*
(5.151)
-0.176
(-0.973)
0.262*
(2.805)
0.011
(0.122)
-20.644**
(-2.003)
-0.031**
(-2.383)
-0.935*
(-3.282)

2.470*
(5.300)
-0.154
(-0.848)
0.259*
(2.763)
0.016
(0.848)
-21.539**
(-2.087)
-0.013**
(-2.333)

-1.551*
(3.438)
-0.135
(-0.698)
0.249**
(2.516)
0.092
(0.966)
-24.381**
(-2.238)
-0.012***
(-1.973)

-1.561*
(3.821)
-0.137
(-0.715)
0.250**
(2.538)
0.091
(0.963)
-24.156**
(-2.207)
-0.012**
(-1.983)

-1.547*
(3.374)
-0.134
(-0.685)
0.251**
(2.496)
0.091
(0.922)
-24.122**
(-2.179)
-0.012**
(-1.928)




  




-1.050*
(-3.161)



-0.047
(-0.073)



-0.135
(-0.186)



 

0.086
(0.090)
-0.199
(-0.211)

 

-0.019
(-0.017)

 



-7.452*
(-5.429)

-7.400*
(-5.347)

-8.315*
(-5.800)

-8.263*
(-5.643)

-8.341*
(-5.148)

D.W.

2.006

2.001

1.836

1.836

1.844

0.434

0.429

0.370

0.370

0.370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표본기간: 1982년 1/4분기~2007년 4/4분기.

금융개방의 확대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적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율의 변화대신 실질투자의 전기대비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이용하
여 식 (3-2)를 다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4]에 수록하였다.26) 이를
26) 계절조정 실질투자 자료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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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투자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추정식의 결과는 투자율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환율변동성과 부채자산비율이 투자증가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투자율 증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개방 변수인   와   의 추정 결과 역시 투자율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다.
금융개방의 확대가 오히려 투자증가(율)를 완화한다는 위의 결과에 대한 이
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Henry(2007)가 지적하였듯이 위의
결과는 본 연구의 추정식이 금융개방 확대와 투자 간 장기적인 관계의 분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즉   와   변수는 각각 동일한
금융개방 폭을 갖는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는 금융개방이 확대된 후 단기에서의 투자율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율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금융개방 확대가 투자변
화에 미치는 효과가 Henry(2007)의 주장대로 주로 단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와   의 추정 결과는 금융개방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투자변

화효과를 포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금융개방과 관련이 없는 경기
변동,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 등의 시기적 특성을 주로 반영한 결과   와
  의 계수가 음수로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개방이 주식시장의 발달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로 투자증가 효과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
하였을 수도 있다. 위의 실증분석에서는 금융개방 확대의 분기점을 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개방 확대에 초점을 두어 결정하였다.27) 본 연구에서 사용한 3개
의 분기점중 처음의 두 시점은 국내 주식시장개방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
으며, 마지막 세 번째 분기점도 국내 주식시장개방 확대와 매우 관련이 깊다.

27) Henry(2007) 역시 주식시장의 개방시점을 중심으로 금융개방의 경제성장 효과를 고찰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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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환위기 이후의 대폭적인 금융개방 확대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
나가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소유제한을 모두 폐지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주식소유
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주주들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 성과와 배당을 요
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외국인 대주주의 등장으로 기업의 경영권 불안이
증가하여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보다 치중함으로써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가 발
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주주비율 증가
및 경영권 강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더 클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개방의 효과가 장기보다는 단기에서 더 강하다
는 Henry(2007)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   ,    ,    ,    등의 금융개방변수를 사용하여 투자율

결정식을 추정한 결과를 [표 3-3]의 [결과 3~5]에 수록하였다.   ,   변
수의 추정을 통하여 금융개방 확대 이후 3년 동안 공통적으로 뚜렷한 투자율
증가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 3]과 [결과 4]를 살펴보면 이
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실증적 증가를 발견할 수 없다.   의 계수는 예
상과는 반대로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1984년의 분기점을 무시한   의 추정
계수는 양수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각 금융개방 분기점에서의 효과를 구
분하여 추정한 [결과 5]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    ,
   의 추정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으며 계수도 모두 음수로 추정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금융개방 폭 확대 사건 직후 뚜렷
한 투자율 증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기 구분의 분기점으로 이용
한 시점에서의 금융개방 사례의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분기점이 주식투자개방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방 확대로 인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추가 유입이 투자율의 증가율
확대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1984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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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간접투자를 허용한 시기 이전의 3년과 이후의 3년 기간 동안의 분기별 외
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순유입을 비교하면 GDP 대비 순유입의 평균비율이
0.24%에서 0.64%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또한 1994년 외국인의 직접 주식투
자 개방 시에는 0.33%에서 2.28%로 매우 크게 확대되었다. 즉 국내 주식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외국인 주
식투자자금의 증가가 투자확대에 뚜렷한 기여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구체적으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유입 증가가 국내 기업의 기업공개 증가,
유상증자 증가, 투자자금의 유동성 증가 등을 통한 투자확대에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강도 높은 금융개혁, 기
업구조조정,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따
라서 외환위기 이후 투자결정구조가 외환위기 이전과 다를 수 있다. 이를 고려
하여 전체표본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식 (3-2)를 다시 추
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5]에 수록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기간은 1982년
1/4분기~1997년 4/4분기까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은 1999년 1/4분기~2007
년 4/4분기로 각각 설정하였다. [표 3-5]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가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개방 변수 중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서   과   가 투자율 변화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금융개방 변수 역시
전체 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다.
한편, 식 (3-2)로 표현한 투자율 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
는 환율변동성, 부채-자산비율 이외에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교역조건 변화율
변수도 투자율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 추정되었다.28) 이에 반

28) 단, 교역조건 변수는 예상과는 달리 투자율 변화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교역
조건 개선도가 클수록 투자율 증가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역조건 개선으로 수출기업들의 이윤
이 증가해도 투자확대에 소극적이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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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투자율 변화 결정식의 추정 결과(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
구분

외환위기
이후 기간

외환위기 이전 기간

변수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4

결과 5

변수

결과1

상수항

0.449***
(1.968)

0.264***
(1.715)

0.261
(1.533)

0.154
(1.037)

0.249
(1.434)

상수항

-0.363*
(-3.345)



0.017
(0.235)

0.033
(0.444)

3.4×10-3
(0.004)

0.019
(0.256)

-0.001
(-0.012)



-0.059
(-0.681)



0.037
(0.941)

0.038
(0.972)

0.020
(0.499)

0.030
(0.754)

0.022
(0.534)

  

0.077*
(2.938)



0.008
(0.200)

0.003
(0.091)

0.034
(0.898)

0.024
(0.633)

0.032
(0.835)

  

-0.051*
(-2.120)



1.621
(0.425)

1.978
(0.518)

0.571
(0.151)

0.609
(0.158)

0.341
(0.088)

  

-5.202***
(-1.694)



-0.004***
(-1.971)

-0.004***
(-1.972)

-0.003***
(-1.719)

-0.004***
(-1.741)

-0.003***
(-1.663)

  

-0.008*
(-3.462)



-0.290***
(-1.818)



-0.457***
(-1.988)





-0.330
(1.499)





-0.200
(-0.730)





 

-0.310
(-1.051)

 

 

-0.279
(-0.984)

 

D.W.

1.902

1.839

1.838

1.838

1.847

D.W.

0.078
(0.442)
2.253



0.128

0.138

0.110

0.085

0.103



0.433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표본기간: 1982년 1/4분기~1997년 3/4분기(외환위기 이전), 1999년 1/4분기~2007년 4/4
분기(외환위기 이후).

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서는 환율변동성 변수만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 투자결정을 분석한
Karasulu et al.(2008)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은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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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의 투자결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서는 기업의 현금흐름, 불확실성, 토빈의 q 등이 기업의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서는 이들 변수의 유의성을 찾기 힘들다는 결
과를 발견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투자 또는 중복투자를 경제변수로 설명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이 투자결정에 더욱 신중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투자의 성과 및 실패의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졌
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개방 변수인   과   가 전체 기간과 외환위기 이전기간에서
모두 투자율의 변화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금융개방과 관련이 없는 경기변동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을 수
도 있다. 즉 경기호황을 보였던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매우 빠른 투자증가와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기간에서의 투자부진이 대비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날 수도 있다. 즉 공교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개방도가
이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율의 변화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
(3-2)를 변형한 아래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 (3-3)
                   

식 (3-3)에서   는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분기별 실질
GDP 변화율의 1분기 이동평균을 사용하였다. 외환위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와 중복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어 추정모형에서 제외하였

다.   는 이미 외환위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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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으로 식 (3-3)은 투자결정의 가속도 모형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전
체 기간에 대한 식 (3-3)의 추정 결과는 [표 3-6]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표본기간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3-7]에 수록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기
간에 대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변수   는 투자율 변화에 유의한 양
❚ 표 3-6. 경기변동을 고려한 투자율 변화 결정식의 추정 결과(전체 기간)❚
변수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4

결과 5

상수항

-0.477**
(-2.076)
0.363*
(4.878)
0.015
(0.349)
-0.003
(-0.124)
-0.004
(-0.151)
-4.636***
(-1.789)
-0.004*
(-3.137)
-0.066
(-0.845)

-0.537*
(-2.861)
0.365*
(4.835)
0.017
(0.385)
-0.004
(-0.143)
-0.003
(-0.116)
-4.703***
(-1.815)
-0.004*
(-3.121)

-0.553*
(-4.011)
0.399*
(6.028)
0.001
(0.015)
-0.012
(-0.484)
0.008
(0.364)
-4.057
(-1.559)
-0.004*
(-3.094)

-0.603*
(-4.362)
0.386*
(5.759)
0.013
(0.288)
-0.007
(-0.271)
0.003
(0.124)
-4.436***
(-1.684)
-0.004*
(-3.116)

-0.554*
(-3.953)
0.402*
(5.773)
-0.002
(-0.044)
-0.014
(-0.563)
0.009
(0.391)
-4.226
(-1.613)
-0.004*
(-3.087)





  




-0.068
(-0.740)



-0.223
(-1.567)



-0.112
(-0.664)



-0.362
(-1.576)
-0.053
(-0.239)
-0.290
(-1.272)

 
 
 

D.W.

1.966

2.018

0.357
0.356
0.369
0.335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표본기간: 1982년 1/4분기~2007년 4/4분기.

0.377



1.971

1.97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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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경기변동을 고려한 투자율 변화 결정식의 추정 결과(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
외환위기 이전 기간

외환위기 이후 기간

변수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4

결과 5

변수

결과1

-0.162
(-0.346)

-0.262
(-0.628)

-0.396
(-1.016)

-0.510
(-1.296)

-0.431
(-1.082)

상수항

-0.693*
(-5.472)

 0.265
(1.488)

0.246
(1.355)

0.314***
(1.830

0.323***
(1.814)

0.335***
(1.887)



0.034
(0.466)

0.045
(0.608)

0.022
(0.283)

0.041
(0.544)

0.019
(0.251)



-0.114
(-1.291)



0.032
(0.810)

0.033
(0.837)

0.019
(0.488)

0.26
(0.653)

0.016)
(0.406)

  

0.074*
(2.997)



0.011
(0.283)

0.008
(0.202)

0.030
(0.797)

0.022
(0.591)

0.031
(0.820)

  

-0.082*
(-3.646)



2.988*
(0.770)

3.129
(0.806)

2.378
(0.913)

2..507
(0.640)

2.284
(0.584)

  

-6.008**
(-2.169)



-0.004**
(-2.134)

-0.004**
(-2.085)

-0.004***
(-1.944)

-0.004**
(-2.009)

-0.004***
(-1.938)



-0.011*
(-4.649)



-0.216
(-1.309)

상수항



-0.250
(-1.112)





-0.078
(-0.283)





 

-0.342
(-1.185)

 

 

-0.161
(-0.568)

 

 

D.W.




2.019
0.162

0.235**
(2.701)



-0.341
(-1.398)





2.041
0.165

2.004
0.155

1.994
0.137

2.019
0.159

 

-0.184
(-1.283)

D.W.

2.091





0.568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표본기간: 1982년 1/4분기~1997년 3/4분기(외환위기 이전), 1999년 1/4분기~2007년 4/4
분기(외환위기 이후).

의 영향을 미치었으며, 이외의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는 식 (3-2)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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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단, 식 (3-2) 추정 결과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금융개방 변수   과   의 유의성을 식
(3-3)의 추정식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경기변동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외한 경우 금융개방 변수   과   의 유의성이 사라졌으므로 식 (3-2)의
추정식에 나타난   과   의 유의성은 경기변동과 강한 관련이 있었을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개방의 확대가 투자율 증가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3-3)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표본기간을 구분하여 식
(3-3)을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역시 외환위기 이전의 표본기간에서 역시   과
  의 유의성이 사라지고 다른 설명변수들의 추정 결과는 식 (3-2)의 추정

결과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개방의 확대가 투자율 증가에
체계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개방 변수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금융개방과 투자율 변화 간의 정확한 시차관계
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증분석의 한계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
가 금융개방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유입 증가가 우리나라의 투자에 영향을 주
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는 외국 자본의 유입과 투자율간의 실증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역
시 식 (3-2)를 변형한 다음 모형을 이용하였다.

                          ……… (3-4)
                   

식 (3-4)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식 (3-3)과 거의 동일하며 단지 금융개방변
수인   를 외국 자본의 순유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인   로 대체하였
다.  는 분기별 GDP 대비 외국 자본의 순유입 비율이며 외국 자본 유입이
투자에 미치는 시차관계를 고려하여 4분기 이동평균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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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는 GDP 대비 외국 자본의 순유입 비율(4분기 이동평균)의
1차 차분을 의미한다. 한편, 식 (3-2)와는 달리 식 (3-4)에는 외환위기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 자본 전체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인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차입 등 3종류별로 구분하여 식 (3-4)
를 추정하였다. 외국 자본 순유입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 증가를
유발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국 자본 순
유입과 투자 간의 단기적인 관계만을 조사한다.
[표 3-8]에 수록된 식 (3-4)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표본기간에서 외국
자본 순유입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투자율 증가폭을 확대했다.  의 추정
계수에 따르면 GDP 대비 외국 자본 순유입 비율의 1%p 추가적 상승은 투자율
을 추가적으로 약 0.19%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외국 자본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는 외국 자본의 순유입과 투자율 간에 일관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종
속변수인 투자율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반면, 해외차입의 경
우 이와 반대로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29) 이러한 결과는 과거 금융기
관 또는 기업의 해외차입이 기업 투자와 유의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율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
온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위의 결과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그 동안
주로 주식투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가 단시간
내에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2~3년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주로 국공채에 몰려있어 투자에 뚜렷
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7

29) 식 (3-4)의 설명변수에 포함된 경제성장률 변수와 순자본유입 변수가 공통적으로 외환위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어 식 (3-4) 추정 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경제성장률 변수
를 제외한 후 식 (3-4)를 추정하였으나 추정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

90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년 말 현재 국내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4.45%인데 그 중 68.6%가 국고
채 투자이며, 회사채 투자 비중은 1%밖에 되지 않는다.

❚ 표 3-8. 외국 자본의 순유입과 투자율간의 관계(전체 기간) ❚
변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차입

상수항

-0.433*
(-3.671)

-0.507*
(-4.417)

-0.506*
(-4.422)

-0.524*
(-4.887)





0.290*
(5.355)
0.076***
(1.787)
-0.023
(-0.899)
-0.010
(-0.451)
-6.242**
(-2.400)
-0.003**
(-2.217)
0.133***
(1.953)

0.318*
(5.645)
0.081***
(1.826)
-0.014
(-0.547)
-0.029
(-1.254)
-5.266***
(-1.975)
-0.004**
(-2.570)
0.040
(0.757)

0.317*
(5.681)
0.080***
(1.788)
-0.014
(-0.515)
-0.028
(-1.210)
-5.169***
(-1.950)
-0.004**
(-2.532)
0.017
(0.148)

0.329*
(6.195)
0.076***
(1.787)
-0.013
(-0.520)
-0.025
(-1.147)
-5.448**
(-2.119)
-0.004*
(-2.867)
0.206**
(2.455)

D.W.

1.967

1.986

1.984

1.952

0.349

0.334

0.334

0.371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표본기간: 1982년 1/4분기~2007년 4/4분기.

전체 표본기간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분리하여 식 (Ⅲ-4)를 추
정한 결과를 수록한 [표 3-9]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표본기간
에서와 마찬가지로 투자율 변화가 외국 자본의 순유입 변화에 양의 유의한 반
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외국인 순자본
유입 총규모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의 유입과 투자 간의 연계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정 결과를 살펴
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해외차입의 순유입 증가가 투자율 증가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표본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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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외국 자본의 순유입과 투자율간의 관계(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
외환위기 이전
변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차입

상수항

-0.252
(-0.961)

-0.394
(-1.476)

-0.421
(-1.427)

-0.369
(-1.363)



0.257**
(2.118)

0.242***
(1.922)

0.258***
(1.892)

0.241***
(1.906)



0.090
(1.335)

0.111
(1.447)

0.108
(1.339)

0.096
(1.298)



-0.052
(-1.318)

0.031
(0.714)

0.022
(0.500)

0.023
(0.530)



-0.006
(-0.156)

-0.014
(-0.368)

-0.065
(-0.140)

-0.009
(-0.242)

  

-7.219***
(-1.900)

-6.400***
(-1.664)

-6.581***
(-1.658)

-7.503***
(-1.963)



-0.004***
(-1.963)

-0.0003***
(-1.782)

-0.004***
(-1.828)

-0.004**
(-2.146)



0.187***
(1.661)

-0.624
(-1.0732)

0.189
(0.502)

0.243***
(1.854)

D.W.

1.918

1.959

1.959

1.925

0.170

0.170

0.214





0.220

외환위기 이후
변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차입

상수항

-0.560*
(-4.634)

-0.578*
(-4.596)

-0.590*
(-4.695)

-0.625*
(-5.444)




0.111
(1.634)
-0.132
(-1.429)

0.133***
(1.929)
-0.098
(-1.092)

0.137**
(1.952)
-0.105
(-1.142)

0.151*
(2.366)
-0.134
(-1.508)

  

0.072*
(2.893)

0.079*
(3.141)

0.078*
(3.157)

0.076*
(3.283)

  

-0.075*
(-3.184)

-0.074*
(-2.941)

-0.077**
(-3.084)

-0.076*
(-3.323)

  

-5.908**
(-2.111)
-0.010*
(-4.148)

-5.716***
(-1.946)
-0.010*
(-3.903)

-5.518***
(-1.903)
-0.010*
(-4.105)

-4.948***
(-1.804)
-0.011*
(-4.797)

0.080
(1.320)
2.163

0.056
(0.649)
2.084

-0.022
(-0.300)
2.138

0.129***
(1.880)
2.202




D.W.

0.552
0.530
0.525
0.575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표본기간: 1982년 1/4분기~1997년 3/4분기(외환위기 이전), 1999년 1/4분기~2007년 4/4
분기(외환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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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정책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개방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개방과 투자 간의 실증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투자율 증가가 촉진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금융개방의 이론적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전세
계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는 투자함수 설정의 오류, 금융개방 변수의 측정 오류, 금융개방과 투자
간 시차관계의 부정확한 가정 등으로 인하여 분석 결과가 일부 왜곡되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외국인 자본유입의 증가는 투자율 확대에 단기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나 포트폴
리오 투자보다는 해외차입의 증가가 투자율 확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해외차입의 증가가 가계대출의 확대를 초래하기도 했
지만 기업 투자증가에 유의한 기여를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의 기간에서는 전체적으로 투자율과 외국인 순자본유입 간의 연관성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금융개방 변수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개
방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주식시장개방의 확대
가 투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주식시장개방
확대의 결과 그 동안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이 기업투자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
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주식투자의 유입 증가가 국내 주식시장 발전에 크게 기
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투자재원 창구로서의 주식시장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이는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기업에 보다 낮은 비용의 자
본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 외국인 주식투자유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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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목표 설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개방 폭의
확대 자체가 투자증가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
융개방이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금융개방 폭의 확대 자체가 적어도 단기간에 투자 및 경제성장촉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는 금융개방 폭의 정도보다는 외국 자본의 유입규모가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금융개방 폭이 확대되어도 외국 자본 유입의 증가가
없으면 체계적인 투자 및 성장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금
융개방의 확대가 해외 자본유입을 통해 투자 및 경제성장촉진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해외 자본의 투
자 및 경제성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개방과 같은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거시경제의 건전성 유지,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 등 효율적 거시금
융정책 시행의 접근방법을 통해 투자확대에 필요한 해외 자본을 유인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주식투자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촉진 효과는 약
한 반면, 해외차입 증가는 국내 투자를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확대가 단순히 금융개방 폭의 확대보다는 이로 인
하여 증가하는 외국 자본의 종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도입한 해외자금은 국내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해외차입 여건을 개선하
는 정책을 시행하면 국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차입의
증가는 1997년,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단기외채의 증가,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과 운영의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를 심화하여 경제의 위험
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외차입이 방만하게 증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의 경험을 살펴보면, 2006~07년 중 국내외 무위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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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해외차입이 크게 증가하였다.30)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단기 본점차입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본점으로부
터 차입한 자금을 회사채보다는 국고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같
은 해외차입 증가의 기업투자 촉진효과는 매우 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금리차익거래로 인한 해외차입의 투자 및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을 회사채 시장으로 유인하는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의 투명성 강화, 채권평가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국내 회
사채 시장의 해외 자본 유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30) 금리차익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치영(200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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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31)

1. 문제의 제기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혁신적인 변화를 겪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은 자국기업의 한국진출과 동반한 지점형태로
이뤄져 왔으나 국내 은행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은행산업 소유지분이 급속히 확대되
었다. 특히 외국 자본이 국내 은행 인수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1999년 뉴브릿지 캐피탈에 의한 제일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2000년 칼라일
에 의한 한미은행 인수, 2003년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의 인수 등 초기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국내 부실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2004년 이후
에는 시티은행이 칼라일이 인수한 한미은행을 재인수(2004)하거나 SCB가 뉴
브릿지 캐피탈이 인수한 제일은행을 재인수(2005)하게 되면서 점차 외국계 대
형은행들의 국내 금융시장진입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 자본의 급속한 국내 금융기관 소유 확대는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 자본유
31) 본 장의 실증분석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변현수 박사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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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따른 폐혜와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가나 선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여은정
2007). 본 장의 목적은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소유 확대가 국내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은행 소유지분 확대가 과연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안정
성,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 한다. 실증분석의 전 단계로서 외국
인의 국내 은행 소유지분 확대 추이를 살펴보고,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가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연구결과를 살펴본다.

2. 외국인의 국내 은행 소유지분 확대 현황
실증분석에 앞서 외국 자본의 국내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증
가했고 이에 따라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외국계 금융기관도 도
매금융, 파생상품 및 외환거래 등에서 고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점설치를 확
대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에 외국계 자본은 주로 지점설치 형태로 국
내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은 지점설치보다는 인수 등 직접투자를 통해 국
내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국내
은행인수를 통해 국내시장에 진출하였다. 예컨대 1999년 뉴브릿지 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2000년 칼라일은 한미은행을 인수하였다. 2003년
에는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의 경영권 인수가 이뤄졌다. 한편 최근에는 시티
은행이 칼라일이 인수한 한미은행을 재인수(2004)하였고 SCB는 뉴브릿지 캐
피탈이 인수한 제일은행을 재인수(2005)하는 등 외국계 대형은행들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직접투자와 더불어 외국인 주식투자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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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은행산업부분에서 외국 자본의 지분은 1999
년 33.5%에서 2006년에는 63.1%로 급증하였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은
행산업은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 대해서 외국지분이 50%를
초과한다.
❚ 표 4-1.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지분 현황 ❚
은행명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일반은행

33.5

35.9

37.8

44.4

47.7

57.7

63.0

63.1

시중은행

35.5

38.3

40.5

46.8

49.8

59.5

65.0

64.8

지방은행

3.2

1.9

4.1

11.2

23.3

39.0

40.6

41.3

자료: 전용일⋅이인실(2008).

❚ 표 4-2. 은행별 외국인 소유지분 추이 ❚
은행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

49.36

52.33*

46.27*

51.94*

62.88*

57.06*

58.9*

58.14*

2)

우리

0

0*

0.63*

4.6*

11.58*

11.44*

9.52*

13.69*

SC제일

50.99

50.99

50.99

48.56

48.6

100.0

100.0

100.0

하나

32.17

52.14

28.71

43.16

68.3

78.15*

80.21*

75.11*

외환

33.50

33.53

33.53

71.04

68.3

73.24

76.0

80.51

한국씨티

61.49

53.22

66.39

89.59

99.9

99.9

99.9

99.95

국민

58.15

71.11

70.23

73.56

76.1

85.68

82.88

81.32

대구

0.786

3.77

20.13

31.31

55.8

57.76

66.56

69.67

부산

7.02

10.64

12.04

38.46

59.2

60.21

56.06

64.21

광주

0

0*

0.63*

4.6*

11.58*

11.44*

9.52*

13.69*

제주

0

0

0

0

0.04

0.12

0.11

0.23

전북

0.05

0.05

0.10

0.25

12.1

29.08

28.12

21.63

0

0*

0.63*

4.6*

11.58*

11.44*

9.52*

13.69*

신한

3)

4)

4)

경남

주: 1)~4) * 는 지주회사 지분을 나타내며 우리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우리 지주
와 동일한 외국인 지분율로 기록함.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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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정도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
라는 남미 및 동구유럽 국가에 비해서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강종구⋅김현의
2005).
이와 같이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소유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에 대
한 영향을 둘러싸고 많은 찬반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에 의한 국내
은행 소유확대를 찬성하는 쪽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여은정 2007; 이근영⋅이대기 2007; 강종구⋅김현의
2005).
이 논의를 살펴보면 우선 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입할 경우 국
내 은행들과 외국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영업
비용 절감, 이자마진 축소 등을 통해 대응하게 되므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 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으로 바로 수익성 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선진국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하면 새로운 금융기법이
나 상품 등의 개발을 통해 금융서비스 질을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중개
기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강종구⋅김현의 2005)
한편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할 경우 피인수 국내 은행의 부실자
산 축소를 위한 대손상각 확대 및 엄격한 신용평가 등 적극적이고 보수적인 대
출운용 등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확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경우
국내에서 도소매 금융취급 시 우량고객 위주로 신용을 공급하는 관행, 즉
‘cherry picking’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보편화될수록 국내 은행들이 중소
기업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대출비중을 확대하게 되어 국
내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외국 은행의 경우 국내 경제사정,
관행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중소기업 대출심사 비용이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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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대출심사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고 한다. 실제 Degryse et al.(2008)의 연구에 의하면 폴란드의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은 투명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는 한편, 국내 은행은 신
용이 불투명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 은행의
경우 주주이익 중심 경영으로 경영성과가 단기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단기성과
위주로 경영을 하게 되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적 역할에 미온적일 수 있
다.

3. 기존연구
최근 들어서 외국 자본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외국 자본 진입의 영향에 대한 가장 폭 넓은 연구
로서 Claessens et al.(2001)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1988~95년간 약 80개국
은행자료를 사용하여 외국 자본의 국내진입이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 비이자
이익, 세전이익, 운영경비 등 은행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바 동 연
구는 전반적으로 외국 자본의 진입이 국내 은행들의 효율성을 높여 총비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은행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을 떨어뜨
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Denizer(1999)는 터키 은행들
을 분석하여 외국 자본진입이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경비를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고 Peria and Moody(2004)는 라틴아메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외국 은행진입이 금융중
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laeys and Hainz(2007)는 10개의
동유럽 체제전환국을 분석하고 신규로 은행업에 진출한 외국 자본이 가장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Mathieson and Roldos(2001)는 은행신용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변수는 은행의 소유여부가 아니라 건전성이기 때문에 외국 은행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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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개도국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용위험을 줄인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폴란드의 경우를 분석하여 최근에 이뤄진 Degryse et

al.(2008)의 연구결과는 외국 은행의 진출이 반드시 국내 은행의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실증분
석들은 대부분 외국 은행들이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
에 효율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데, Degryse et al.(2008)에 의하면 외국 은행
이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효율
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 은행과 국내 은행의 대출대상기업이나 개인이 다르
기 때문이다. 즉 외국 은행들이 재무제표가 잘 갖추어지고 담보가 있거나 오랫
동안 신용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는 한편 국내 은행은 그렇지
못한 소규모 기업이나 신용기록이 불투명한 기업 또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을 해왔기 때문에 외국 은행의 금리가 국내 은행이 부과하는 금리보다 낮게 나
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표 4-3. 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 ❚
연구

연구대상

Denizer(1999)

터키은행

Claessens et al.(2001)

1988~95년간 약 80개국 패널

Mathieson and Roldos(2001) 1990년대 중후반 패널
Martinex Peria and
Moody(2004)

1990년대 후반 라틴아메리카
5개국

Claeys and Hainz(2007)

10개의 동유럽 체제전환국

Degryse et al.(2008)

1996~2006년 폴란드

주요결과
은행의 수익성과 경비를 낮춤
국내 은행의 총비용을 낮추나
경쟁격화로 수익성도 낮춤
국내 은행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증거
없음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 부과
신규진출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 부과
신규외국 은행이 낮은 금리를
부과하나 그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금리가 낮은 투명성이 높은
기업에 대출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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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연구로는 우선 이병윤(2002)과 강종구⋅김현의(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병윤(2002)은 1987~2000년간 외은 지점의 국내진입이 국
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외은지점의 진
입이 국내 은행의 ROA나 ROE 등 수익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운영경비나 총비용은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강종구⋅김현
의(2005)는 200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을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진입은 국내 은행의 대기업 대출비중을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높
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은
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 성장성 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기록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계자본의 진출이 국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연구를 실증분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증분석이 충분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변현수(2007), 전용일⋅이인실(2008)에 의해 보다 상세한 실증연
구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변현수(2007)의 연구는 1998~2005년까지의 패널자
료를 사용하여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국내 대출시장의 금리스프레
드를 축소시킴으로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현수(2007)의 연구는 외국 자본진출이 미친 효과를 상세한 실증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의 연구는 금리스프레드 외의 다른 변수에 대
한 외국 자본진출의 효과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
한편 최근 전용일⋅이인실(2008)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내 은행 패
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첫째,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 확대가 기업대출에 있어 대기업 비중을 축소한다고
하는 강종구⋅김현의(2005)의 실증분석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지
분율의 증가가 금융기관의 자산수익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으나 자본
수익률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셋째, 경영효율성 측면
에서 종업원 감축 및 지점 정리를 통한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
이지 않았다. 넷째, 총수익 중 비이자소득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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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용일과 이인실은 실증분석에서 은행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생략변수(omitted
variables)에 의한 추정오류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은행산업에 국한하여 외국 자본의 진입효과를 분
석하고 있는 데 반해 이근영⋅이대기(2007)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제 금융기관
에 대해 포괄적으로 외국 자본진출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2001~06년을 대상으로 은행, 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추이
와 이들 기관들의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생산성 등 제 지표
와의 간단한 상관관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우선 은행산업
의 경우 외국인 지분과 생산성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자본적정성, 여
신건전성, 수익성과는 상관관계가 부분적으로만 유의하며 그 결과도 분석기간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산업의 경우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
익성 등이 모두 외국인지분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대체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행부문이외의
증권, 보험부문에도 보다 심층적인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표 4-4. 국내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
연구

자료기간

주요결과

이병윤(2002)

1987~2000년

외은지점의 진입이 국내 은행의 ROA와 ROE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함.

강종구⋅김현의(2005)

2000~04년

국내 은행의 대기업 대출비중을 낮추고
자기자본비율, 영업비용 등을 높였으나 수익성이나
건전성, 성장성 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침.

변현수(2007)

1998~2005년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국내대출시장의
금리스프레드를 축소시킴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함.

전용일⋅이인실(2008)

2001~06년

대기업대출 비중이나 자산수익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으나 자본수익률에는 음의 영향을
미침. 또한 비용 절감이나 비이자소득비중 등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음.

이근영⋅이대기(2007)

2001~06년

은행, 증권, 보험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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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지표 비교분석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입수한 1998~2006년간
각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데이터 및 금융감독원에 의해 발간되는 은행
경영통계상의 각 성과지표이다. 분석대상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
한 18개의 일반은행이며 이들에 대한 소유지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직접 입수
되었으며 은행경영상의 각 성과지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은행경영통계에
서 구할 수 있다.
외국 자본의 은행소유지분 확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외
국계 은행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은 외국인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계 은행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국 은행이 없
었으나 2006년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국 금융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
편 이러한 은행들 중에서도 외국인에 의해 경영권이 행사되는 은행(즉 2006년
말 기준으로 SC제일, 외환, 시티은행의 3개 은행)만을 외국계 은행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계 은행을 외국인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은행과 그 중에서도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으로 구분하여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증가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은행의
효율성, 생산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효율성지표로서는 이자마진(Margin), 대출에 따른 여신이자율(Lint),
예금에 따른 수신이자율(Dint),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경비비율(Cost), 비이자수익률(Nonint)의 일곱 가지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이자마진은 은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본 연
구에서는 은행계정의 총대출금(평잔기준) 대비 이자수익에서 총예수금(평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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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대비 이자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이자마진을 측정하였다. 나아가 이자마진
의 변화가 대출이자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수신이자율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자수익을 총대출금으로 나눈 여신이자율과 이자비용을 총예
수금으로 나눠 계산된 수신이자율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과거
국내 은행들은 주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반면 외국 은행들은 자기자본,
본점차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국내 은행보다 낮은 비
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마진은 은행의 비효율성이나 시장지배력을 반영하지만 이자마진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은행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자마진의 차이
는 단지 은행 영업활동의 차이를 반영하며, 오히려 은행의 비효율성은 이자마
진보다는 높은 운영경비나 낮은 비이자수익률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운영경비를 총자산으로 나눈 운영경비율(Cost)과 비이자
수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이자수익률(Nonint)을 효율성의 보조지표로 사용하
여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성과를 비교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은행효율성
의 향상이 수익률증가로 이어지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총자산이익률(ROA)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사용하여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지분 확대의 효
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산업의 효율성과 밀접히 관련된 지표로서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지분 확대가 은행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해당은행의 총자산(평잔기준), 예수금(평잔기준), 대출금(평잔기
준)을 각각 종업원수와 지점수로 나눠 계산한 직원 1인당 자산(PCAsset), 직원
1인당 예수금(PCDeposit), 직원 1인당 대출금(PCloan), 그리고 점포당 자산
(BAsset), 점포당 예수금(BDeposit), 점포당 대출금(BLoan) 6개 생산성지표
를 통해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성과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외국 은행의 소유지분 확대가 금융산업의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계 은행들은 보수적인 자산운
영과 엄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으로 인해 국내 은행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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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신용평가시스템이 미비하여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에 더 치중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신용 및 시장 리스크 관리부재로 많은 부실여신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의 증가가 국내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가를 보기
위해 외국계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BIS), 부실여신비율(NPL) 고정이하여신
비율(SUB)을 국내 은행들의 지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들은
주주의 이익성을 중시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이 높고 관리비용이 큰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대출을 축소시킬 위험이 높
다. 따라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기업대출비율(FIRML), 중소기업대출
비율(SMEL), 가계대출비율(HOUSEL)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들 비율
은 해당은행의 원화대출금총액 중 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그리고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국내 은행보다 외화대
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Degryse et al. 2008) 국내 은행
과 외국계 은행이 외화대출비율(FORL)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화대출비
율은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외화대출금의 비율로 측정된다.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이러한 성과지표를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이를 요약하면 효율성 7개 지표 중에서 경비비율, 비이자수익비율을 제외한 5
개 비율에서 국내 은행과 외국인이 50% 이상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계 은
행간 차이가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이자마진은 외
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게 나타나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효율적
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여신이자율의 경우도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
게 나타난다. 한편 수신이자율도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게 나타나 외
국계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국내 은행보다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를 종합하면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에서 자금을 조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는 한편, 금리마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총자산이익률(ROA)나 자기자본이익률(ROE)로 나타난 수익률 측면에서 모
두 국내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비 측면이나 비이자수익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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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성과지표 비교 ❚

구 분

지표(종속변수)
이자마진(Margin)
대출이자(Lint)
예금이자(Dint)

효율성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경비비율(Cost)
비이자수익률(Nonint)
직원 1인당 총자산(PCAsset)
직원 1인당 예수금(PCDeposit)

생산성
(억 원)

직원 1인당 대출금(PCloan)
점포당 총자산(BAsset)
점포당 예수금(BDeposit)
점포당 대출금(BLoan)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IS)
NPL비율(NPL)
고정이하비율(SUB)
안정성

기업대출비율(FIRML)
중소기업대출비율(SMEL)
가계대출비율(HOUSEL)
외화대출비율(FORL)

국내 은행
0.0683
(0.0253)
0.1488
(0.0514)
0.0806
(0.0388)
-0.0095
(0.0297)
-0.2523
(1.0131)
0.0158
(0.0036)
0.0043
(0.0190)
69.9
(27.3)
37.3
(18.1)
47.7
(18.3)
887.3
(399.8)
468.2
(239.2)
596.6
(239.4)
0.1016
(0.0353)
0.0527
(0.0505)
0.0651
(0.0597)
0.5784
(0.1298)
0.5299
(0.1433)
0.2476
(0.1245)
0.0928
(0.1097)

외국 은행
지분 50% 초과

경영권보유

0.0512*
(0.0189)
0.1039*
(0.0315)
0.0527*
(0.0185)
0.0069*
(0.0086)
0.1181*
(0.1258)
0.0153
(0.0030)
0.0030
(0.0119)
97.4*
(28.1)
55.9*
(18.0)
63.1*
(15.5)
1322.7*
(455.6)
754.7*
(274.0)
851.0*
(251.4)
0.1156*
(0.0131)
0.0235*
(0.0314)
0.0323*
(0.0497)
0.4569*
(0.1399)
0.3985*
(0.1539)
0.4138*
(0.1491)
0.0494*
(0.0464)

0.0542
(0.0156)
0.1118
(0.0274)
0.0576
(0.0146)
0.0034
(0.0131)
0.0675
(0.1873)
0.0146
(0.0027)
0.0001
(0.0192)
101.7
(25.1)
51.7
(15.1)
61.6
(16.6)
1438.2
(493.7)
728.0
(292.7)
866.4
(291.4)
0.1179
(0.0159)
0.0326
0.0474)
0.0437
(0.0745)
0.4213
(0.1019)
0.3357
(0.1007)
0.4386
(0.1594)
0.0703
(0.0600)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ANOVA F검
정과 Welch F검정을 적용하였음.
*는 두 가지의 검정결과 모두 5%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냄.

면에서는 외국계 은행과 국내 은행간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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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6개 지표 중에서는 1인당 자산, 예수금, 대출금을 비롯하여 점포당 자
산, 예수금, 대출금 모두에서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생산성이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7개의 안정성지표 모두에서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은행
의 경우 부실여신비율이나 고정이하비율이 국내 은행에 비해 낮게 조사된다.
한편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에 비해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반면, 비교적 위험이 적은 가계대출을 증대해 온 것으로 나타나,
‘cherry picking’의 가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외국인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계 은행 중에서 특히 경영권을 보
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을 따로 분리하여 양 은행간 성과지표의 차이를 살펴
보면 모든 지표에서 양 은행간 차이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32)
이것은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인의 국내 은행에 대한 경영권
장악은 국내 은행산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의 은행소유지분 확대가 은행산
업의 효율성, 생산성, 안정성에 미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한다.

32)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과 그렇지 않은 외국계 은행간 각 성과지표의 차이에 대한
ANOVA F검정(양 변수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평균치의 차이를 검정)과 Welch F검정(양 변수
의 분산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평균치의 차이를 검정) 모두를 실시하였으나 모든 지표에서 5% 수준에
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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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으로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인 Degryse et al.(2008)의
모형과 변현수(2007)의 모형을 약간 변형하여 사용한다.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
다.

                                … (4-1)

여기서 종속변수    는 i은행의 t기 시점에서 측정된 효율성지표 5개, 생산
성지표 6개, 안정성지표 7개를 나타낸다. 우선 효율성지표에서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성과지표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5개 지표(Margin, Lint,
Dint, ROA, ROE)를 대상으로 한다. 앞의 분석에서 생산성지표 6개(PCAsset,
PCDeposit PCloan. BAsset, BDeposit, BLoan)와 안정성지표 7개(BIS, NPL,
SUB, FIRML, SMEL, HOUSEL, FORL) 모두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로서   는 외국 자본진입정도를 나
타내는 변수이고 구체적으로는 외국 자본소유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와 외국인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인   

등을 포함한다.   는 은행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일반적으로 허핀
달-허쉬만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에 의해 대표된다. 허핀
달-허쉬만지수는 각 은행의 대출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것으로 일반적
으로 1,000 미만이면 경쟁적 시장, 1,000 이상 1,800 미만이면 다소 집중된 시
장, 그리고 1,800 이상이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분류된다. 또한 해당 개별은
행의 시장점유율도 여기에 포함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출시장구조
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 경쟁적이라 판단될 수 있었던 대출시장이 은행합병
등에 의해 동 지수가 급상승하여 현재는 약간 경쟁적이라고 판단된다(신동진
2007).
한편  는 은행의 특성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자기자본비율, 부실여
신비율, 비이자수익비율, 운영경비비율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은행 특성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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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 등 추정될 종속변수와의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는 모두 1기 전 변수를 사용하였다. 마지
막으로    는 거시경제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포함된다. [표 4-6]은 추정에 사용된 종속변수들의 측정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 표 4-6. 변수의 측정방법 ❚
변수의 성격

변수의 표시
FOWN

외국 자본진입변수
FMAN
Ln(HHI)
은행산업집중도
SHARE
Equity
은행특성요인

거시경제요인

Cost

변수의 측정방법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1이고
나머지는 0인 더미변수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
대출금기준으로 계산된 허핀달-허쉬만
지수의 자연로그값
개별은행의 대출금을 일반은행의
대출금으로 나눈 값
자기자본/총자산(평잔)
운영경비/총자산(평잔)

Nonint

비이자수익/총자산(평잔)

GDPR

국내총생산 증가율

INFLA

소비자물가 상승률

나. 실증분석 결과
우선 외국인인 은행소유지분 확대가 효율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면 그 결과는 [표 4-7]과 같다.33)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은행소유는 여⋅수신 이자마진(Margin),
여신이자율(Lint), 수신이자율(Dint)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호
도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음수로 나타나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

33) 실제 추정에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큰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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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러한 효율성 향상이 바로 총자산이익률(ROA)이나 자기자본이익률
(ROE)로 측정된 수익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
는다. 한편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HHI)는 금리마진, 여신이자율, 수신이자율
모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7. 효율성지표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의 효과 ❚
구분
C

FOWN

LOG(HHI)

SHARE

EQUITY(-1)

NONIT(-1)

COST(-1)

GDPR
2

R

Margin

Lint

Dint

ROA

ROE

0.343**

0.942**

0.5994**

-0.1862**

-3.2565

(4.268)

(9.174)

(14.210)

(-2.721)

(-1.077)

-0.008**

-0.018**

-0.010**

0.001

-0.038

(-2.092)

(-3.659)

(-4.924)

(0.301)

(-0.260)

-0.042**

-0.118**

-0.076**

0.027**

0.455

(-3.929)

(-8.684)

(-13.662)

(2.930)

(1.140)

-0.193**

-0.255**

-0.062***

-0.145**

-3.500

(-2.532)

(-2.617)

(-1.549)

(-2.232)

(-1.218)

0.203***

0.246***

0.043

-0.068

-7.670***

(1.820)

(1.724)

(0.730)

(-0.713)

(-1.827)

-0.161***

-0.118

0.043

-0.089

-7.912**

(-1.914)

(-1.095)

(0.979)

(-1.242)

(-2.493)

1.145***

1.124

-0.022

1.469**

63.651**

(1.889)

(1.450)

(-0.068)

(2.846)

(2.789)

0.100

0.336**

0.237**

-0.192**

-5.148

(1.170)

(3.094)

(5.304)

(-2.654)

(-1.609)

0.679

0.825

0.909

0.548

0.518

주: 1) ( ）안의 숫자는 t-검정치를 나타냄.
2) ** 와 ***는 각각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이러한 결과는 변현수(2007)가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으
면서 은행 수는 줄어들었지만 규제완화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 자본
진입이 증대되면서 은행간 경쟁도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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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운 점은 은행산업집중도가 총자산이익률(ROA)에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경쟁 증가가 반드시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 이와 비슷하게 개별은행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SHARE는 대체로 모든
회귀식에서 음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별은행의 점유율 향상이 시장지
배력을 높여 독점이윤을 누리기보다는 여⋅수신 금리하락을 통해 시장점유율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 주요통제변수인 자기자본비율
(EQUITY), 경비비율(COST), 비이자수익비율(NONIT)은 일부 회귀식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우선 자기자본비율은 이자마진, 여신이자율 그리고 자기자
본이익률(ROE)에 대해서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의 증가가 이자마진과 여신이자율에 대해서는 양의
효과를 미치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대해서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본 확대로 인해 자기자본수익률의 분모가
커져 수익률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이자수익은 이자마진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대해서 모두 음의 유의한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경비는 이자마진과 총자산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이익률
(ROE)에 모두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생산성지표의 경
우 1인당 자산이나 대출금 예수금의 경우는 물론 점포당 자산, 대출금, 예수금
모든 경우에서 외국인 주식소유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은행산업의 집중도도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면 개별은행의 비중(SHARE)이나 자기자본비율, 경비비율, 비이자수익비율 등
은 대체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DP 증가율
은 어느 경우에서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국내 은행산업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주식소유는 대체로 10% 유의
수준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실채권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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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생산성지표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의 효과 ❚
구분
C
FOWN
LOG(HHI)
SHARE
EQUITY(-1)
NONIT(-1)
COST(-1)
GDPR

PCASSET

PCDEPOSIT

PCLOAN

BASSET

BDEPOSIT

BLOAN

-330.33**

-246.88**

-271.09**

-2418.09**

-1912.42**

-2510.59**

(-3.82)

(-4.45)

(-4.41)

(-2.40)

(-3.20)

(-3.67)

13.08**

6.02**

9.93*

128.92**

55.36***

106.64**

(3.15)

(2.26)

(3.36)

(2.66)

(1.93)

(3.24)

57.35**

42.71**

43.48**

473.25**

362.98**

413.76**

(5.02)

(5.83)

(5.35)

(3.55)

(4.60)

(4.58)

54.73

35.66

120.67

301.25

438.93

1490.79**

(0.67)

(0.68)

(2.07)

(0.31)

(0.77)

(2.29)
177.58

24.61

20.01

-37.51

1821.29

993.42

(0.20)

(0.26)

(-0.44)

(1.30)

(1.20)

(0.19)

-61.93

0.43

0.63

-1710.21

-512.93

-446.87

(-0.68)

(0.01)

(0.01)

(-1.61)

(-0.82)

(-0.62)

347.55**

31.13

242.96

6865.28

2536.24

6015.60

(0.53)

(0.07)

(0.52)

(0.90)

(0.56)

(1.16)

-240.75**

-177.61**

-152.67**

-3167.22**

-2183.25**

-1985.65**

(-2.63)
(-3.03)
(-2.35)
(-2.97)
(-3.45)
2
R
0.79
0.75
0.76
0.88
0.87
주: 1) ( ) 안의 숫자는 t-검정치를 나타냄.
2) ** 와 ***는 각각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74)
0.86

시에 가계대출 비율을 높이고 기업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체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고 이자
율이 좋은 가계대출을 대출을 이전, ‘cherry-picking’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고 판단된다. 한편 은행산업의 집중도(HHI)는 NPL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대출비율과 중소기업대
출 비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계대출 비율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개별은행의 점유율(SHARE)은 은행산업의 집중
도와는 반대로 NPL 비율이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은행산업의 집중도와 동일하다.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

115

❚ 표 4-9. 안정성지표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의 효과 ❚
구분
C
FOWN
LOG(HHI)
SHARE

BIS

NPL

SUB

FIRML

SMEL

HOUSEL

FORL

0.058

0.903**

1.284**

2.057**

1.199**

-3.146**

1.068**

(0.844)

(9.551)

(9.108)

(7.508)

(4.855)

(-9.808)

(4.701)

0.005***

-0.008***

-0.008

-0.025***

-0.013

0.033**

-0.011

(1.650)

(-1.770)

(-1.227)

(-1.895)

(-1.074)

(2.143)

(-1.0365)

0.007

-0.120**

-0.171**

-0.2030**

-0.091**

0.456**

-0.132**

(0.808)

(-9.571)

(-9.209)

(-5.612)

(-2.788)

(10.768)

(-4.385)

-0.080

0.258**

0.329**

-1.228**

-0.526**

1.132**

0.133

(-1.239)

(2.869)

(2.458)

(-4.718)

(-2.244)

(3.716)

(0.615)

0.079

-0.2919**

-0.298

0.5399

-0.381

-0.415

0.222

(0.830)

(-2.224)

(-1.524)

(1.420)

(-1.111)

(-0.933)

(0.704)

-0.033

-0.480**

-0.461**

-0.399

-0.121

0.539

-0.368

(-0.457)

(-4.832)

(-3.115)

(-1.389)

(-0.465)

(1.602)

(-1.545)

0.119

-2.323**

-3.667**

-0.348

-2.599

10.377**

-7.025**

(0.231)

(-3.255)

(-3.447)

(-0.168)

(-1.395)

(4.288)

(-4.099)

-0.037

0.547**

0.919**

0.1640

0.685**

-0.630***

0.593**

(-0.509)
(5.463)
(6.157)
(0.566)
(2.620)
(-1.855)
R2
0.371
0.844
0.836
0.908
0.940
0.885
주: 1) ( ) 안의 숫자는 t-검정치를 나타냄.
2) ** 와 ***는 각각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469)
0.771

EQUITY(-1)
NONIT(-1)
COST(-1)
GDPR

다. 외국인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위의 실증결과에 외국인경영권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효율성, 생산성의 모든 지표에서 그리고 안정성지표의 경우 외화대출지표를 제
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외국인의 경영권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0]에서는 효율성을 대표하는 두 개의 지표, 생산성을 대표하는 두 개의
지표, 그리고 안정성을 대표하는 세 개의 지표에서 결과만을 제시한다.
[표 4-10]에 의하면 외국인경영권 더미변수는 외화대출 비율(FORL)에만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설명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경영권 확보는 국내 은행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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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이 성과에 미친 영향 ❚
구분
C
FOWN
FMAN
LOG(HHI)
SHARE
EQUITY(-1)

Margin

ROA

PCASSET

BASSET

NPL

HOUSEL

FORL

0.340**

-0.191**

-328.46**

-2305.94**

0.908**

-3.103**

0.995**

(4.182)

(-2.769)

(-3.76)

(-2.27)

(9.517)

(-9.656)

(4.572)

-0.008***

0.002

12.77**

110.04**

-0.0090***

0.026

0.001

(-1.808)

(0.515)

(2.87)

(2.13)

(-1.837)

(1.585)

(0.088)

-0.004

-0.006

2.11

126.66

0.006

0.048

-0.083**

(-0.438)

(-0.680)

(0.21)

(1.07)

(0.525)

(1.272)

(-3.245)

-0.041**

0.027**

57.07**

456.54**

-0.120**

0.450**

-0.121**

(-3.834)

(2.982)

(4.94)

(3.40)

(-9.531)

(10.581)

(-4.193)

-0.199**

-0.153**

57.63

475.90

0.266**

1.198**

0.019

(-2.559)

(-2.308)

(0.69)

(0.49)

(2.905)

(3.889)

(0.091)

0.208***

-0.062

22.26

1679.99

-0.299**

-0.468

0.314

(1.845)

(-0.644)

(0.18)

(1.19)

(-2.255)

(-1.051)

(1.041)

-0.164***

-0.092

-60.73

-1637.76

-0.476**

0.566***

-0.415***

(-1.930)

(-1.279)

(-0.66)

(-1.54)

(-4.770)

(1.685)

(-1.825)

1.183**
(1.923)
0.095

1.519**
(2.905)
-0.198

328.49
(0.50)
-238.39**

5719.95
(0.74)
-3025.88**

-2.376**
(-3.284)
0.553**

9.946**
(4.083)
-0.576***

-6.280**
(-3.807)
0.5013**

(1.103)
(0.550)
(-2.57)
(-2.81)
(5.466)
(-1.691)
R
0.679
0.826
0.79
0.89
0.845
0.887
주: 1) ( ) 안의 숫자는 t-검정치를 나타냄.
2) ** 와 ***는 각각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173)
0.794

NONIT(-1)
COST(-1)
GDPR
2

효율성이나 생산성 안정성 등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가 외국인 주식보유를 통해 충분히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경영권 확보는 추가적으로 거의 영향을 주
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6. 요약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지분보유 확대가 국내 은행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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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에 비해 은행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안
정성 등 각종 지표와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다. 특히 여⋅수신 이자마
진이나 여신이자율, 수신이자율 등과 관련하여서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게 나타나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50% 이상의 소유지분은 그렇지 않은 국내 은행에 비해 여⋅수신 이자마진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여신이자율의 경우도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수신이자율도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낮
게 나타나 외국계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국내 은행보다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에서 자금을
조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는 한편 금리마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경비나 비이자수익 그리고 총자산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로
나타난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인당 자산, 예수금, 대출금을 비롯하여 점포당 자산, 예수금, 대출금
등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모두 외국인 소유지분의 확대가 생산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실여신비율이나 고정이하비율 등 안정성지표에서도 대체로 외
국인 소유지분의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외
국인에 의해 소유되는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에 비해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
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반면 비교적 위험이 적은 가계대출을 증대해 온 것
으로 나타나 ‘cherry picking’의 가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외국인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계 은행 중에서 특히 경영권을 보
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을 따로 분리하여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지표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인의 국내 은행에 대한 경영권 장악이 아니라 외국인의
은행지분 보유가 은행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국내 은행시장을 개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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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임을
시사한다. 또한 부실비율을 낮추는 등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cherry picking’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공공성 상실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내 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등으로 역차별
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 자체는 은행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투기적 목적을 가진
일부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에 의한 국내 은행의 인수가 국내 은행의 성과개
선과는 관계없이 ‘먹튀’ 등의 논란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부분이 이미 외국인 소유지분이 50% 이상을
넘은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어느 정도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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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자본
시장의 주요한 시장참여자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외자에 대한 인식도 다양
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한동안은 “외자 유치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넘치고 외국인투
자자의 막대한 차익실현이 보도되면서 외자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계나 일부 학계가 외국 자본의 폐해로 고배당론, 주주자본주의
론, 경영권위협론, 투자위축론, 역차별론 등을 제기하고 있다(이찬근 외 2004;
김기원 2005).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시각도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외국금
융자본의 국내진출로 기대하였던 금융중개 기능의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
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나 국채중
심의 안정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추구하고 있어 기업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론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이 중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대목은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을 부추기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박현수(2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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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KOSPI 200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비중의
증가가 고정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초래한 반면 배당
성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대적 M&A 활성화
로 인한 경영권 불안은 경영권 방어비용의 증가와 함께 투자여력의 위축을 초
래할 것이라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과 상반된 분석 결과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빈기범⋅조성
훈(2005)은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과 배당 성향, 그리고 투자율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는데,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의 부정적인 효과가 근거 없음을 밝히고 있
다. 즉, 투자기회, 기업규모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의 주
식소유비중이 기업의 배당 및 고정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을 설명하
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수익성이 높으나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들이
고배당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고배당 정책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
배구조 개선, 주주권 강화, 고배당 장려정책 등과 같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변화가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진 결과,
마치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미시적 기업자료를 이용한 송원호⋅오용협⋅양두용 외(2005)의 연구도 외국
인 주식투자 증대가 기업에 미친 효과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좋지만 반드시 배당 성향이
높은 것은 아니며,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국인투자 자금이 상당부분 회수되는 와중
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비판론은 일면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 및
기업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해외 금융충격에 취
약한 이유를 놓고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외국인투자 비중의 증대가 우리기업의 경영에 미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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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금융개방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지분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는 기업의 외부차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 또한 채권 및 은행차입의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부진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와 어떠한 관
계가 있는가? M&A에 대비한 지분확보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인가?
셋째, 외국인 지분율 상승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증가시켰는가? 배당 성향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투자부진과 부(-)의 연관관계를 맺음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본 연구는 투자와 배당과 같은 자금의 배분뿐 아니라,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
는가라는 자본구조를 동시에 고찰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고 하겠
다. 또한 분석기간이 외국인투자지분이 증가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06~07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으로 기업
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 다
음에는 한국신용평가의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하여 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가 우리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
들의 재무구조,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의 개략적인 추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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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구조
기업의 자금이 얼마만큼 어떻게 조달되는가를 기업의 재무구조 또는 자본구
조의 결정이라고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본구조는 재무구조보다 좁은 의미
로 기업의 자금 중 장기적인 자금의 원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장기적인 자금은 주식을 통해 조달한 자기자본과 은행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한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구조는 통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의 구성형태를 지칭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잉중복투자로 인하여
경제체질이 취약하여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의 부
채비율과 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
적인 관측이다. 김준경⋅김정인(2004)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전체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1998년 0.95에서 2003년에는 3.6배
로 증가하였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개선추세가 뚜렷한 것
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무구조의 개선은 차입금 의존도의 하락과
함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그러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여전히 상당수 잔존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예상과 달리 IT산업의 침체를 반영하여 수출산업이 내수산업
보다 오히려 채무상환능력이 저조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림 5-1]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과 차입금의존도
{=(차입금+회사채)/총자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400%를 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06.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하였다. 제조업의 부채비율도 2007년에는 97.8%를 기록하여 이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1965년 이래 가장 낮다고 하겠다. 한편
차입금의존도는 전산업의 경우 1997년 60% 수준에서 2007년에는 24.1% 수준
으로 하락하였고, 제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2007년에는 22.7%를 기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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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기업의 재무구조 관련지표 추이 ❚

자료: 한국은행(2008c).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 재무구조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부채비율 감소와 차입금 의존도 하락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모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
다, 또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말 대비 2007년 말의 개선폭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 제조업의 재무구조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부채비율

(단위: %)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구분

2006말
(A)

2007말
(B)

B-A
(%p)

2006말
(A)

2007말
(B)

B-A
(%p)

2006말
(A)

2007말
(B)

B-A
(%p)

제조업

98.9

97.8

-1.1

22.4

22.7

0.3

50.3

50.6

0.3

대기업

85.5

85.3

-0.2

18.1

18.0

-0.1

53.9

54.0

0.1

중소기업

132.6

129.1

-3.5

30.9

32.0

1.1

43.0

43.7

0.7

수출기업

92.1

92.5

0.4

16.8

16.9

0.1

52.1

51.9

-0.2

내수기업

104.9

102.7

-2.2

27.1

27.8

0.7

48.8

49.3

0.5

자료: 한국은행(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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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성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가운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의 성장성도 개
선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성장성의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매출
액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율 추이는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 그림 5-2. 기업의 매출액 및 유형자산 증가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2008c).

매출액증가율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면서 움직여왔다. 전산업
평균의 경우 2004~05년 기간 중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 수출과 내수
세가 회복되면서 증가 추세로 반전하여 2007년에는 9.5%를 기록하였다. 한편
유형자산증가율(투자율)은 2003~06년 기간 중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7년에
는 다소 감소하였다. 2007년의 경우 전산업 평균 유형자산증가율은 4.9%, 그
리고 제조업의 경우는 4.7%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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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투자율이 왜 저조한가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
할 만한 점은 유형자산증가율과 달리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자산증가율은 상
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조업 유형자산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금융자산을 포함
한 투자자산증가율은 2006년 14.0%, 2007년 22.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
현하였다. 유형자산증가율 둔화와 유가증권투자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기업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사 및 계열사주 매입을 반영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 표 5-2.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성장성 관련지표 추이 ❚
(단위: %)
구분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투자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토지건물증가율
기계설비증가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본
(2006)

미국
(2007)

7.3

4.0

13.3

4.3

6.0

9.5

3.9

-

(8.3)

(6.1)

(17.1)

(5.9)

(6.3)

(9.3)

(3.5)

(5.0)

4.2

5.3

6.7

8.3

8.3

11.8

3.5

-

(3.1)

(6.9)

(8.0)

(9.4)

(8.1)

(13.5)

(4.2)

(10.1)

4.5

7.4

9.9

13.7

14.0

22.2

6.8

-

(3.7)

(11.9)

(12.3)

(17.4)

(17.0)

(30.8)

(5.9)

(15.6)

-1.0

1.3

3.8

4.6

5.2

4.9

-0.1

-

(-2.2)

(1.7)

(4.8)

(6.2)

(6.0)

(4.9)

(2.6)

(4.6)

0.9

2.7

3.6

5.0

3.7

4.4

-

-

(-1.1)

(2.7)

(2.7)

(5.3)

(4.3)

(5.9)

-

-

-3.1

-0.8

2.4

3.7

4.0

3.1

-

-

(-4.9)

(0.6)

(3.2)

(6.8)

(7.1)

(3.2)

-

-

주: 1) ( ) 안은 제조업 기준.
2)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대비, 총자산증가율 등 자산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3) 투자자산에는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은행(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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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성
배당률과 관련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의 추이는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4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수출호조와 내수증
가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 산업 평균 5.5%를 기록하였다. 매출액 세전순이익
률은 금융비용부담 증가와 순외환손실 발생 등으로 영업외수지 흑자폭이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5.8%를 보이면서 소폭 개선되었다.

❚ 그림 5-3. 기업의 수익성 관련지표 추이 ❚

자료: 한국은행(2008c).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외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분법평가
순이익 및 투자⋅유형자산처분순이익의 매출액대비 비율이 개선되었다. 그러
나, 순외환손익의 매출액대비 비율은 2006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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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글로벌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원화의 가치가 대미달러화
에 대하여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5-3.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수익성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률(A)

매출액 세전순이익률(B)
영업외수지(B-A)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7

6.4

6.8

5.9

5.2

5.5

(6.7)

(6.9)

(7.6)

(6.1)

(5.3)

(5.9)

6.2

5.2

7.2

6.3

5.6

5.8

(7.8)

(5.2)

(8.1)

(6.6)

(5.8)

(6.4)

0.5

-1.2

0.4

0.4

0.4

0.3

(1.0)

(-1.7)

(0.5)

(0.5)

(0.5)

(0.5)

(순금융비용)

-1.6

-1.3

-0.9

-0.8

-0.7

-0.8

(금융비용)

-2.2

-1.8

-1.4

-1.3

-1.3

-1.4

(순외환순익)

0.3

-0.1

0.5

0.2

0.3

-0.1

(투자⋅유형자산 처분손익)

0.1

0.2

0.2

0.4

0.4

0.6

(지분법평가 순손익)

0.4

0.3

0.7

0.7

0.6

0.7

263.5

351.2

483.4

460.3

413.9

404.8

(260.3)

(367.1)

(575.8)

(525.4)

(439.3)

(469.8)

이자보상비율

주: 1) ( ) 안은 제조업 기준.
2) 순금융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3)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자료: 한국은행(2008c).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 성향 추이
[표 5-4]는 외국인 주식투자 현황을 보여준다. 주식보유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외국인의 주식보유지분은 1998년 10.5%에서 2005년 23.0%까지 2배 이
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외국인 보유지분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말 현재 19.0%를 기록하였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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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분은 1998년 19.6%에서 2004년 42.0%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
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말에는 32.4%를 기록하였다.
❚ 표 5-4. 외국인 주식투자지분 추이 ❚

외국인투자 등록자 수
연도

외국인소유 주식 수

외국인소유 주식시가 총액

상장주식
대비비율

상장주식
대비비율

기관

개인

사

명

10000주

%

10억 원

%

1998

810

1156

120,405

10.5

25,633.4

19.6

1999

755

719

213,688

12.3

76,590.5

21.9

2000

1128

666

273,107

13.9

56,558.5

30.1

2001

853

259

286,922

14.7

93,698.2

36.6

2002

1038

230

305,458

11.5

93,160.7

36.0

2003

1080

218

425,913

18.0

142,534.1

40.1

2004

1269

295

515,419

22.0

173,157.7

42.0

2005

1302

298

533,493

23.0

260,262.6

39.7

2006

1737

399

556,305

22.3

262,533.5

37.3

2007

1872

486

536,588

19.0

308,047.0

32.4

주: 외국인소유주식수는 결제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식소유자별 주식보유현황은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보유지분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7년에 13.3%에 불과하여 개인의 투자 비중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비중은 2007년에는 30.8%를 기록하여 개인, 일
반기업 및 기관투자자의 비중을 능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국인투자자
들은 기업규모가 크고 주가가 높은 기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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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투자자별 보유 비중 추이 ❚
A. 주식 수 기준

B. 시가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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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한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외국인투자자금의 이
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이미 2004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문헌들이
대부분 외국인투자지분이 증가한 1999~2004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투자지분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분석 결과가 여전히 유효한
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5-5]는 외국인투자 비중과 함께 배당 성향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배당 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는 주
장은 타당한가? 우선 상장기업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배당 성향은 2001~03년
기간 중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배당 성향은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제조업체만을 따로 검토해 보면 배당 성향은 오히려 2001~04년 기간
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5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OSPI
200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
❚ 그림 5-5. 외국인투자 비중과 배당 성향 ❚
A. KOSPI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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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OSPI 제조업

C. KOSPI 200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 III.

종합하면,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 성향은 2004년까지는 정(+)의 연관성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이 같은 연관성이 그다지 신빙성 높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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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기업의 자금이 얼마만큼 어떻게 조달되는가를 기업의 재무구조 또는 자본구
조라고 하는데, 통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구성형태를 지칭한다. ModiglianiMiller 이론은 완전자본시장과 동일 경영위험을 가정한다면 기업가치는 자본구
조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금, 파산위험, 대리인
문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위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기업의 자금조
달순위를 보면 내부자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 부채와 주식 순으로 외부자
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관측된다(Myers 2001). 이러한 자금조달순위는 자금조
달의 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된다. 즉, 내부자금은 발행비용을 물지
않기 때문에 외부자금보다 유리하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주식발행은
투자자에게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주식발행보다 부채를 선
호하게 된다. 자본조달순위이론은 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부자금에 대
한 의존도가 낮은지를 설명한다.
금융시장 개방이 개도국의 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
해서는 일관된 실증분석 결과를 찾기 어렵다. Schmukler and Vesperoni(2000)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세계금융시장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감
소하고 만기 기간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금
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기업의 해외자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경우 기업
의 부채 만기구조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사례연구 중 Lee et al.(2000)은 부채비율의
종속변수중의 하나로 외채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설명변수로는 기업규모, 성
장률, 고정자산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재벌더미 등 대내적인 요인만을 고려하
고 있다. 이들의 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
장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유형자산의 비율이 낮을수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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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유재원⋅김태준(2006)은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및 경로가 외환위
기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
차입비율이 외부 금융환경 변화, 특히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하였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성 외부자금 조달 패턴은 보다 합리적이
고 예측가능하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지분변화가 해당기업의 자금조달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요인
으로 차입에 대한 담보력, 성장성, 수익률, 신용도 그리고 내부자금 조달여력
등을 고려한다. 차입금리는 부채의 규모와 동시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에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기업의 부채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
부금융환경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자금을 부채로
차입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있어서 주가변화율은 중
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기업 재무구조에 미친 외국인투자지분의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식(5-1)과 같은 추정식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같은 형태의 추정
식은 기존 문헌중 유재원⋅김태준(2006)과 유사하다고 하겠다(표 5-5 참고).
설명변수의 내생성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MORT, GROWTH, ROE의 경우에
는 시차변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DEBT = f(MORT(-1), GROWTH(-1), ROE(-1), RATING, CASH,
SIZE(-1), DLSP, FORS) ……………………………………… (5-1)
DEBT = 부채/자기자본
MORT = 1 – 무형자산/총자산
GROWTH = △매출액/매출액
ROE = 자기자본이익률
RATING = 신용평점(회사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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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SIZE = LOG(총자산)
DLSP = 개별기업의 주가변화율
FORS = 외국인 주식지분

식 (5-1)에서 MORT는 무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에서 뺀 수
치로서 담보력을 나타낸다.34) 담보력이 큰 기업의 경우 부채시장은 물론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므로 실제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
다. 한편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투자수요가 많고 부채에 대한 수요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출액의 증가율인 GROWTH의 예상부호는 정(+)의 값
을 가진다. 수익성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부채비율에 부(-)의 효
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의 등급을 나타내는 신용평점(RATING)의
경우에는 신용평점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리면에서 채권발행이 유리하고 따라
서 부채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차입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부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 양호한 경우에도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총자산대
비 현금흐름(CASH)의 예상부호는 부(-)의 값을 가진다.35) 기업규모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일수록 차입이 용이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규
모에 따른 이득은 많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식시장여건이 좋
아질수록 채권이나 금융기관 차입보다 주식발행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변화율은 부(-)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34) 총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성되며, 고정자산은 다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어진다.
담보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고정자산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고정자산을 담보로 타인자본의 차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차입금이 다시 고정자산의 구입에 사용된다면 양자간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우
려된다. 한편 MORT(=1-무형자산/총자산)를 사용할 경우 무형자산이 담보력이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35) 현금흐름은 일정기간 동안 현금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금흐름표상의 ʻ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
름ʼ 항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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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기업 재무구조의 결정요인 비교 ❚
종속변수

부채/총자산
부채/자본

Schmuker and Vesperoni
(2000)
⋅고정자산/총자산
⋅이윤/총자산
⋅국제채권시장 접근
⋅국제주식시장 접근
⋅금융자유화
⋅금융위기

Lee, Lee, and Lee
(2000)
⋅기업규모
⋅매출액증가율
⋅유형자산 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재벌더미

유재원⋅김태준
(2006)
⋅담보자산비율
⋅성장률
⋅자기자본이익률
⋅신용등급
⋅현금흐름/총자산
⋅금융기관 BIS비율
⋅주가변화율
⋅재벌더미

다음에는 기업의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차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타인자본은 금융기관 차입과 사채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과 달리 일반기업
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차입행태가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
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금융중개 기능이 얼마나 정상화 또는 활성화되
었는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종속변수(LOAN)로는 총자산대비 금융기관차입금잔액 비율을 채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앞에서 제시된 부채비율 결정요인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이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인자본을 얼마나 쓸 것인가 뿐 아니라 타인자본의 조달수
단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설명변수들의 예상효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신용평점(RATING)의 경우 신용도가 올라갈수록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간
접금융보다는 직접금융의 이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차입금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 BIS비율 강화 또한 기업의 은행대출 가능
성을 낮춤으로써 사전에 차입금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의 계수는 식 (5-1)과 달리 부(-)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변수들의 예상부호는 부채비율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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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 f(MORT(-1), GROWTH(-1), ROE(-1), RATING, CASH,
SIZE(-1), DLSP, FORS) …………………………………… (5-2)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성향
기업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영향을 분석하려면 우선 기업 투자의 결정요
인이 규명되어야 한다. 신고전학파이론은 최적자본량이 실질이자율과 감가상
각률의 합, 즉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토빈의 q이론은 설치된 자본의 대체비용에 대한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비율이 1보다 크다면 신규투자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자본의 가치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의 구입가격보다 크다면
좀 더 많은 자본을 설치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자
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토빈의 q이론은 주가와 투자를 연결시켜준다는 면
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재고투자에 대한 가속도 모형은 투자의 증가
가 국민소득의 증가, 즉 경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

에서는 특정 투자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주식투자가 투자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형
을 참고하여 추정식을 설정하기로 한다. 국내 기존문헌에서도 투자는 외국인지
분율 이외에도 자기자본이익률, 배당 성향, 매출액경상이익률, 현금비율, 경기
동행지수, 당기순이익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표 5-6 참고).
본 연구에서는 투자와 배당 성향이 동시에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분석하도록 한다(Ryou and Kim 2003 참고).
IK = f(SK(-1), ROE(-1), CFK(-1), SIZE(-1), TDK,
DLSP, FORS) ……………………………………………………… (5-3)
IK = 유형자산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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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 매출액/유형자산
ROE = 자기자본이익률
CFK = 현금흐름/유형자산
SIZE = log(총자산)
TDK = 자기자본비율
DLSP = 개별기업의 주가변화율
FORS = 외국인 주식지분

추정식의 설명변수 중 매출액, 자기자본이익률, 현금흐름, 자기자본비율, 그
리고 주가상승률 등의 계수는 모두 정(+)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기업 규모가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외환위기이전과 달리 외
부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수익성 전망도 크게 악화된 만큼 규모가 큰 기업
이라도 해서 반드시 투자가 활발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 표 5-6. 기업의 배당 및 투자의 결정요인 비교 ❚
구 분

빈기범⋅조성훈(2005)

송원호 외(2005)

박현수(2004)

배당 성향
(배당금
/당기순이익)

⋅외국인 주식소유비중
⋅기관투자자주식소유비중
⋅토빈 q
⋅자기자본이익률
⋅기업규모(시가총액)
⋅잉여현금흐름

⋅외국인지분율(-1)
⋅자기자본이익률(-1)
⋅배당 성향(-1)
⋅매출액경상이익률(-1)
⋅기초현금비율(-1)
⋅경기동행지수(-1)
⋅당기순이익(-1)

⋅외국인투자 비중
⋅자기자본이익률
⋅기초현금비율(=기초
현금/총자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투자율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 증가율)

⋅외국인 주식소유비중
⋅기관투자자 주식소유비중
⋅토빈 q
⋅자기자본이익률
⋅기업규모(시가총액)
⋅가용현금

⋅외국인지분율(-1)
⋅자기자본이익률(-1)
⋅배당 성향(-1)
⋅매출액경상이익률(-1)
⋅기초현금비율(-1)
⋅경기동행지수(-1)
⋅당기순이익(-1)

⋅외국인투자 비중
⋅자기자본이익률
⋅기초현금비율(=기초
현금/총자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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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성향 역시 같은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설명변수들의
예상부호 역시 투자율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DIV = f(SK(-1), ROE(-1), CFK(-1), SIZE(-1), TDK, DLSP, FORS)..(5-4)
DIV = 배당금/당기순이익.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 추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추정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본기업은 외국인 주식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KOSPI 200 기업 중 제조업으로
한정하였는데, 실제 기업 수는 150개이다. 한편 분석기간은 2001~07년으로 설
정하였다. 기업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될 개별기업 변수들의 평균치는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우선 기업의 재무구조는 2001년 이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7년 말 현재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00.78%와 57.28%를 기록하
여 기업경영분석의 제조업전체 평균치인 97.8%와 50.6%에 근접한 값을 보이
고 있다. 금융기관 차입금비율은 2001년 14.90%에서 2007년 10.62%로 감소하
였으나, 변화속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 역시 기업경영분석자료
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기업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형자산증가율도 2005년을 제외하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수익률
은 2004년 13.31%를 기록하였다가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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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금조달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회사채신용등급과 주가변화율을 살펴보
면, KOSPI 200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우선 회사채신용등급은 최고 10점(AAA)에서 최저 0점(BBB-)까지 분포되
어 있는데 평균값은 2001년 4.85에서 2007년에는 5.83으로 개선되었다. 주가
변화율은 2001년 -2.67%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에는 50%를 상회하였고,
2003년에는 8.5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매년 40%가 넘는
높은 성장을 보였다.
KOSPI 200 제조업체의 외국인투자지분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1
년 14.78%에서 2005년 22.3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어 2007년에는 22.46%를 기록하였는데, 이같은
수치는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KOSPI 200 제조업체의
배당 성향은 2003년 26.26%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7년에는
22.22%를 기록하였다.
❚ 표 5-7. KOSPI 200 제조업체의 주요변수 추이 ❚

(단위: %)

변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채/자기자본

215.65

160.42

141.34

116.36

112.00

109.47

100.78

차입금/총자산

14.90

14.24

12.34

11.49

10.23

9.81

10.62

자기자본비율

47.84

50.30

52.76

54.96

55.46

55.48

57.28

유형자산증가율

5.40

-3.17

18.42

2.84

14.31

2.61

5.21

배당 성향

23.24

16.68

26.26

21.83

24.30

24.93

22.22

매출액증가율

10.83

6.68

13.84

17.43

11.84

8.55

8.14

매출액/유형자산

302.45

294.91

287.82

366.38

333.80

383.61

495.50

자기자본수익률

0.73

6.92

10.60

13.31

9.74

9.69

9.32

신용평점

4.85

5.04

5.18

5.36

5.49

5.62

5.83

현금흐름/총자산

8.33

9.22

8.24

9.54

7.72

8.11

6.90

현금흐름/유형자산

25.55

31.88

24.05

45.95

24.08

28.77

34.29

주가변화율

-2.67

53.80

8.59

41.72

68.92

38.33

53.40

외국인 주식지분

14.78

15.48

17.52

22.36

24.00

23.68

22.46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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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부채비율결정에 대한 식(5-1)의 추정 결과는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추정시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 가변수를
포함시켰으나, 지면의 제약상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전체 기간인 2001~07년에 대한 추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부채비율
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가상승
률이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비율
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보비율이나 성장률, 그리
고 현금흐름 등은 예상과 달리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2001~04년과 2005~07년으로 나누어 추정하여도 결과는 크게 변하
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담보비율은 부채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대신 자기자본이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
출액성장률(Growth)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진다.
❚ 표 5-8. 부채비율 추정 결과 ❚
구분

2001~07년

2001~04년

2005~07년

Constant
MORT(-1)

-1830.86(-2.32)*

33.23( 0.02)

-1006.39(-2.21)**

287.79(.86)

-475.46(-0.75)

791.03(3.63)*

GROWTH(-1)

0.14(1.15)

0.18(0.85)

-0.10(-1.61)***

ROE(-1)

-1.83(-5.42)*

-2.77(-4.90)*

-0.23(-1.21)

RATING

-33.83(-3.64)*

-41.93(-2.14)**

-17.09(-2.84)**

CASH

.11(.13)

-.52(-0.36)

0.31(0.73)

SIZE(-1)

68.67(2.66)*

30.48(0.52)

15.09(0.88)

DLSP

-0.21(-2.68)*

-0.47(-3.04)**

-0.07(-2.16)**

FORS

-0.71(-0.92)

-0.06(-0.03)

0.60(1.19)

관측치

1050

600

450



0.44

0.54

0.87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 표시.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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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 부채비율에 외국인투자지분이 미치는 영향은 미약할 뿐 아니라 방
향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
였다. 한편 외국인투자지분은 2001~04년 기간 중에는 상승하다가 2005~07년
기간 중에는 하락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투자 변수의 계수값이 전반
기에는 음의 값, 후반기에는 양의 값을 갖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양 기간 모
두 외국인투자지분 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총자산대비 금융기관차입금비율에 대한 추정식을 살펴보기로 하
자(표 5-9 참고). 부채비율에 비하여 전반적인 설명력이 높고 유의성이 높은
설명변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5-9. 금융기관차입비율 추정 결과 ❚
구분

2001~07년

2001~04년

2005~07년

Constant

-0.18(-0.63)

1.15(0.24)

-0.32(-0.60)

MORT(-1)

0.28(2.24)

0.05(0.29)**

0.21(0.80)

GROWTH(-1)

0.00(0.31)

0.00(0.48)

-0.00(-2.21)**

ROE(-1)

-0.00(-4.77)***

-0.00(-4.35)***

0.00(0.91)

RATING

-0.01(-4.60)***

-0.01(-2.36)***

-0.00(-0.26)

CASH

-0.00(-3.29)***

-0.00(-3.19)***

0.00(0.46)

SIZE(-1)

0.01(0.56)

-0.04(-2.09)**

0.01(0.44)

DLSP

-0.00(-2.14)**

-0.00(-2.96)***

-0.00(-2.44)***

FORS

-0.00(-3.18)***

-0.00(-1.75)*

-0.00(-0.62)

관측치

1050

600

450



0.74

0.81

0.87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 표시.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001~07년 전체 기간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면 담보비율이 높을수록 차입비
율이 높은 반면, 자기자본수익률, 신용등급, 현금흐름, 주가상승률은 차입비율
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을 나누어 추정하였을 경우에 설명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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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 큰 차이가 있다. 2005~07년 기간 중에는 자기자본
수익률과 주가상승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롭게도 추정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기
관으로부터의 차입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07년 기간
중 차입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최소한 2005년 전까지 이러한 움직
임에 외국인투자지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다. 투자 및 배당 성향 분석
유형고정자산의 증가율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5-10]과 같다. 부채비율에
비하여 투자율은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설명변수
계수의 부호도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다. 우선 2001~07년 기간을 보면 매출액
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금흐름이 양호할수록
또한 규모가 클수록 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
라의 불리한 투자환경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을 나누어 추
정하게 되면 유형자산대비 매출액의 중요도는 사라지며, 기간에 따라 영향력이
큰 설명변수가 달라지고 있어 투자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가 투자율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증거를 본 연구에서
는 찾을 수 없다. 전체 기간 중 외국인투자지분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2005~07년 기간 중에는 계수
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유의하지 않다.
매출액 대비 배당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역시 투자율과 마찬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반적인 설명력이 낮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설명변수들
의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설명변수의 내
생성을 무시하고 시차변수 대신 현재값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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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 유형고정자산증가율 추정 결과 ❚
구분

2001~07년

2001~04년

2005~07년

Constant

1602.17(5.87)*

3583.31(5.89)*

3719.30(1.42)

SK(-1)

8.79(10.29)*

1.04(0.51)

3.53(0.40)

ROE(-1)

0.12(0.94)

-0.03(-0.15)

-0.25(-0.26)

CFK

-12.49(-4.89)*

-2.68(-0.68)

42.96(2.54)*

SIZE(-1)

-58.91(-5.96)*

-131.22(-5.96)*

-135.35(-1.43)

TDK(-1)

0.15(0.52)

0.87(1.60)***

0.01(0.00)

DLSP

0.04(1.26)

-0.14(-2.41)*

-0.38(-1.50)

FORS

-0.11(-0.37)

-0.13(-0.21)

2.20(0.80)

관측치

1050

600

450




0.30

0.28

0.25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 표시.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표 5-11. 배당 성향 추정 결과 ❚
구분

2001~07년

2001~04년

2005~07년

Constant

22.80(0.15)

103.30(0.36)

17.81(0.05)

SK(-1)

0.18(0.39)

0.70(0.74)

0.15(0.23)

ROE(-1)

0.00(0.05)

0.02(0.19)

-0.04(-0.31)

CFK

-2.41(-1.74)*

-0.56(-0.30)

-3.67(-1.19)

SIZE(-1)

-0.22(-.04)

-2.99(-0.29)

-0.15(-0.01)

TDK(-1)

0.16(1.04)

0.02(0.10)

0.33(0.74)

DLSP

-0.02(-1.36)

-0.02(-0.86)

-0.02(-0.62)

FORS

-0.07(-0.45)

-0.08(-0.26)

-0.25(-0.62)

관측치

1050

600

450




0.25

0.37

0.45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 표시.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외국인투자지분이 배당 성향을 높인다는 주장도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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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2001~07년 기간 중 외국인투자지분 변수의 계수는 오히려 음의 값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라. 추가적 분석
1) 외화차입금 비율
기업 재무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의 영향력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자. 우선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가 기업의 외부
자금조달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채권발행이나 은
행대출에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면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아쉽게도 외채발행 자료는 구하기가 어려워 단지 외화차입금
비율이 외국인투자지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한다.
❚ 표 5-12. 외화차입금 비율 추정 결과❚
구분

2001~07년

2001~04년

2005~07년

Constant

0.17(1.19)

0.11(0.36)

-0.32(-0.60)

MORT(-1)

-0.09(-1.55)

-0.05(-0.47)**

0.21(0.80)

GROWTH(-1)

0.00(1.72)***

0.00(1.18)

-0.00(-2.21)**

ROE(-1)

-0.00(-2.37)*

-0.00(-0.76)

0.00(0.91)

RATING

-0.01(-0.12)

0.00(0.59)

-0.00(-0.26)

CASH

-0.00(-0.07)

0.00(0.49)

0.00(0.46)

SIZE(-1)

-0.00(-0.07)

-0.00(-0.15)

0.01(0.44)

DLSP

-0.00(-0.33)

-0.00(-0.42)

-0.00(-2.44)*

FORS

0.00(0.85)

0.00(0.38)

-0.00(-0.62)

관측치

1050

600

450



0.61

0.61

0.87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 표시.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화차입금 비율은 전체 금융기관차입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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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정식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못한다. 외화차입금 비율은 환율이나
국제금리와 같은 거시경제변수뿐 아니라 기업별로 무역에 따른 외화수급사정
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인투자지분의 영향은 무
시할 만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투자자산증가율
이번에는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가 경영권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에 신경을 쓰는 것 대신 자사주 매입에 주력하였다는 주장을 검증하여 보
자. [표 5-13]은 유형자산증가율 대신 투자자산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삼아 추
정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설명력은 그리 높지 않지만, 추정 결과 주가상승률
이 커질수록 투자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주가하락을 저지하려 한다는 상식과
는 배치된다. 한편 외국인투자지분은 투자자산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3. 투자자산증가율 추정 결과❚
구분

2001~07년

2001~04년

2005~07년

Constant

6196.48(1.20)

3719.30(1.42)

27283.10(1.37)

SK(-1)

-10.35(-0.64)

3.53(0.40)

-62.18(-1.57)

ROE(-1)

-7.08(-2.91)*

-0.25(-0.26)

-8.15(-0.94)

CFK

19.70(0.40)

42.96(2.54)*

0.79(0.00)

SIZE(-1)

-226.12(-1.21)*

-135.35(-1.43)

-952.93(-1.34)

TDK(-1)

1.95(0.35)

0.01(0.00)

-15.33(-0.60)

DLSP

1.88(3.17)*

-0.38(-1.53)

3.96(2.48)*

FORS

2.13(0.70)

2.20(0.80)

9.82(0.41)

관측치

1050

600

450



0.16

0.26

0.37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 표시.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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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가이익비율(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보자. 주가가 고평가되었는가 또는 저평가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
로는 주가이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가이익비율(PER) = 보통주 시가(연말)/주당순이익
주가순자산비율(PBR) = 보통주 시가(연말)/주당순자산
[표 5-14]의 추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이익비율이나 주가순자산비율
둘 다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가순자산비율의 경우에는 성장률, 기업규모와 함께 외국인투자 비율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던 2001~04년 기간 중에는 명확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사라
진 것으로 보인다.
❚ 표 5-14. 주가이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 추정 결과❚

구분

PER

PBR

2001~07년

2005~07년

2001~07년

2005~07년

Constant

-186.19(-1.33)

-281.18(-0.53)

-10.83(-2.35)*

-12.82(-1.04)

MORT

12.94(0.19)

64.20(0.18)

-7.90(-3.60)*

-12.90(-1.62)***

GROWTH

0.00(0.10)

0.04(0.69)

0.00(2.34)*

0.00(0.55)

ROE

-0.09(-1.44)

-0.19(-1.22)

0.00(1.08)

-0.01(-1.52)

CASH

-0.46(-2.95)*

-0.03(-0.09)

-0.01(-1.75)***

0.01(1.65)***

SIZE

1.95(1.52)

8.97(0.68)

0.70(4.71)*

0.97(3.20)*

FORS

0.26(1.91)**

-0.18(-0.37)

0.03(6.87)*

0.01(0.45)

관측치

1050

450

1050

450



0.35

0.53

0.52

0.74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 표시.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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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지분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
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재무구조, 성장성,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
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요결과는 [표 5-1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지분 증가는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금융기관차입금비율은 외국인투자지분이 클수록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외국인투자 증가가 은행차입에서 채권발행으로 기업의 외부자금조
달 구조를 변화시켰음을 시사한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부진은 외국인투자지분 증가와 유의한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에 대비한 지분 확보가 외국인투자지분
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기각되었다.
셋째, 외국인지분율 상승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증가로 배당 성향이 증가하면서 투자여력을 감소시
켜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 표 5-15. 외국인투자지분 증가의 효과 요약 ❚

영향(가설)

분석 결과

비고

부채비율 하락

×

금융기관차입비율하락

△

외화차입금 비율에는 영향 없음

투자율 하락

×

투자자산증가율에는 영향 없음

배당률 증가

×

주가 평가절상

△

주: 1) X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가설 기각).
2) △는 2001~07년 전체 기간 중 유의, 2005~07년 기간 중 유의하지 않음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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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는 기업의 재무구조나 성장성과 관련된 경
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주식투자
는 저평가된 주가를 평가절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투자지분이 클수록 주가이익비율이나 주가순자산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지분이 감소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는 외국인투자
지분의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2005년 이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기간은 투자율이 저조하고 배당 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이를 외국인투자지분의 증가와 연결 지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특정시기에서조차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외국인투자증가는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한 금융기
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가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주식시장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재고하게 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현금보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 저조한 원인을 외국인투자의 특수성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이다. 이 보다는
그 원인을 우리 경제의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이 저조한 것은 위험관리 성향이 높아진 반면 유
망한 투자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다. 따라서 투자율이 높아
지려면 우리 경제의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완화와 같은 포괄적 환경조성 이외에도 투자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리스트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증권투자는 종종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외
국인 증권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안정
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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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를 단기차익 실현을 통한 국부유출이라는 측면
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
가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가 일부 우량기업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
업으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신용도 및 경영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인 증권투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
으나, 외국인 증권투자의 역기능을 차단하고 기업의 장기적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하여 주식장기보유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제도 강화와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식투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걱정하기보다는 금융개방이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과 글로벌경영
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주식투자뿐 아니라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
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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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금융개방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이동이 매우 경기순환적이
기 때문에 경제 호황기에는 자산가격 상승과 소비 증대 등 경기를 과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경기하강 시에는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의미하는
‘sudden stop’ 현상이 발생해서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금융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개방에 따른 효율성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개방의 사전 준비작업이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
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득권층의 저항 때문에 개방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방에 따른 경쟁으로 이득을 보는 계층에 비해 손해
를 보는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수이고 자신들의 목표가 명확한 집단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개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개방이 되지 않거
나, 혹은 사전 준비작업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해서 개방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여전히 기득권층 세력에 의해서 개혁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압력
에 의해서 개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개방과 더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방을 전후해서 국내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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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금융개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자발적
인 개방보다는 주로 외부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개방하는 형식을 택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이 수반되지 못하고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주로 관치금융에 의해서 자금이 배분되고 금융회사는 공공재적 서비
스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해외로부터의 충격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금융개방 특히 자본자유화가 1997년 외환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지나친 자본자유
화를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따라서 위기 이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
본자유화를 추진했고, 그러한 정책이 외환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금융위기 특히 통화위기의 발생에 대한 다양
한 이론과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통화위기 1, 2, 3세대 모형을 비롯하여
붐-버스트 순환모형과 재귀성(reflexivity)이론을 소개한다. 금융위기의 구체
적 사례로서 먼저 1930년대 이후의 최초의 시스템위기로 간주되고 있는 1980
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북구 3국의 은행위기를 소개한다. 그리고
거시경제 불균형으로 촉발된 투기적 공격으로 야기된 1994년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부실, 그리고 전염효과로 인하여 발생한 1997년
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금융위기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서 1980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자본유입형태에 따른 자본유입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해서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간의 관계를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발생되었던 지역금융위기의 요인 및 성격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기축통화국의 금융위기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해서
향후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더
불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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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이론 모형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는 통화위기 또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를 총괄하
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5년부터 1997년까지 90번의 은행위기와 202번
의 통화위기, 그리고 은행위기와 통화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금융위기가
37번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금융자유화가 확대되기 시작한 1990
년대부터 급격히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6) 은행위기는 국내외 정상적
인 금융거래가 크게 위축되거나 중단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즉 자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기능이 마비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예금인출에 이은 금
융계의 도산이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된 북구 3국의 은행
도산 및 인수합병, 그리고 최근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부실로 야기
된 신용경색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통화위기는 투기적 공격에 의하여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또는
정책당국이 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금리를 인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칭한다. 1992~93년 기간 중 유럽통화제도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역내 통화간 교환비율의 재조정, 1994~95년 기간 중 멕시코 페
소화의 평가절하, 그리고 1997~98년 중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통화의 가치하락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크게 3세
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통화위기의 1세대 모형은 기본적으로 기초
경제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7) 예를
들어 고정환율제도의 붕괴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재정정책에 기인한다
36) Glick and Hutchison(1999); Kaminski and Reinhart(1999).
37) Krugman(1979); Flood and Garber(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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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는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일정
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에는 결국 정부가 통화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통화발행이 고정환
율제도와 양립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국 통화위기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초기
1세대 모형은 투기적 공격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가 추정될 수 있으
며 환율은 공격시점까지는 절하되지 않는다는 점이 모델에 내포되어 있다. 또
한 초기 1세대 모형은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기 전에 지속적인 재정적자 및 부
채 증가,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
나 1997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사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자 현상으로 통화위기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이론으로,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부실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시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서 지원할 것을 사전에 예측하게 될 경우,
투기적 공격이 시작되어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시되었다. 따
라서 이 경우 통화위기가 반드시 경제의 기초여건 악화 이후에만 발생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2세대 통화위기 모형은 1세대 모형이 정부의 고정환율제도 포기 시점이 외
생적인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
서 고정환율제도의 포기 여부와 그 시점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38) 2세
대 모형에서는 정부의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고정환율제도의 유지 여부와 투자
자들의 예상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복수균형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투기적 공격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참가자들의 예상대로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게 됨에 따라 복수균형 중 하나인 통화위기가 투자자들의 자기실현적 예
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제2세대 모형에서는 이와 같이 기초경
제여건이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38) Obstfeld(199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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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세대 통화위기 모형은 금융부문에서의 위기가 곧 통화위기로 연결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특히 평가절하가 금융부문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효
과를 강조한다.39) 개도국 은행 및 기업들의 해외차입은 주로 달러로 이루어지
는 반면 수익은 자국통화로 발생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현상이 발생하고 평가절하시 신용위험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통화위
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로 차입해서 장기로 대출하는 은행
의 영업 행태상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가 발생하여 유동성위험에 노
출되어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기불일치로 인한 유동
성위기는 은행예금인출사태와 같은 은행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0) 한편 정부의 보증이 있을 경우 은행이나 기업은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과잉투자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화위기에 노출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41)
앞의 모형들과는 다른 유형의 위기이론으로는 붐-버스트 순환(boom-bust
cycle)모형이 있는데, 경기순환과정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이
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 유입이 발생되어 투자 및 소비 증가
등 경기과열과 자산시장의 거품이 야기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본유입으로 인
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전반적인
기초경제 여건이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자본을 유출하기 시작한다.
결국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경우 급작스런 자본유출(sudden reversal)이
초래되어 경기후퇴를 심화시키고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됨으로써 통화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조지 소로스의 경우는 이러한 붐-버스트 현상이 금융시장
의 재귀성(reflexivity)으로 인해 초래된다고 주장한다.42) 재귀적 과정은 경제
의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시장가격이 다시 경제의 기초여건에 영향을 주는

39) Kaminsky and Reinhart(1999); Eichengreen and Hausman(1999).
40) Chang and Velasco(2001).
41) McKinnon and Pill(1996).
42) 조지 소로스(2008) 참고.

160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재귀성 이론에 의하면 경제 특히 금융시장이 균형을 향
해서 움직인다는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는 경제현상을 설명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귀성 이론에서는 금융시장은 균형
을 향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는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
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주기적 위험은 정책적 개입을
가져왔고 이러한 상황이 바로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규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붐-버스트(boom-bust)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지만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자 간의 재귀적 상호작용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2007년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결국 금융시장이 균형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 금융상품과 시
장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정책담당자와 시장참여자 간의 재귀성으로 인한 리스
크를 감안하지 않고 금융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나. 금융위기 사례
1) 북구 3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북구 3국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선진국그룹으로서는 1930년대 이후 최초로 시스템리스크로 발전된 은행위기를
경험하였다.43) 이들 국가들의 은행위기는 대내 금융자유화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과도한 대출과 대출자산의 부실에 기인한다. 과잉신용대출로 인해 자산거
품이 형성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급속
히 하락하게 될 경우 바로 은행의 부실과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구 3국의 경우 은행위기의 공통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첫째 사항은

43) Ingves(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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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은행경영이다. 대출관행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고 지배구조나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못한 상태에서 수익성보다는 외형을 확대하는 등 과
도하게 리스크를 수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자
산-부채 불일치가 상존하였고 은행 경영자나 주주들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은행의 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투명성 부족과 회계 및 감리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자기자본에 대해 평가가 과대계상되었다. 그리고 부실 은행을 처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전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 규제
감독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경우 권한이 충분
하지 못했고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네 번째 사항은 거시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확산되
었다는 점이다. 과도한 자본유입에 따른 대출과 이로 인한 부동산과 주식가격
의 급등, 실물부문에서의 과도한 시설투자와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이 초래
되었다. 특히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금리자유화 및 대출한도 폐지 등과 같은
금융자유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그것이 과잉유동성을 야기함으로써 자산
가격 거품이 초래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은행간의 전염효과를 들 수 있다. 즉 한 은행의 부실이 바로
다른 은행의 부실로 확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가 거품붕괴를 촉발하게 되었다. 스웨덴
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의 침체와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부동
산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이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의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비용의 증대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연체가 급등하였다. 그 결과
거품이 붕괴되고 이것은 곧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부실로 연결되었다. 노르웨이
의 경우는 1980년 중반 이후 진행된 유가 하락과 스웨덴과 유사한 조세감면 조
치의 폐지에 따라 실물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은행들의 부실이 확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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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핀란드의 경우는 1990년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인하여 실물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이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락함
으로써 북구 3국 중 가장 심각한 은행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은행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구 3국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심각한 부실은행의 정리, 은행주식 매입과 자본투입, 부실채권의 은
행으로부터 분리 등을 통한 신용경색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부실채권 매
각과 관련하여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에는 정부산하 부실자산 관리은행
(bad bank)을 설립하여 정리하였고,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은
행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북구 3국의 은행위기 극복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였다는 점, 정부는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 채권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신속
한 결정과 효율적인 구조조정 집행시스템 및 기구의 구축, 그리고 사회적 공익
을 위해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확보가 성공요인으로 거론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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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 북구 3국의 GDP와 민간소비 증가율 ❚

자료: Drees and Pazarbasioglu(1995), Chatper 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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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
멕시코는 1986년 GATT에 가입한 후 50% 이상이었던 평균관세율을 1994년
10% 이하로 낮추는 등 빠른 속도로 무역자유화를 단행하였다. 1989년에는 총
예금의 80~90%까지 유지하던 지불준비금제도의 폐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
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
를 대폭 확대하였다.44)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였다.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채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그리고 환율은 1980년대 말의 크롤링페그 제도에서 1990년대 초 일일변동
을 일정범위 내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페소화를 미국 달러
화에 고정시키는 시스템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하여 1987년
159%에 달하였던 물가상승률은 1994년 7.1%로 하락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
도와 여타 국가들보다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실질환율은 약 20% 절상되었
다.
❚ 표 6-1. 멕시코의 주요 경제변수 ❚

(단위: %)

구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경제성장률

1.9

1.2

3.3

4.5

3.6

2.8

0.6

3.5

인플레이션

159.2

51.7

19.7

29.9

18.8

11.9

8.0

7.1

경상수지/GDP

-

-

-1.8

-2.2

-4.2

-6.8

-6.5

-7.8

재정수지/GDP

-14.4

-9.3

-4.8

-2.2

-0.3

1.6

0.7

-0.3

자료: 김태환⋅김영한(1998).

한편 금리자유화와 은행의 민영화 등 금융자율화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들
은 경쟁적으로 소비자대출 및 주택금융 등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소비붐이 유
발되었고 저축률이 급감하였다. 이러한 소비확대와 실질환율의 절상으로 인해
44) 김태환⋅김영한(19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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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는 1994년 GDP대비 7.8%까지 악화되었다.
한편 1994년까지 이자율은 약 7%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페소화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고금리는 대규모 자본유입을 초래하였다. 1989년에 35억 달
러의 자본유입이 있었으나 그 규모는 1993년에 333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이
중 약 289억 달러가 포트폴리오 투자의 형태로 유입되었다. 즉 경상수지 적자
가 대규모 자본수지 흑자로 충당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1994년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암살로 인한 정치
적 불안의 확대와 외환보유고의 급감으로 인해 환율방어가 어려워지자 1994년
12월 환율변동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정부의 환율방어 능
력에 회의를 가진 외국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자본을 유출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자본유출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결국 1995년 1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
였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페소화위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급속한
대내외 금융⋅자본자유화 조치로 인한 과도한 통화팽창과 그로 인한 소비증대,
그리고 경직적인 환율제도로 인해 실질환율의 절상과 대폭적인 경상수지 적자
와 외국투자자들의 투기적 공격에 기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폭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
였는데 부실은행에 대해 5년 만기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인
수하되 미상환 잔액은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구를 설립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였다. 이러한 은행
의 구조조정에 소요된 비용은 1996년 GDP의 12%에 달하였다.

3) 동아시아국가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실이 초래한 금
융위기라 할 수 있다. 기업의 부실은 결국 기업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해외대출자들의 자금회수와 상환연
장거부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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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경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환율을 고정하는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에
환헤지 없이 자본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45) 해외차입의 증가는 대내
적으로는 환율의 경직적 운영과 고성장과 저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에 기인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시장에서의 저금리와 기관투자자
들의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기준 완화에 기인한다. 그 결과 통화량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하였다.46) 한국과 태국의 경우는 주로 은행이 차입을 주도하였고 인도
네시아의 경우는 기업의 해외차입이 주를 이루었다.47) 그리고 장기차입보다는
주로 이자율이 낮은 단기차입에 크게 의존한 결과, 특히 은행의 경우 만기불일
치 문제와 통화불일치 문제가 가중되었다. 자본유입의 증대는 기업의 대출증대
로 연결되었고 반대로 기업이 투자확대를 위해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증대
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유입이 확대되는 순환과정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유입
에 대한 환위험을 헤징하기 위한 노력이나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했다. 또한 여전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심한 상태에서 암
묵적 정부보증과 ‘대마불사’에 기초해서 대기업에 대한 무절제한 대출이 이루
어졌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이들 지역의 주식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조달 시 은행차입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그 결과 기업들
은 매우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1996년 말 한국 및 태국의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약 400%에 달하였다.
한편 이 국가들에서는 회계나 기업공시제도, 그리고 신용평가와 같은 금융시
장의 제도적 인프라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고, 금융규제나 감독시스템이 정치
적 압력이나 해당 기업의 압력에서 독립적이지 못하였으며, 감독시스템의 운영
또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다.
태국의 경우 1995년 이후 달러강세, 즉 엔화약세로 인하여 1996년의 경상수

45) 태국의 경우 복수통화 바스켓페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미국 달러화의 비중이 80%에 달해서 사
실상 달러고정 환율제도라 할 수 있었다.
46) 이 지역의 위기 전까지 1990년대 물가상승률은 3~10%인 데 반해 통화증가율은 15~20%에 달하였다.
47) 금융기관의 GDP대비 자산비중은 1992년 50~100%이었으나 1996년 150~200%로 증대하였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그 비중은 30%, 미국은 8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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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자가 GDP대비 7.9%로 확대되었고, 부동산가격의 급락 등으로 금융기관
의 부실문제가 표면화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기 시작하
였고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였다. 이후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1996년과 1997년 세 차례에 걸친 바트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있은
후 1997년 7월 2일 기존의 복수통화 바스켓페그 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하고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외채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다른 동아시아 국
가로 빠르게 전염되었다.
❚ 그림 6-2.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의 변화 ❚

자료: Lindgren et al.(1999), Figure 3 인용.

IMF의 주도에 의해서 진행된 위기극복 과정에서 유동성 확대와 부실금융기
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 및 M&A, 정부의 은행에 대한 자본투입을 통
한 국영화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거시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재
정, 통화 및 환율정책이 시행되었고 은행의 부실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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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규제감독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 작업이 추진되었
다.

4) 미국
현재 진행 중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동안의 지역
적인 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과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2000년 IT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돌입하자 2001
년부터 2004년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1% 수준으로 낮추었다.
이것은 곧 시장의 급속한 유동성의 증가로 나타났고 금리부담이 줄어들자 신규
주택구입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모기
지 전문회사들은 일반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신용이 좋지 않은 개인에게도
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
하였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은 초기 3년 기간 동안에는 낮은 이자율
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변동금리로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모기지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모기지대출채권의 증권화를 통하여 새로운
대출재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모기지대출 관련 금융기관들의 대출규모가 크
게 늘어났다. 그 결과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들이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주택
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초래되었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2004년
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06년 5.25%로 인상했다. 그러나 2006년
까지는 모기지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48) 이
후 금리가 서서히 인상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을 받은 주택구입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출금액이 집값을 상회하게

48) 왕윤종(2008) 참고.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

169

되고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
압이 늘어나는 등 저당으로 잡힌 집을 포기하는 사태가 확산되었다.
2007년 말 약 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서브프라임 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위해서 절반정도 채권으로 유동화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유동화된 다양
한 신용등급의 채권(RMBS)은 이를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격의 채권으로 재유동
화되었다. 재유동화는 기초자산의 채권과 관련해서 신용위험이 발생했을 때 손
실부담의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채, 중순위채, 선순위채로 구분되는 부채담보
부채권(CDO)으로 발행되었다.
❚ 그림 6-3. 경기순응적 레버리지(Pro-cyclical Leverage) ❚

자료: 신현송(2008)에서 인용.

이러한 구조하에서 이자율 상승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전반적인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보유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시가평가제도(mark-to-market)
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순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림 6-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경우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상승하
게 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해서 투자자산을 축소하는 디레버리지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곧 신용경색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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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 상승 시 주로 단기차입을 통해서 장기투자를 한 금융기관들은 신용경
색이 발생하면 단기차입에 대한 연장이 어렵게 되고 자기자본의 감소로 연결되
어서 다시 신용경색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된다.49) 더욱이 2008년 9월
Lehman Brothers 투자은행의 파산신청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
험(counterparty credit risk)의 확산으로 인해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었다.

❚ 그림 6-4.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

주: 그래프와 왼쪽 수치는 다우존스지수를 나타냄.
자료: 왕윤종(2008)에서 인용.

결국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는 2000년부터 시작된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금
융공학의 발달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확산,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레버지리의
확대와 만기불일치를 초래한 자금조달 및 운영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잠재적

49) 2007년 미국 상업은행의 평균 레버리지는 9.8, 헤지펀드의 경우는 32에 달하였다(Baily and Johns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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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실패가 총체적으
로 만들어낸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라 할 수 있다.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1) 자본자유화정책의 개요
자본계정에 대한 규제는 자본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1980년
대 이래 한국은 지속적으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80년 중반까지 자본수지는 대체적으로 경상수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즉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의 해외유입이 이루어졌
다. 이 기간 동안 자본거래의 주역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던 시중은
행과 국책은행이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정
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하에 일반 민간은행을 통한 해
외차입에 주로 의존하였다.
외국 자본의 유입에 대한 통제는 1984년 코리아펀드를 통한 한국 주식에 대
한 간접투자를 허용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 이후 소위 3저
현상에 의한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자본유입에 대한 규
제가 강화된 반면 자본 유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1990년대 초
세계경제의 침체와 경상수지의 적자로의 재반전으로 인해 해외 자본의 확보차
원에서 1992년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였다. 이후 보다 본
격적인 자본자유화정책이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1992년에 수립한 ‘3
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Blueprint)’이다.50) 그러나 1996년 OECD

50)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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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앞두고 진행된 자본거래 자유화는 크게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는 데 역할
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자본자유화를 확대할 것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자본자유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제안정화조치의
일종으로 추진된 IMF의 프로그램에 따라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국내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
었다. 그리고 환율제도는 그간의 제한적 변동을 허용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에
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2) 유형별 자본거래 요인 분석
본 분석에서는 자본자유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일반적인 분석과는
달리 자본자유화 지수를 산정하지 않고 제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
법은 3장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Henry(2007)의 방식을 따른 것으로 정부의
자본자유화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자
유화 정책의 채택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유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3년 동안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
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본자유화의 확대는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크
게 세 단계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4년의
국내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허용이고, 두 번째 단계는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한 1992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유입이 자본자유화정책에 의해서 어떠
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고자 자본자유화정책을 1984년, 1992년 그리고
199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12분기까지는 1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0으로
처리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51)

51) 3장의 금융개방과 투자 간의 분석에서도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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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자유화정책과 더불어 자본거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국제
경제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부요인효과(push effect) 변수와 내부적인 경
제상황을 의미하는 내부요인효과(pull effect) 변수를 도입하였다. 자본거래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들로는 세계경제성장률, 미국의 이자율,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변동,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중국 상하이주가지수, 중국 경제성장률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내부변수로는 경제성장률, 국내 회사채 수익률, 환율변동률,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평가도, 경상수지, 그리고 무역규모 등이 사용되었다.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국제수지 자본계정에서 직접투자항목을 제외한 항목을
모두 합친 금융투자수지와 증권, 채권 그리고 기타 투자수지를 GDP로 나눈 비
율을 일차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유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지가 아닌 외국인 자본 순유입규모만을 GDP로 나눈 변수를 또 다른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분석기간은 종속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본
모형은 1차 자기회귀모형{AR(1)}으로 추정하였다.52)
종속변수:
KABGDP: 외국인 금융투자수수지/ GDP
EQUITYGDP(EQUITYIN): 외국인 주식투자수지(유입)/GDP
BONDGDP(BONDIN): 외국인 채권투자수지(유입)/GDP
OTHERGDP(OTHERIN): 외국인 기타 투자수지(유입)/GDP
내부요인변수:
RGDPGR: 한국 실질경제성장률
CBONDRATE: 한국 회사채 수익률
EXCGR: 원/달러 환율 변동률
CREDITRATING: 한국의 국가신용등급(S&P)
CURRENTB: 경상수지
TRADEOPEN: (수출+수입)/GDP

52)실증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ahoo Finance(finance.yahoo.com),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등으로부터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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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요인변수:
WGROWTH: 세계경제성장률
USTBILL: 미국 재무성 단기증권 이자율
S&P500GR: 미국 S&P500 주가지수 변동률
SUBPRIMEDUM: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더미
SSEGR: 중국상하이 주가지수 변동률
CHNRGDPGR: 중국 실질경제성장률
자본자유화 관련 더미:
CAL1: 자본자유화 더미(1984:3-1986:2=1, otherwise=0)
CAL2: 자본자유화 더미(1992:1-1994:4=1, otherwise=0)
CAL3: 자본자유화 더미 (1998:1-2001:4=1, otherwise=0)
CAL: 자본자유화 더미(CAL1+CAL2+CAL3)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거래의 수지변수를 가지고 추정한 결과 자
본자유화정책이 자본흐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간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한정할 경우 자본자유화정책은 주식투자수지
와 은행의 해외차입을 포함하는 기타투자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사항은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된 상황이 국내 은행의 차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한편 [표 6-3]은 외국인의 주식투자유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분석기간은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2007년까지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1992년 자유화 조치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를 위한 자본유입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자유화조치는 주식투자를 위한 외국인 자본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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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 외국인 금융투자수지(1981:1-2007:4) ❚
A. 1981:1~2007:4
구분

KABGDP

EQITYGDP

BONDGDP

OTHERGDP

Constant
RGDPGR

1.82(.77)
.05(2.31)**

-.17(-.06)
-.01(-.56)

-3.08(-1.79)***
.01(1.50)

.40(.15)
.05(1.99)**

CBONDRATE

-.09(-1.14)

.06(.57)

.06(.94)

-.23(-2.43)*

EXCGR

-.35(-6.77)*

-.03(-.78)

.06(2.35)**

-.35(-6.48)*

WGROWTH

-5.37(-.66)

1.29(.28)

.81(.26)

-4.13(-.49)

USTBILL

.18(1.13)

-.08(-.38)

-.23(-1.75)***

.46(2.53)*

S&P500GR
CREDITRATING

.04(1.32)
-.47(-3.02)*

.03(1.84)***
.15(.80)

.02(1.81)**
.40(3.45)*

-.01(-.45)
-.31(-1.74)***
-.73(-8.57)*

CURRENTB

-.81(-10.7)*

.05(.55)

.02(.43)

TRADEOPEN

-.01(-.23)

-.00(-.08)

.08( 2.78)*

.01(.28)

CAL

.18(.33)

.86(1.20)

.16( .36)

-.57(-.89)

AR(1)
관측치의 수

.01(.06)
107
.62(.58)

.74(7.41)*
107
.43(.36)

.61( 5.93)*
107
.45(.38)

.08(.83)
107
.62(.58)

구분

KABGDP

EQUITYGDP

BONDGDP

OTHERGDP





B. 1998:1~2007:4

Constant

-9.75(-1.08)

-.22(-.20)

-4.13(-.58)

-11.16(-1.00)

RGDPGR

-.04(-.91)

-.06(-1.05)

-.01(-.47)

-.01(-.17)

CBONDRATE

.41(.97)

.22(.66)

.65(1.78)***

-.32(-.60)

EXCGR

.02(.15)

.08(.47)

.21(2.79)*

-.17(-1.02)

WGROWTH
USTBILL

24.09(1.12)
.06(.12)

24.22(.91)
-1.53(-2.83)*

.58(.05)
-.28(-.51)

-1.63(-.07)
1.80(2.93)*

S&P500GR

.10(1.98)**

.06(1.02)

.06(2.19)**

.03(.49)

CREDITRATING

-1.38(-1.64)

-.38(-.36)

.31(.45)

-2.46(-2.45)**

CURRENTB

-.59(-2.08)**

-.26(-.81)

.44( 1.95)***

-.50(-1.55)

TRADEOPEN

.09(.77)

.02(.18)

.06(.69)

.05(.36)

CAL3
AR(1)
관측치의 수

-3.40(-1.27)
5.29(1.77)*
-.87(-.45)
.34(2.43)**
.17(.70)
.85(7.77)*
39
39
39

.54(.36)
.56(.38)
.59(.43)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9.55(-3.05)*
.31(1.80)***
39
.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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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 외국인 주식투자 유입(1992:1~2007:4) ❚
구분
Constant
RGDPGR
CBONDRATE
EXCGR
WGROWTH
USTBILL
S&P500GR
CREDITRATING
CURRENTB
TRADEOPEN
CAL2
CAL3
AR(1)
SUBPRIMEDUM
SSEGR
CHNRGDPGR
관측치의 수

EQUITYIN(I)
3.34(1.16)
-.03(-1.05)
.08(.84)
.03(.77)
13.31(1.23)
-.89(-3.33)*
.06(1.91)***
.29(1.17)
-.13(-.93)
-.00(-.02)
-.45(-.49)
4.73(4.05)*
-.06(-.34)

EQITYIN(II)
1.83(.61)
-.03(-.98)
.06(.58)
.03(.70)
10.84(1.01)
-.74(-2.68)*
.07( 2.10)**
.26(1.06)
-.13(-1.00)
.02(.48)
-.05(-.05)
4.25(3.59)*
-.05(-.31)
-2.26(-1.85)*

EQUITYIN(III)
3.38(1.05)
-.03(-1.10)
.12(1.05)
.03(.57)
13.39(1.22)
-.92(-3.24)*
.06(1.76)***
.25(.95)
-.13(-.87)
-.00( -.09)
-.48( -.50)
4.41(3.41)*
-.01(-.10)

EQUITYIN(IV)
10.02(2.22)**
-.03(-.89)
.10(.33)
.06(1.39)
12.11(1.15)
-.77(-2.85)*
.08(2.28)**
.52(1.87)***
-.11(-.81)
.06(1.04)
3.47(1.54)
2.97(2.02)**
-.04(-.28)

.01(.79)

63
63
62

.37(.21)
.39(.23)
.38(.21)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99(-1.89)***
63
.41(.26)

외국인 채권투자를 위한 자본유입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표 6-4]에 정리되
어 있는데, 이 경우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유화는 채권투자를 위
한 자본유입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부터 자유화되어 있던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거래를 의
미하는 외국인 기타투자에 의한 자본유입의 경우 1992년과 외환위기 이후 행하
여진 자본자유화정책은 자본유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참고).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시행 중이던 자유화조치에 의해서 영
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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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 외국인 채권투자 유입(1998:1~2007:4) ❚
구분

BONDIN(I)

BONDIN(II)

BONDIN(III)

BONDIN(IV)

Constant
RGDPGR
CBONDRATE
EXCGR
WGROWTH
USTBILL
S&P500GR
CREDITRATING
CURRENTB
TRADEOPEN
CAL3
AR(1)
SUBPRIMEDUM
JPNGBOND5
CHNRGDPGR
관측치의 수

-1.82(-.36)
.04(1.42)
.42(2.71)*
.10(1.31)
-9.84(-.78)
-.13(-.53)
.07(2.16)**
.96(1.83)***
-.10(-.67)
.07(1.04)
-.61(-.43)
.10(.43)

1.46(.46)
.02(.74)
.39(4.98)*
.03(.71)
-6.66(-.82)
-.33(-2.33)**
.04(1.97)**
1.10(3.46)*
-.08(-.87)
.03(.68)
.66(1.00)
-.50(-2.50)*
2.78(5.43)*

-1.98(-.38)
.04(1.42)
.43(2.67)*
.11(1.28)
-10.47(-.80)
-.16(-.57)
.07(2.13)**
.96 (1.78)***
-.10(-.67)
.07(.99)
-.63(-.43)
.10(.39)

-4.45(-.58)
.04(1.35)
.46(2.67)*
.10(1.26)
-8.80(-.68)
-.18(-.66)
.07(2.03)**
.84(1.38)
-.12(-.74)
.05(.74)
-.29(-.18)
.11(.47)





.21(.21)
39
.68(.56)

39
.83(.76)

39
.69(.54)

.31(.44)
39
.69(.55)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 는 각각 1%, 5%, 10%에서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 표 6-5. 외국인 기타 투자 유입(1980:2~2007:4) ❚
구분

OTHERIN(I)

OTHERIN(II)

OTHERIN (III)

OTHERIN(IV)

Constant
RGDPGR
CBONDRATE
EXCGR
WGROWTH
USTBILL
S&P500GR
CREDITRATING
CURRENTB
TRADEOPEN
CAL1
CAL2
CAL3
AR(1)
SUBPRIMEDUM
JPNCALL
CHNRGDPGR
관측치의 수

-2.13(-.76)
.07(2.73)*
-.07(-.70)
-.19(-3.02)*
-14.27(-1.63)***
.06(.25)
-.00(-.01)
.23(.79)
-.70(-7.56)*
.09(1.79)***
-2.07(-2.07)**
-.27(-.22)
.59(.39)
.08(.75)

-.64(-.23)
.07(2.65)*
-.04(-.39)
-.19(-3.29)*
-14.49(-1.68)***
.04(.16)
-.00(-.03)
.19(.67)
-.69(-7.77)*
.06(1.11)
-1.94(-2.02)**
-.60(-.50)
.71(.48)
.06(.61)
3.82(2.11)**

-2.19(-.77))
.07(2.72)*
-.07(-.71)
-.19(-2.97)*
-14.14(-1.60)
.04(.18)
-.00(-.02)
.23(.77)
-.70(-7.51)*
.09(1.75)***
-2.11(-2.03)**
-.27(-.22)
.64(.41)
.08(.77)

-3.66(-1.26)
.07(2.65)*
-.08(-.80)
-.20(-3.33)*
-13.98(-1.69)***
.28(1.01)
.00(.08)
.24(.84)
-.63(-6.17)*
.07(1.57)
-1.51(-1.42)**
-1.14( -.81)
.18(.12)
.04(.37)

109

109

109



.60(.54)

.62(.57)

.60(.54)



.03( .13)

주: 1) ( ) 안의 값은 t-검정치를 나타냄.
2) *, **, *** 는 각각 1%, 5%, 10%에서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16(1.30)
109
.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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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1997년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 중 자본자유화가 위기를 촉발했다는 주장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경제주체
별, 그리고 자본유형별 자본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3년 말과 1996년 말 기간 동안 한국의 총외채는 약 686억 달러 증가하였
다. 이 중 단기외채는 192억 달러에서 595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3년 사이에
거의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중 기업부문에서의 단기외채 증가는 약 125억
달러에 달하였고 나머지 약 278억 달러는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의 증가로 나타
났다.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은 억제되는 반면 무역관련 단기금융이 자유화되고
기업은 이를 해외자금조달의 창구로 이용한 결과, 한국기업의 단기자본차입 증
가분 125억 달러 중 약 115억 달러가 수출선수금이나 연지급수입을 위한 단기
무역신용에 의해 발생되었다.53) 반면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증가는 당시 해외시
장에서 장기보다 훨씬 낮은 단기이자율과 금융당국의 단기차입 권유 등에 의해
서 발생되었다.54) 이러한 단기차입은 1994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였다.
[표 6-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상수지는 1993년 흑자에서 1994년 적
자로 반전된 후 1996년에는 GDP대비 -4.4%까지 확대되었다.55) 경상수지 적
자의 확대를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정책인 선별적 산
업정책이 1993년에 폐지된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후 기업 특히 재벌의 투자
는 기업 자체적인 결정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56) 더 이상 정부에 의한 기업들

53) 함준호(2007); Shin and Hahm(1998); 오호일⋅박상원(1997) 참고.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기채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상업차관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최두열 2002).
54) 이 기간 동안 증가된 외국환은행의 단기차입은 약 180억 달러, 본지점 갑계정의 증가는 약 75억 달러
에 달하였다.
55) 1994년, 1995년, 1996년 3년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 총액은 약 358억 달러에 달하였다.
56) Kim(2008), p. 4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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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6.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1992~96년) ❚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경상수지(십억 달러)

경제지표

-4.1

0.8

-4.0

-8.7

-23.1

경상수지/GDP(%)

-1.25

0.29

-0.96

-1.74

-4.42

실질경제성장률(%)

5.4

5.5

8.3

8.9

6.8

총외채(십억 달러)

42.8

43.9

66.0

87.1

112.6

단기외채(십억 달러)

18.5

19.2

28.8

42.9

59.5

중장기외채(십억 달러)

24.3

24.7

37.2

44.1

53.1

민간부문 총외채 현황
(십억 달러)

13.7

15.6

25.2

31.2

40.9

민간부문 단기외채 현황
(십억 달러)

7.2

7.8

9.3

13.2

20.3

민간부문 중장기 외화차입
(십억 달러)

0.1

-

-

0.04

0.05

금융부문 총외채 현황
(십억 달러)

23.5

24.4

33.7

49.2

65.6

금융부문 단기외채 현황
(십억 달러)

11.0

11.4

19.5

29.7

39.2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이규성(2006), [표 2-4].

의 투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반도체, 조
선, 석유화학과 같은 중공업분야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중복투
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시도이다. 대기업의중
복투자는 결국 은행의 해외차입 확대로 연결되었고 은행은 관치금융의 그늘에
서 ‘대마불사(too large to fail)’에 따른 정부의 대기업 대출에 대한 암묵적 보
증하에서 적절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96년 후반부터
방만한 경영을 해 온 일부 대기업부터 부도가 발생하고 정부의 무제한적인 지
원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국내 관련은행들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되
었고, 그 결과 해외차입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1992년 이후의 자본자유화조치로 인해서 자본이 대규모 유입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 결과,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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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외환위기가 촉발되었다는 기존의 많은 이론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
다. 앞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2년 이후의 자본자유화조치는
1994년부터 급작스럽게 늘어난 은행의 해외차입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지시로 해외로부터 차입을 해 왔다. 그러나 1992년부터 외국 기
관투자자들은 자국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개도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기준
이 완화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서는 재벌들의 과잉투자로 인한 자금수요로 인해 은행은 낮은 단기이자율로 해
외에서 차입해서 장기로 재벌에게 대출해 주는 영업을 한 것이다. 결국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기업부문에서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시장에서의 관치금
융의 고착화, 그리고 단기외화차입 증대에 따른 외채구조의 악화를 사전에 예
방하기는 커녕 조장한 금융규제감독당국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본자유화정책 보다는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불일치 문제와 그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과실이 외환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유재원⋅김태준(2004)은 자본자유화 정책과 외환위기 간의 관계를 금융위기
지수, 외환위기지수, 금리자유화 정책, 자본자유화 정책의 4개 변수를 가지고
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간에는 뚜렷한 인과관
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외환위기지수는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초기에는 증가하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명확
한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환위기를 자본자유화와 연결 지
을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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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시사점
금융세계화 시대에는 한 국가의 금융위기는 자국의 경제운영상 문제점은 물
론 타국의 위기가 전염되어 발생될 수 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태국 위기를 기폭점으로 해서 위기로 나
타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역시 전세계적
인 금융네트워크상 한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다른 부문과 여타 지역
으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아무리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국제금융시스템하에서는 금융위기를 원천적으로 봉
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의 분석
에 기초해서 위기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할 수 있는 자체 방안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사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한 방안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대응 방안
한국은 금융시장의 개방 및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등을 통한 효율적인 분배
에 따른 생산성 증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경제에 진입하기 위해
서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경제발전 초기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부터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맞물려서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과 기득권층
의 저항 등으로 인하여 개방에 걸맞는 시장기능의 확대나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금융감독 능력의 전문화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
57) Friedman(2000)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이 시대의 당연한 현
상으로 간주하고 있다(Friedman 2000, Chap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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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의 부실을 금융기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였고 대기업의 부실은
곧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금융권의 부실을 우려한 외국금융기
관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연장을 거부함으로써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
하였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책임이 외국 자본의 유입을 허용한 자본자유화
에 있는가? 아니면 부도위기를 초래한 국내 기업 및 자산-부채 불일치를 제대
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정책당국
에 있는가? 외환위기 이전에 얼마나 충실하게 금융당국이 금융세계화에 대비
하여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개방 확대가 과연 우리에게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였
는지를 생각해 볼 때 금융 및 자본자유화의 확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
화 및 개방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하고 적절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된
다.58) 재산권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구비는 재산권이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
한 재산담보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개발도상국에서 그 정도가 심한 금융시
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완화하여 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계약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법률시스템의 강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하는 부정부패의 척결,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정보 제공시스템의 질적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의 개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자원배분의 억제 등이 개도국
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둘째, 개도국의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조달은 자국통화보다는 주로 국제
통화인 달러로 이루어지는 반면, 채무자의 자산 및 생산물의 가치는 국내통화
로 표기된다.59) 따라서 채무자 자산과 부채간의 통화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러
58) Mishikin(2006), 8장, 9장 참고.
59) 이러한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현상을 개도국의 원죄(original sin)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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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일치는 금융위기 시 달러표시자산의 엄청난 상환부담으로 작용하여 위기
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불일치가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외화표시
부채를 감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모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
원적으로는 무역결제 시 원화결제의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
아가서 자본의 거래에서도 원화계약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원화의 국제화를 위
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로 유착금융(connected lending)을 최소화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차
입자의 경제행위를 감독, 감시하고 모럴해저드의 동기를 억제하여 위험적인 투
자가 지나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60) 이러한 유착금융을 감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세부적인 정보
의 공개와 감독당국의 능력제고 및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로 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기자본금 확보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그리고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의 강화 등이 요구된
다. 금융기관이 적절하게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과도한 대출을
하려는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으며 차입자에 대한 감시, 감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현재의 급속한 금융혁신은 새로운 금융
기법의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험적인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감시를 강화하

60) 유착금융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진과 밀착된 기업이나 친족들에게 상환능력이상으로 자
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Mishkin(2006)은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산업자
본에 의해서 소유된 비은행금융기관의 관련 그룹내 기업에 대한 유착금융의 급속한 확대와 이를 감독,
감시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금산분리의 완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되
었지만 여전히 유착금융의 가능성이 높고 감독당국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신뢰 부족, 그리고 금융감
독당국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금산분리 반대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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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확충이나 위험투자
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유도한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
성 제고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제고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1)
다섯째로 금융감독당국이 효율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위기금융기관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
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부실이 심각할 경우에는 대형금융기
관이라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즉 더 이상 ‘대마불사
(too big to fail)’가 용납되지 않은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간섭과 압력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융감독당
국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기초여건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대표적으로 재정건전성
을 확보하고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 재정의
과다한 적자는 결국 민간금융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와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연결되어 급격한 자본유출과 투기적 공격을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물가안정은 저금리로 연결되고 이로 인한 투자증대와 경제성
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금융위기의 가
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물가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외화표시 차입이 증가
하게 되고 이것은 통화불일치를 초래하여 위기의 가능성과 그 피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이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세계금융시스템은 이미 너무나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위해서는
61) 그러나 지나친 투명성 제고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및 영업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위기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Aizenm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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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국가간의 금융제도나 시스템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다는 점이 인식
되었다. 즉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전세계적 차원에서 감시, 감독해야 한다
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염효과에 따른 위기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
세계 차원의 유동성 공급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특히
기축통화국의 금융위기 시 기축통화에 대한 최종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IMF의 기금
확대나 새로운 국제기구의 신설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
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편 작업에 참여하
는 것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 및
리스크 발생에 대한 초기경보시스템을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접지역 국가간에 통화금융협력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처럼 역내무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내국가들간의 환율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지역적 환율안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 초보적인 단계로 진행 중인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AMF(아시아통화기금)의 설립 및 아시아채권시장 활성화, 그리고 아시아단위
통화의 창설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화금융협력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간의 경제적인 교류는 물론 정치, 문화, 사회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해서 지
역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전적 위기억제 장치로는 은행 등과 같은 대부자나 차입자에게 위
험자산을 감안한 준비자산이나 최소자본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
다. 또한 칠레의 경우처럼 단기자본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
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62) 이 밖에도 국제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거나 국제
위기보험기금의 설립 그리고 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등이 논의되고 있다.63)
한편 위기 이후 보다 효과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외화표시 부채에 대해
위기시 차입자가 일정조건으로 부채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사전에 부여하는
62) Eichengreen(1999) 참고.
63) Soros(1998); Jeanne(2003); Kaminsky et al.(19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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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제안되었다.64) 그리고 보다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
내파산절차와 유사한 국제파산절차를 채택하는 방안과 채무자가 위기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workout 프로그램의 도입이 제안되
었다. 이와 더불어 채권자가 다수인 채권채무계약에서 채권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가 기존채무의 조건변경에 합의하면 이에 반대하는 다른 채권자
들도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집단행동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s)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65) 또한 채권자간 동등대우를 확
보하고, 채무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채무재조정을
위한 실행규범(code of good conduct) 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64) Buiter and Sibert(1999) 참고.
65) Sachs(1995); Krueger(2001); Portes(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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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과 금융 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금융개방, 특히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성을 최소
화하는 데 있어서 금융 규제⋅감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본이동이 자유
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 신용경색과 같은 대외적 요인이나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외화조달의 곤란이나 외
국 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
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융 규제⋅감독을 통해 외부적
교란요인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금융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다.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 외화자금의 조달과 운용 관련 규제와 감독이 미비한
가운데 국제 신용경색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막대
한 손실을 기록하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한 바 있다. 또 당시 금융기관들은 충분
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편중여신과 편법거래 등 위험관리에서도 총체
적 부실을 드러낸 뼈아픈 경험도 있다. 이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가 개선되고
금융 규제⋅감독도 개선되어 금융기관들의 경영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침체에 따른 여파로 인해 금융
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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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기
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최근 2~3년간 자산 확대 경쟁을 벌여 온 금융기관과 글
로벌 금융환경의 여파를 미리 감지하고 거시감독 차원에서 적절한 선제적 대응
책을 마련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개방이 금융 규제⋅감독에 던지는 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
품 거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선진국에서만이 아니라 개발도
상국에서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한국의 경우 주가지수옵션시장은 세계
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량을 보일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했고 주가지수선물
과 통화선물도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는 금융개방 내지 금융의 범세계화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금융개방에 따라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통화선물 등에
서 외국인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도 외국
인과의 거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개방에 따른 환율 등 가격변
수의 변동성 확대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데
파생금융상품은 위험이전을 통한 헤징기회 제공, 가격발견기회의 제공 등 순기
능도 지니지만 잘못 관리되고 통제될 때에는 매우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최근 서브프라임 위기가 파생금융상품의 문제로 인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또 파생금융상품은 그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만행위(fraud)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금융이 개방된 상황에서 대내적 문제점이 대외적 충격과 결합될 때 금
융시스템의 안정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금융개방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
는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측면에
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금융 규제⋅감독시스템은 이러한
과제에 대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소비자 권익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금융 규제⋅감독의 허점과 한계가 사후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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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금융선진국이 그러하였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본 장에서는 이러
한 논점을 지지하는 국내외 사례들을 식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분석
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 규제⋅감독의 정책과제를 금융 규제⋅감
독 체제의 개선, 건전성규제의 유효성 확립, 적절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등
이슈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자본유출입에 의한 금융불안정성의 근
본적 원인이 국제금융체제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투기적 외국 자본에 있다는
관점에서 대내적인 금융 규제⋅감독의 개선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본통제 내
지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입장도 언급될 것이다.

2. 금융 규제⋅감독 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금융제도 또는 금융관행의 변화에 맞게 규제⋅감독 체제가 적응하는 것은 금
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66) 그렇지 못한 경
우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감독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금융안정성이 심
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외국 사례
미국에서는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il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이후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은행지주회사, 즉 은행을 자회사로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미국
66) 여기서 금융 규제⋅감독 체제라 함은 일국의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들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 그리고
협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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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에 의한 규제를 받지만 투
자은행지주회사들은 아무런 규제당국으로부터도 규제⋅감독을 받지 않게 되었
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가 투자은행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에 직면하여 미국은 2004년 CSE 프로그램(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 Program)을 통해 투자은행지주회사들이 자발적으로 SEC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으나67)
동 제도는 실효성이 없었음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증명되었다.68)
특히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CS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룹에 속한 투자
은행에 대해서는 부채총액이 순자본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적
자기자본규제(NCR 규제, Uniform Net Capital Rule)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CSE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그룹은 그룹차원에서 연결기준으로 BIS비율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개별
투자은행에 대해 별도로 자기자본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 규제라는 논리
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SEC가 투자은행지주회사의 BIS비율의 적절성
을 올바르게 감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체제의 변화가 재앙을 불러일으킨 원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BIS비율 산정에는 시장위험에 대해 금융회사
가 내부 수학모형을 사용하여 위험손실액(value-at-risk)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가 크게 늘어난 것은 SEC가 해당 모형의 적정성
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미국의 상위 5대 투
자은행의 부채는 2007년에 자기자본의 30배에 달했지만 이러한 레버리지의 확
대는 결국 투자은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67)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EU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미국에서
유사한 감독을 받는 경우 EU에 의한 감독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68) CSE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상범(2008); 정윤모(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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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금융감독의 유효성이 확립되려면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감독체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위험관리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 능력이 없는 SEC에 대해 그러한 책무를 부여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CSE 프로그램은 폐기되었고 금융회사의 차입에
대한 한도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10월 1일 미국 상원이 통과
시킨 긴급경제안정화법안(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융기관의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새로 집권한 오바마 정부는 금융
감독기관의 통폐합 등 포괄적인 금융감독체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
상된다.
영국에서는 노던록(Nothern Rock) 사태가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69) 노던록은행은 영국 내 자산규모 8위(2006년 기준)의 은
행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비교적 건실한 은행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중
무수익여신비율이 영국내 경쟁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인 0.42%
(2006년 말 기준)에 불과하고 BIS비율도 2006년 말 11.6%(Tier I은 8.5%)로
적정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발생한 금융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동 은행이 금융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
에 노출된 중요한 원인은 자금조달에서 지나치게 자본시장 차입에 의존하였고
예금 등 안정적 조달원이 미흡했던 데 있었다. 동 은행이 유동성위험으로 곤란
을 겪게 되면서 영란은행에 유동성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7
년 9월 초 대규모 뱅크런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던록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 권한이 재무부,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및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분
산되어 있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 기관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시의
69) 노던록 사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House of Commons Treasury Select Committee(2008); 민
재기(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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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은행이 영란은행에 대해 유동성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영란은행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
과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노던록은행에 대해 재무성이 예금 전액보장
및 2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유동성지원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가 일단 진정되
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동 은행을 민간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08년 2월 17일 국유화를 결정하였다.
이 사태 이후 영국에서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금융감독청에 집중
하도록 하고,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
정이다. 한편 지급불능은행에 대한 특별정리체제(SRR: Special Resolution
Regime)를 도입하여 지급불능은행의 영업 전부 혹은 일부의 민간 또는 가교은
행에의 이전, 이에 대한 정리절차 도입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별 책임을 명
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청이 일정 경영기준 미달은행을 특별정리체제에 편
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영란은행에게는 필요한 정리수단에 대한 선택 권
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청에 대해서는 선택 권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공
적자금이 소요될 경우에는 재무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금융당국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독당국간 MOU를 개정할 예정이다.

2) 한국 사례
한국에서 금융규제⋅감독 체제의 미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는 외환위기 이전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문제를 들 수 있다. 당시 종금사는
국제업무 허용과 외화자금 조달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상응하는
규제⋅감독을 받지 않은 것이 이후 종금사의 대규모 부실의 원인으로 분석된
다. 당시 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었으며, 단기자금조달에 관한 규
제를 받은 결과 1997년 태국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의한 피해가
그나마 축소될 수 있었다. 반면 종금사는 재정경제부의 감독하에 있었으나, 감
독인력의 부족으로 실제로는 종금협회의 자율규제의 틀 속에 있었던 결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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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금의 조달과 운용에서 만기불일치 및 통화불일치라는 이중불일치에 노출
되어 있었다.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대량
부실화가 이어지고, 이것이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런데 일국의 금융 규제⋅감독 체제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
기란 사실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어디
에 규제의 허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감독
체제의 논의는 흔히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논리적 토론이 아니라
매우 공허한 감정싸움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규제⋅
감독 체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새로운 제도 구축
을 위한 논의를 여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나. 정책과제
현재 한국의 금융 규제⋅감독 체제가 잠재적으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는 측
면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현재 금융위기 상
황에서 구체적 문제점이 노정된 측면도 있지만 주로 향후 문제점을 보일 수 있
는 가능성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문제점은 국제금융정책과 규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국내 금융정
책과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금융개방으로 국제금융
의 환경변화가 국내 금융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정책
의 관할 부처와 국내 금융정책의 관할 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효과적인 위
기관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금융정책 및 금융관련 법규의 제⋅개정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는 감독의 중복 또는 누락, 감독방향의 불확실성, 감독 현장의 목소리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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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의 괴리 등 문제점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셋째는 한국은행의 감독기능 부재이다. 1998년 통합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
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전되었고, 한국은행은 현재
감독기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감독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감독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이 금융안정 목적으로 활용될 때 적기에,
적절한 규모로 정책수단을 투입할 수 있는 정보를 통화당국이 보유하지 못한다
는 차원의 문제이다. 평상시 감독을 통해 취득한 시장정보는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의 수행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금융위원회가 지닌 정책수단 부족의 문제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
책당국이나 금융규제권자로서 지니고 있는 정책수단은 법령 및 규정의 제안권
에 국한된다.70) 한편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금전적 정책수단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위원회는 정부재정사용에 대한 결정권도
없고, 발권력도 당연히 없다. 물론 모든 부처의 활동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
황에서 금융정책당국만이 국고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나,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은 때로 매우 큰 규모의 재정투입을 신속하
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정책당국이 국고기능과 통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섯째는 금융정책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정책은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부
처간 협의나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의결 자체의 의미가 희석되는 측
면이 있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정책의 경우 의결 절차가 때로는
부적합하기도 하다. 따라서 인허가, 제재 등 규제와 달리 정책은 독임제 행정기
구 체제가 바람직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러
한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감독권한을 여러 기구에 부여
70) 법령의 제안권에 있어서도 금융위원회는 법령의 형식적 발안권(發案權)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권한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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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보다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금융
기관들의 피감독비용을 높이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친화적 감독시스템
구축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지도 않는다. 만약 한국은행에
감독기능을 부여한다면 같은 논리로 예금보험공사에게도 감독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보다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감독행위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이나 예
금보험공사에게 추가로 부여하기보다는 당국간 협조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유 정보의 공유를 높
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진부터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다양한 차원의
직접 접촉을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전반적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내포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앞
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현행 금융 규제⋅감독 체제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
면이 있었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에 대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존재하던 자율규제가 그 기능을 거
의 상실하고 주로 공적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
분 선진국이 광범위하게 자율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신금융상
품이 출현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공적규제만으로는 제대
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자율규제기관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
소화하는 동시에 자율규제기관의 규제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율규제가
공적규제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 2008). 예를 들어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위원회나 증권거래소의 시장감
시위원회가 협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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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
격 변화의 추이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1) 건전성 규제의 실패
금융자유화는 일반적으로 금융중개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투자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71) 그러나 금융자유화가 금
융기관의 부실화와 금융제도의 불안정성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개방이 금융자유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산
업의 부실화가 심화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
드 등 북구 3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금리규제와 여신할당제의 완화에 따라 비
금융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급속히 증대하게 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 증가로 인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자금의 운용과 조달 양 측면에서 한층 더 자유로
워진 은행들이 민간신용을 확대하면서 자산가격의 거품현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기관들이
거대한 부실채권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도 과거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의 진전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대부분 국가들은 금융개방과 금융자유화는 추진하되 건전성 규제는 강
화해 왔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71) Johnston and Pazarbasioglu(1995)는 금융자유화를 추진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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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사태와 같
은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건전성 규제가 제 기능을 수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지난 수년간 금융
기관이 직면한 리스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높아진
것은 리스크에 상응하는 충분한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건전성 규제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BIS비율 규제, 유동성비율규제 등 경영지도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경영실
태종합평가 등을 통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최근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등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향후 건전
성 규제⋅감독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BIS비율 규제의 명암
대표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는 BIS비율, 즉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이다.
이 규제는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Herstatt) 은행이 촉발한 국제금융위기
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소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의 건전성을 위한 규제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BIS 가
입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이후 개발도상국에서도 시행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전성 규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동 규제가 BIS 가입 이전인 1993 회
계연도말부터 시범 도입된 후 1996년 BIS 가입을 대비해서 1995 회계연도말부
터 모든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72)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의 퇴출 여부를 결정
하는 살생부로 작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애초에는 신용위험에 대해서만 자기자본 보유를 하도록 하였으나 시장위험
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보유를 하도록 규제가 변경되었다. 시장위험을 나타내는
위험손실액의 계산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을 따르거나 은행 자체모형
72) BIS비율이 8%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 6%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요구, 그리고 2%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은행업 감독규정 제3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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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단 후자의 경우 감독당국이 모형의 적절성을
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2004년에는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
선하고 운영위험을 도입한 바젤 II가 채택되어 EU와 일본에서 2007년 초부터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각국에서 2008년 초 또는 2009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이 1년 유예된 상황이다.
바젤 II 아래에서 신용위험 측정방법은 크게 표준방식(SA: Standardized
Approach)과 내부등급방식(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으로 구
분된다.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표준방식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내부등급방식은 은행이 직접 산정한 신용등급을 각각 이용한다. 은행이 내부등
급방식을 사용하려면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내부등급방식은 은행이 차
주의 부도율만 측정하고 부도시 손실률과 익스포져(위험노출 규모), 만기위험
등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
하는 기초 내부등급방식(Foundation IRB)과 모든 위험요소를 은행이 직접 추
정하는 고급 내부등급방식(Advanced IRB)으로 또 다시 나뉜다. 운영위험도 측
정대상에 포함된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이나 시스
템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의미한다. 운영위험 측정방법은 과거 3년간 평
균 총이익(순이자이익과 순비이자이익)의 15%를 운영위험으로 산출하는 기초
지표법, 은행 업무를 8개 부문으로 나눈 뒤 업무별 총이익의 일정비율(12~18%)
을 운영위험으로 산출해 더하는 표준방법,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고급측
정법 등 세 가지가 있다.
BIS비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에서 은행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자기자본은 일종의 자기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즉 은
행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완
충장치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높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주주로 하여금 위
험 지향적 경영을 억제하는 인센티브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레버리지를
낮춤으로써 위험지향적 도덕적 해이(risk-taking moral hazard)를 줄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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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다. 셋째, 예금자들에게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예금
인출사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BIS비율 규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
안 제기된 비판들은 크게 규제 재정거래(regulatory arbitrage)의 가능성, 측
정된 비율의 신뢰성(credibility), 그리고 규제의 경기순응적(pro-cyclical) 성
격 등과 관련된다.
BIS비율 규제는 이른바 규제 재정거래를 초래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
릴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부동산담보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들을 결합하여 구성된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중 하위 등급 CDO73)를 매입한 특별투자기
구(SIV: Special Investment Vehicle)는 사실상 은행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
고 연결회계기준으로 은행의 BIS비율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외거래로
서 보다 적은 자본만을 부담하였다.74) 이러한 규제의 허점은 은행이 자산유동
화를 시행하면서 하위등급 CDO를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는 SIV를 통해 간접적
으로 부담하도록 유도하여, 은행 전체적으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으
며,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젤 II는 이러
한 문제를 감안하여 부외거래에 있어서도 실제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에 상응
하는 자본부담을 부과하고 있도록 개선되었다.
규제재정거래의 전통적인 사례는 BIS비율 규제에서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류가 느슨하기 때문에도 발생한다. BIS비율은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BIS비율 계산상 동
일 등급 내 자산구성을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높
73) MBS를 모아 신용에 따라 재분류를 하여 다시 묶는 것을 구조화한다고 하는데, CDO는 이렇게 만들어
진 상품이므로 구조화 신용파생상품이라 한다. 이 때 기존의 MBS 풀에서 발생되는 자금흐름 중 원리
금 지급이 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super senior, senior mezzanine, junior tranches 등으로 불린다.
junior tranche는 ʻtoxic wasteʼ 또는 ʻequity trancheʼ 등으로 불리고 선순위의 CDO들이 지급 받은 후
에 가서야 지급 받게 된다.
74) 은행은 SIV에 대해 신용라인을 설정하였으며, 명시적 신용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설립
한 SIV라는 점에서 평판을 고려하여 SIV 부실 시 실제 부담을 감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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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BIS
비율이 낮은 은행이 단기간에 동 비율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채택될 수
있다. 채희율(1995)은 낮은 BIS비율을 기록한 국내 은행들이 더 공격적으로 주
식투자를 늘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젤 II가 자산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하도록 변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바젤 II의 표준방식은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통해 은행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을 차등화하여 필요
자기자본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전
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신용평가
자체의 문제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신용평가의 문제점은 기존 신용평가의 기술적 문제점과 신용평가기관의 도
덕적 해이로 구분된다. 신용평가의 중요성은 향후 바젤 II의 유효성 확립을 위
해서만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신용평가를 위해 내부등급방식을 사용
하는 것도 왜곡된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 BIS비율의
시장위험 산정에 있어서도 은행이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모형의 적절성
에 대해 감독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규제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미국 SEC의 투자은행 감독 사례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로 BIS비율 규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된다. Rojas-Saurez(2008)는 중요한 은행위기 직전 은행의 실질순
자본의 증가율을 보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위기 직전 순자본 증가율이
양일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비
율이 위기의 징후를 알려주는 적절한 지표가 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우선 많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회계원칙의 미비
내지 회계보고의 문제, 부실채권 분류의 부적절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이러한 나라들에서 기존 주주가 차입을 통해 ‘저질(低質)’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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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단기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Rojas-Saurez 2008). 이러한 상
황에서 단순히 회계 상 자본의 증가만으로는 신중한 경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주주들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
실채권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 회계원칙의 적절성은 그동안 크게 개선되
었다.75) 그리고 기존 주주의 차입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증대는 가능하지만 그
동안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차입을 통한 BIS비율
증대를 꾀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의 BIS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은
행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은행자회사의 자본확충에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자본확충은 은행 경영의 인센티브 측면
에서 긍정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는 은행의 BIS비율을
높여 경기침체기에 은행이 동 비율 규제를 지키지 못할 우려로 인해 소극적 여
신을 하는 행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76)
BIS비율 규제가 거시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널리 알려
져 있다. BIS비율 규제가 금융기관의 자산 손실에 대한 적절한 완충장치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경기상승 혹은 금융시장 호황 국면에서 충분한 자본금을 적립
하도록 하고, 역으로 경기침체 혹은 금융기관 경영악화 시에는 적립된 자기자
본을 사용하여 경영악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제는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고안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BIS비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규모가 확대될 때 금융회사의 레
버리지가 오히려 더 커지는 이른바 경기순응적 레버리지(pro-cyclical leverage)
가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7-1 참고). Adrian and

75) 부실여신 분류에 있어서 회수예상가액 산정 등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인태(2008)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진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6) 예금자들이 한정된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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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2008)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자산 한 단위당
위험손실액(var)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자산규모 상승은 위험손실액의 하락
을 수반하고 자산규모의 하락은 위험손실액의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고 본다.
❚ 그림 7-1. 미국 투자은행의 자산과 레버리지 간 관계 ❚

자료: Adrian and Shin(2008).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에서 유사한 행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은행자산증가와 레버리지 변화 간 관계를 보면 미국 투자은행의 경우
보다는 덜 뚜렷하지만 유사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림 7-2
참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BIS비율이 은행경영의 건전
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제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낸다고 할

07. 금융개방과 금융 규제⋅감독│

205

수 있다. 특히 지난 2~3년간 은행의 BIS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하여 동 비율
이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은 가운데 은행은 건전경영보다는 외형 확장과 고위험
대출경쟁에 몰두해 왔다.
❚ 그림 7-2. 시중은행 자산과 레버리지 간 관계 ❚

10.0%

총자산증가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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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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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증가율

10.0%

20.0%

주: 표본기간: 2003년 1/4분기~2008년 2/4분기.
자료: 한국은행.

BIS비율 규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순응적 성격은 경기하강 국면에 더욱 심각
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은행들이 BIS비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침체기
에 자산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전반적인 신용경색을 불러일으키
고 그것이 다시 실물경기 침체와 은행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신용경색과 최근의 신용경색이 모두
BIS비율 규제에 직면한 은행의 보수적 행태에 주로 기인한다. 이 문제의 해법
은 경기침체 시 BIS비율이 악화되는 것을 둔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은행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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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을 경영에 대한 책임과 연결시키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일반적으로 BIS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경우, 그리고 정부의 재
정이 은행에 투입되는 경우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의 도덕적 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BIS비율 하락이 경영진의 책임과 무관한
거시적 충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
으면서 은행이 BIS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유동성위험에 대한 재인식
은행의 기본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자금 조달과 자금운용간 만기불일치
(maturity mismatch)이다. 은행의 부채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예금의 경우
지불요청이나 혹은 매우 짧은 사전통지만으로 지폐로 지불되거나 타 은행의 계
좌로 이체되어야 할 계약상의 채무이다. 반면 은행의 자금운용 중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인 대출은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이다. 대출채권은 기본적으로 유통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단 공여된 후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회수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인출흐름의 갑작스런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은행은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은행
의 유동성위험은 적절한 부채 및 자산관리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채 등의 시장성 수
신상품의 발행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 또는 부동산담보대
출유동화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발행 및 제3자에 대한 매각을 통
해 대출의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이러한 증권화(Securitization)는 전통적 은행모형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고 은행위험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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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 자금사정이 경색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안정적 예금보다
는 자본시장의 단기 차입이나 금융증권 발행에 의존하는 경우 유동성위험이 더
욱 커질 수 있음은 영국의 노던록 사태나 미국 은행이 설립한 SIV가 주로 발행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시장의 급
격한 위축과 그로 인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국내 은행의 은행채 차환발
행의 곤란 등의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은행의 유동성위험은 금융개방의 진전에 따라 통제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은행이 국제자본시장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외화유동성위험 노출 정도는 당연히 더 커지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전 종금사나 은행이 극심한 외화유동성 위기를
경험했으며, 다시금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외화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유동성위험에 직면한 경제주체가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차입(혹은 금융증권
발행)을 하거나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두 가지 방법 모두 용이하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그러한 두 가지 어려움은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Brunnermeier
(2008)는 이를 자금조달 유동성(funding liquidity)과 시장유동성(market
liquidity)의 악순환으로 지칭하고 있다. 자금조달 유동성이란 경제주체가 담
보 혹은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기관이 자산을 담보로 차입할 때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과
그것이 담보로서 가지는 가치의 차이, 즉 증거금(margin)은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으로 메워져야 한다. 그런데 자금조달 유동성이 낮아지면 투입되어야 하는
자체 자금의 규모가 커진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
한 자산축소(de-leveraging)가 여러 금융기관에 의해 동시에 진행된다면 시장
유동성은 낮아지고,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서 유동성 확보에 더욱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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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순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성 심화, 담보가치 하락, 시가평가, 예비적 퇴장 등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일
반적으로 차입자의 순자산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임으로써 금융거래를
촉진한다. 그러나 자산가격 하락은 금융기관의 순자산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키
므로 차입이 더 어려워진다. 또 과거의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된 위험손실액
(var)이 자산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게 계산되면서 담보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어 증거금이 더 커지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이 더 커지게 된다.
시가평가는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금융기관
의 순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해서 차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 자산가치 변화
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증대는 예비적 퇴장(precautionary hoarding) 혹은 예
비적 화폐수요의 증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은 왜 작은 시장 충격이 급속한 신용경색과 유동
성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유동성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자금 운용과 조달의 만기불일치라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접근과 함께
유동성위기를 증폭시키는 다양한 채널의 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및 외화 모두에 대해서 유동성비율 지표를 설정하고 건전경영지도를
위한 지표로 할용하고 있다.77) 원화유동성에 대해서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를 원화유동성비율로 산정하는
데, 대차대조표상의 모든 자산-부채와 부외 파생상품 거래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으로 은행들의 동 비율 준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08년 10
월 31일부터 ‘잔존만기 3개월 이하’를 ‘잔존만기 1개월 이하’로 변경하였다. 이
77) 유동성비율지표는 경영실태종합평가의 구성항목이 되고, 경영실태종합평가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원화유동성비율은 은행의 자회사출자 등 은
행경영행위에 대한 허가 요건으로도 작용한다. 그리고 외화유동성비율규제의 위반은 은행의 외환거래
를 제약하는 요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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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산정된 원화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화유동성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비율규제와 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 등
두 가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외화유동성비율규제는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
우에는 외화총자산 대비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갭비율이 0% 이상,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갭비율이 10% 이내,
그리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이
8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상
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8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자금
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최근의 외화 및 원화유동성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이러한 규제가 유동성위
험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규제의
허점이 존재하는 데다가 유동성위험에 대해 그동안 은행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
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상황의 악화가 자금조달과 자산매각을 통해 해결되기 어
려운 상황으로 급반전했기 때문이다. 원화유동성 위기의 경우 근본 원인은 저
축이 펀드, 보험 등으로 빠져 나가면서 예금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은행간
자산 확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출 대비 예금의 부족을 CD나 은행채 등 시
장성 상품으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그림 7-3]을 보면 그동안 은행대출, 은행
채, CD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각 변수의 증가율간 상관관계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예금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은행대출 증가율
이 CD증가율에 비해 은행채 증가율과 더 밀접하게 움직인 것은 원화유동성비
율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화유동성비율규제는 만기 3개월 이내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제
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만기 3개월 초과 CD나 은행
채 발행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은행 원화유동성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장성상품, 특히 은행채 연장발행의 곤
란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 유동성비율규제가 유동성위험을 적

210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절히 제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임을 시사한다.78) 시장성부채에 의존하는
것이 유동성위험을 촉발한 것이라는 사실은 자금조달을 시장 차입에 크게 의존
했던 영국 노던록은행의 경우나 ABCP에 의존했던 미국은행 SIV의 경우, 그리
고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모두 공통적인 것으로서, 향후 금융감독의 방향에 적
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그림 7-3. 은행대출과 은행수신의 항목별 변화 추이(2002:4~2008:2) ❚

자료: 한국은행 ECOS.

외화유동성비율규제도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7일, 1개월, 그리고 3개월 만기대별로 외화유동성비율규제를 준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경색 상황에서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은
행들이 외화유동성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79) 그 이유는 외화부

78) 우리나라에서 CD는 시장성 상품이기는 하지만 80% 정도가 일반 고객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시장유
동성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
79) 2008년 9월 이후 국내 은행들의 단기차입금 상환연장비율은 55% 전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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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상환연장(rollover)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외화자산 항목 중 다
수 항목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화자산 가운
데 국내외 은행에 빌려준 자금인 외화콜론은 만기 회수하여 차입 상환에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나 매입외환이나 외화대출 등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
안하여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밖에 외화지급준비금, 파생상품용 외화
마진 예치금 등은 자유로운 인출이 곤란하며, 외국통화는 고객의 환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보유외화증권은
시장유동성이 악화된 상황 하에서 장부가보다 상당한 정도 할인해야만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은행들이 외화유동성비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더라도 전술
한 바와 같은 자금조달유동성과 시장유동성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할 뿐만 아니
라 정책적 이유로 인한 외화자산 감축의 어려움이 더해져 외화유동성 부족사태
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나. 정책과제
1) BIS비율 규제의 개선
BIS비율 규제가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로 거듭나기 위해
서는 규제재정거래의 가능성 차단, 비율 산정의 신뢰성 제고, 경기순응적 레버
리지의 억제, 경기침체 시 규제의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첫째, 규제재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민간 금융거
래에 대해 정확한 리스크 노출정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부담
을 부과해야 한다. 특히 금융혁신, 즉 새로운 금융서비스 생산방식 또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할 때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적 거래를
예방하는 데 핵심 요소이다.
둘째, 비율 산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BIS비율 산정
의 기초가 되는 부실여신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시장위험에 대한 위험손
실액 평가방식 등의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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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는 것은 공표된 은행별 BIS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은
행 예금자 및 채권자들의 신뢰를 제고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
다. 또 시장위험에 대해 자체모형을 사용하거나 신용위험에 대해 바젤 II의 내
부등급방법을 사용할 때 리스크 측정의 적절성 여부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내부역량 구축과 전문가 확보
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SEC가 투자은
행지주회사의 BIS비율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재앙을 불러일으켰
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BIS비율 규제만으로는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레버리지를 막고, 거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다.
Borio(2008)는 거시건전성의 확립을 위해 자동안정화제도(built-in-stabilizers)
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동안정화제도는 경기상승 국면에서 경영위
험의 완충장치가 자동적으로 적립되고 경기하강 국면에서 완충장치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나의 예는 통계적 대손충당금 제도로서 장기
에 걸친 대손 추정치를 바탕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
도는 스페인에서 이미 도입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경기
순환을 나타내는 적정한 지표에 대손충당금과 같은 건전성 정책도구의 적립 규
모를 연계시켜 BIS비율 규제의 경기순응적 특성을 상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
도가 제대로 도입되어 작동한다면 사전적으로 민간의 행태를 건전성 제고에 부
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거시건전성 제도를 위해서는 규칙(rule)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재량(discretion)
도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 만약 금융시장에 상당한 정도 과열경쟁이 지속
되거나 잠재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감독당국이 신속하게 건전
성규제수단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넷째, 경기침체기에 BIS비율 규제가 신용경색을 초래해서 경기침체를 가속
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은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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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시경제적 충격으로 동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은행
경영에 대한 외부개입(경영진의 교체, 매각, 청산 등)이 이뤄지는 것은 정당하
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경영개입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
간 은행이 자본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80) 다만 거시경제적
충격에 기인한 부분과 은행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유연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시가평가의 적용 여부이다. 일
반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반영한 시가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은행의 경영과 무관한 외생적 충격으로 가격변수가 하락할 때 시가평가
를 고수하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초래하여 신용경색을 불러일으키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반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장부가평가를 허용한
다면 이미 은행의 실제 순자산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은행경영자가 높은 위험
을 취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정
된 BIS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도 있다. 장부가평가 대 시가
평가의 문제는 외생적 충격이 있을 경우 은행에 대한 외부개입(적기시정조치)
의 기준이 되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구조상 동
일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Dewatripont and Tirole(1993)은 이론적 모형
의 틀 속에서 최저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하거나 장부가평가를 허용하는 것은 인
센티브 왜곡이 클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부족한 자본을 충원할 수 있도
록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가평
가 대 장부가평가의 이슈는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시 논란
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시가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급속한
하락이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
고 그것이 이후 극심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국면에서 시
80) 예금보험료의 감면, 손비인정의 확대 등을 통해 이익을 높여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시급
한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은행 후순위채, 하이브리드 채권, 우선주의 정부 매입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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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가의 유용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8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환율
의 상승과 유가증권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은행의 BIS비율이 적지 않은 영향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평가의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시가평가 유예의 장단점에 대해
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젤 II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이
슈이다. 특히 바젤 II의 시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
규제의 문제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같은 논리로 바젤 II는 신용도가 상대적
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Griffith-Jones and Persaud(2008)는 국제 대출분산이 은행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바젤 II에는 감안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경기순응적 대출행태와 결합되어 바젤 II의 시행이 개발도상국 대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여 자본유출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젤 II가 도입된 것은 BIS은행감독위원회의 구성이 G-10 및
스위스 등 선진국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대형은
행들이 시스템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 큰 자본부담을 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시장위험에 대한 내부모형을 사용하거나 신용위험에 대한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도록 허용됨으로써 자본비용이 절감되도록 제도가 고안된 것은 대규모
은행의 영향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보았다.
BIS비율 규제를 포함한 건전성규제는 BIS은행감독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
구(IOSCO),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등 국제적
금융감독 포럼에 의해 주도되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립되면 그것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고안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제
감독기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81)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타개하고자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0월 3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경
제안정법안(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은 SEC에 대해 금융기관의 시가평가 일
시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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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회사 등에 대한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부문에
대한 국제감독포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유동성위험의 관리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당초 유동자산으로 간주되던 자산의 시장유동성이 소
멸되고 장기부채로 간주되던 부채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은행 유동성위
험이 질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예방
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수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대율과 같은 지표를 건전경영평가를 위한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단기간에 자산이 급증하
는 경우 유동성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도 유동성위험의 파악과 측정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 있으며, 감독당국은 은행 유동성위험 관리에 있어서 경영지도비율에 의존하
는 양적 감시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질적 감시를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신용위험이건 유동성위험이건 위험의 측정과 이를 통한 스
트레스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건
전성에 대한 잘못된 측정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적절하게 스트레스 테스트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도 미래 위험(예컨대
캐시플로우 위험액, cash-flow-at-risk)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 외에도 추정
치 계산의 기존 가정과 추정치의 확률분포, 그리고 추정치 및 확률분포에 대한
주관적 신념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위험관리
개선을 위한 논의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은행의 회계보고
및 공시 등에도 이러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에 의한 감독’
기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외화유동성 위험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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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유동성비
율규제와 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 규정과 같은 건전경영규제를 평소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은 외화유동성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
시장의 경색이 예견되는 상황에는(예를 들어 2007년 중반 이후) 감독당국이 선
제적으로 외화유동성비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화대출, 매입
외환 등 감축이 어려운 외화자산 항목과 가치 하락이 가능한 외화유가증권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외화유동성비율을 재정의하는 것도 고
려될 수 있다.
한편 자본유입 시기에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적립된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
이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다가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고 외화유출이 발생
하면 과감하게 지급준비금을 낮추고 외화를 은행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자본유입기인 1991~94년 기간 중에
높은 지급준비율을 적용하다가 1995년 초 멕시코의 금융위기(이른바 Tequila
crisis)가 발생하여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은행예금인출을 시도하자 과감하게
지급준비금을 인하하고 외화유동성을 은행에 공급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상
황에서 은행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를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외화유동성 문제는 주로 국제금융시장에
서의 단기차입 여건 변화에 기인하는데, 법정지급준비율 인상이 이러한 차입을
줄이는 데 거의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급준비율 인하가 외화유동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급준비율 인하가 필요하므로 평소 지금보다 훨
씬 높은 법정지급준비율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급준비제도를 외화유
동성위험을 축소하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외화유동성 문제는 외화유동성 규제의 실효성 제고와 외국 중앙은행과 스왑협
정 체결과 같은 국제적 협력의 증진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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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책과제
첫째, 외국 신용평가회사가 구조화증권의 부실위험과 이에 투자한 투자은행
의 신용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실패한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중요한
원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신용평가의 질 제고에 힘을 쓸 필요가 있
다. 신용평가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신용평가방법의 기술적 개선과 신용
평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양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용평가방법
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상 상품 또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확률 및 예상
손실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확률분포 및 극단위험(tail risk)도 신용평가에 적
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파생결합증권 등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신용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신용평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서는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회사의 컨설팅 업
무 겸영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차단벽이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가 필요가 것이다.
둘째, 펀드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펀드판매에서의 과제와 펀드
자산운용에서의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
문제이고 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
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간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한 펀드판매 경쟁이
일어나면서 투자자에게 펀드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른바 기만행
위(fraud)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현재 적합성 원칙
(suitability principle)이 금융상품 판매 시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는 점과도 관련되며,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에 동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82) 그러나 이 문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의 인센티
브와도 관련되어 있다. 즉 이들이 펀드 판매에 따라 일정한 상여급을 지급받는

82) 여기서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거래상대방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유해
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하는 책무를 의
미한다. 이 원칙에 관해서는 뒤에서 파생금융상품 관련 규제를 논의할 때 보다 자세히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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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고객보호보다는 펀드판매를 극대화하는 인센티브를 지니게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그와 같은 보상체계
는 규제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CDO나 CDO2와 같은 고위험성 상품이 상당히 오랜 기간 펀드운용
자산에 편입된 것도 펀드매니저의 보수체계와 연관된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이
있다.83) 자신의 보수가 펀드 규모에 따라 변동하는 조건 하에 펀드매니저는 투
자자의 이익을 위해 펀드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펀드 규모를 늘리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펀드매니저는 투자의 수익에 비해 위험이 높아
져 펀드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임박하더라도 투자자에게 그러한 필요
성을 알리지 않을 개연성이 높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의 보수가 펀드 규모가 아니라 펀드 수익률에 연동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때 수익률에 연동되는 방식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오히
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Calomiris(2008)는 금융위
기 상황에서 헤지펀드가 뮤추얼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그 이유가 뮤
추얼펀드 매니저의 보수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미국에서 뮤추얼펀드 매니저가 펀드 수익에 연동된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양의 수익률과 음의 수익률 양 방향에 대해 대칭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한
다. 즉 포트폴리오가 수익을 낼 때 수익의 20%를 받으려면 손실을 볼 때도 손
실의 20%에 해당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기피적 펀드매니저는
이러한 보수체계보다는 단순하게 펀드규모에 연동된 보수체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면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펀드매니저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보수체계, 예를 들어 이익 발생 시 이익의 20% 보상 및
손실 발생 시 5%의 손실과 같은 보수체계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수체
계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 대비 위험에 더 민감해 진다
83) 포트폴리오에 편입 가능한 투자자산이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했지만 이러
한 구조화 상품에 대한 신용평가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러한 상품 편입을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른바 신용평가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 것은 신용평가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
만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투자대기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즉 투자자가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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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이와 같은 미국의 사례는 펀드매니저 보수체계에 대한 국내 제도
확립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펀드매니저의 보수체계는
양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손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묻
는 방향으로 책정되는 것이 필요하다.84)
셋째,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 서
브프라임사태로 위기를 겪은 투자은행들의 공통점은 리스크 측정 및 관리가 영
업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리스크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차
입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지니게 되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영업부문과 위험관리부문이 실제 엄격히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
는지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 규제
가. 필요성
파생금융상품은 저렴한 방식으로 투자자, 금융회사, 일반 금융소비자가 위험
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낙후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금융회사
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파생금융상품 개발 및 운용 능력의 제고가 필요
하므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지나친 통제 위주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 국내의 ‘KIKO’ 또는 주가연계파생상품

84) 이러한 기본방향은 펀드매니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일반의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한편 Heller(2008)는 은행과 투자은행의 보너스 체계 개선에 대해 수년간의 성과 측정
을 통한 지급, 직원이 초래한 손실의 임원 보너스에의 반영, 그리고 보장된 보너스의 폐지 등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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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결여될 경우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파생
금융상품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Dodd
2008). 첫째, 파생금융상품이 지니고 있는 구조의 복잡성은 거래 쌍방간 정보
의 비대칭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내지 기만행위가 용이
하다. 이렇게 잘못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자본’의 가치하락을 초
래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IKO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둘째는 조작의 가능성이다.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시장을 조작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는 레
버리지가 크고 거래에 내포된 위험의 성질이 변형될 수 있다는 거래의 특성상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문제점은 해당 금융기관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
고, 전반적 금융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베어링 및 소시에테 제
네랄의 투자 손실, 그리고 최근의 헤지펀드 및 투자은행의 투자손실과 KIKO사
태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바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금융개방의 진전에 따라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금융개방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이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과 현물
시장을 연계하는 투자전략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개방이 진전되면서 외국의 투자은행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상대방의 신상품 공급이 확대될 것이며, 금융개방은 개
인이나 기업의 환율리스크 노출을 높이게 되어 그러한 위험을 헤지하려는 수요
를 증가시킬 것이다. 한편 포괄주의(negative system)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
시장통합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의 지점이나 현지법
인을 통해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
므로 적절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통적 규제감독은 회계공시, 적합성 원칙의 적용, 자
본규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한 감독 등에 의존해 왔다(Cul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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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ay 1994).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사례를 보면 그러한 전통적 방식이 문제
점을 내재하고 있거나 감독당국이 적절한 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파생금융상품 규제를 강
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로 공표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의 의
미와 사례들을 살펴본 후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나. 정책과제
1) 기만행위의 가능성과 대응방안
투자자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의 위험을 감지하고 리스크관리를 제
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만행위라는 잘못된 경쟁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현물거래에서도 기만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기만행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파생상품 거래가 시간이라는 차
원을 지니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만행위 자체가 드러나
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만행위의 사례로 최근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로 KIKO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동 사례는 외국 은행과 국내 은행들간
장외거래를 통해 맺은 계약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금융개방의 진전에 따라
금융감독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IKO란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원/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이내에
있으면 계약을 한 기업이 미리 약정된 환율로 동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달러화
를 매도하는 반면, 환율이 그 범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계약이 소멸되고, 역
으로 환율이 그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면 기업이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통화옵
션상품의 일종이다. 최근 수개월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 특
히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추계에 따
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KIKO에 의해 피해를 본 기업은 대기업 39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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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480개 등 총 519개 업체에 달하며, 피해액은 대기업 3,394억 원, 중소기업
은 1조 1,387억 원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완전한 사적 계약이므로 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
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고지
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상품의 판매가 그러한 원칙을 준수했는
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적합성 원칙은 내
년 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나 은행업 감독
규정 시행세칙 제65조에도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에 ‘설명고지의 원칙’ 및
‘적합성 원칙’이 적시되어 있다.85) 동 조항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거
래상대방의 영업속성⋅재무상황⋅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
한 이해정도⋅위험관리 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안
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근 KIKO 판매 시 은행들이 동 규정을 위반했는지, 더 나아가 불법권유를
했는지를 엄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토대로 ‘꺾기’성 거래를 했다면 이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고지 원칙의 위
반을 넘어서 불법거래(unauthorized trading)의 영역에 속하므로 엄중한 제재
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의 소매 판매를 통해
금융회사가 거둘 수 있는 수수료수익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자칫 기만행위
의 당사자가 되어 큰 손실을 부담하게 되거나, 매우 값비싼 평판비용을 치러야
하는 곤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수시로 금융회사의 대고객
파생금융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함으로써
85) 다만 이 규정은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그 근거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호
한 법률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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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그러한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거
래의 거래에서 상기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고지 의무가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은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시장조작의 가능성과 대응방안
일반적으로 시장조작(manipulation)이라 함은 정보의 우위, 혹은 자금력을
동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조작은 주식시장 등 현물시장 자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선물,
옵션시장 등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되는 경우 더욱 큰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경영자들이 악화된 기업경영실적 발표에 앞서 자신들이 보유하
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시장조작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 때 개별주식옵션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면 더 큰 부당이
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개방에 따라 시장조작이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외국 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이나 원/달러 외환시장에서 선물과
현물을 연계한 시장조작을 통해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선물시장에서 매수우위 포지션을 취하고, 동시에 현물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만큼 대상 금융상품을 매수한다면 이는 다시 선물시장의 가격 상승으
로 연결되면서 선물시장에서 이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현물시장에서 매수한
금융상품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선물시장에서 거둔 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큰 손
실만 보지 않는다면 시장조작은 성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조작은 특히 현물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개별투자자의 포지션
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채권시장
에서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이른바 현금통합계좌가 2008년 1월부터
허용되어 개별투자자의 포지션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금리선물의 거래가 크지 않음
을 감안하면 채권 선/현물 연계를 통한 시장조작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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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차액결제선물환거래(NDF: Non-Deliverable Forward)의 경우 거래가
매우 활발하므로 시장조작의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볼 수 있다. NDF 거래는
장외거래로서 정부나 다른 시장참여자가 조작자의 포지션에 대한 종합적 정보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달러 현물시장, 그리고 주식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시
장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외환시장과 주식시
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우 주식현물시장, 원/달러 현물환시장, NDF를 연계
한 시장조작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예를 들어 NDF에서 달러매수우위 포지션을
취한 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것이 다른 외국
인투자자들의 로스컷(loss-cut)을 유발해서 주식매도를 불러일으키며, 원/달
러 현물환시장에서 원화 매도압력으로 작용하여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면서
NDF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홍콩에서
있었던 헤지펀드들의 홍콩달러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루어진 바가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는데,
이 조치는 주식시장 자체를 안정시키는 의미 외에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의
미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조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주식시장과의 연계 없이도 NDF와 현물환시장 간 연계를 통한 조작도 가
능하다. 원/달러 NDF 시장은 전세계 NDF 시장 가운데 거래가 가장 활성화되
어 있다. 특히 1999년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 거래 규모
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물환시장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보통 NDF 시
장은 역외시장으로서 비거주자만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
는 거주자가 참여하는 특이한 구조이다. 현재 NDF 시장과 현물환시장 간 연계
를 통한 시장조작의 징후가 감독당국에게 포착된 바는 없으나 얼마든지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이 시장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중
장기적으로는 선물환거래를 NDF 시장으로부터 장내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장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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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불안정성과 대응방안
파생상품 거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레버리지가 매우 높다는 점이
다. 여기서 레버리지란 약정거래규모 대비 그러한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
한 증거금의 비율을 말한다.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한 금융시스템에 주어진 자본 총량에 비해 가
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의미에서 금융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생상품 거래가 금융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거래당사자가
직면한 위험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대출을
한 기업이 금리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취 스왑계약을 하는 경우 금
리위험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있으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k)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KIKO 사태도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할 수 있다. 환율상승으로 KIKO 계약으로부터 손실이 매우
큰 일부 중소기업이 의무이행 약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품 판매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2차 약정을 한 국내 은행이 대신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다. 은행은
대고객거래에서의 금리위험을 외국 은행에 그대로 전가하는 제2차 약정을 함
으로써 환율변동위험은 완벽히 헤지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거래상대방위험을
초래했던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는 금융시장간 위험의 전파를 통해 금융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도 있다. 파생상품 거래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 증거금 또는 담보자산을 예치해
야 하는데 시장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예치되어야 하는 증거금 또는 담보자
산의 규모가 커진다. 예를 들어 KIKO와 같은 통화옵션거래의 증거금으로서 외
화자산이 예치되어야 한다면, 이는 외환시장의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파생상품 거래에 내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불안
정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의 강화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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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금융기관의 부외거래에 대한 재무제표 요건 정비, 공시 및 자본적정성규제
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례로 미국에서 은행은 부외거래로서 SIV, SIV-Lite 등
SPE(special purpose entity)를 설립하고 이들에게 MBS를 기초로 만들어진
신용구조화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이전하고 수익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이러
한 거래에 대해 정확한 공시도 하지 않았고 적정한 자본 확보를 하지도 않았던
것이 작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대부분 SPE가 연결 재무제표의 예외로
인정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
행으로 파생상품 거래와 신용구조화상품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연
결재무제표 원칙(IFRS의 원칙)의 도입, 공시, 연결기준 자본적정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자본통제
가. 의의
자본통제(capital control)란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단기외국 자본의 유
입 또는 유출을 직접 통제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는 칠레
등 일부 신흥시장국가에서 자본자유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유입,
통화팽창, 자산가격 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 이른바 자본유입문제(capital
inflow problem)에 대처하고자 도입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2004
년,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 2006년 12월에 도입된 바 있다.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급격
한 유출로 경제기반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바 있다.
자본통제는 시행되는 방법에 따라 자본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직접규제방식
과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규제에는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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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해외차입 규제, 비거주자의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 금지 또는 투자수익 송
금 규제, 국내 금융기관의 비거주자 대출 규제 등이 있다. 간접통제 방식에는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계지준제도, 인지세나 출국세와 같은 자본거래세 등이 있
다.

나. 외국의 경험
칠레는 1991년 6월 금융긴축정책으로 대내외 금리차가 확대되어 자본유입이
증가하자 해외차입의 20%를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하고 모든 해외차입에 대해
연 1.2%의 인지세(stamp tax)를 부과하는 자본유입통제를 실시하였다. 1992
년에는 예치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하고 예치기간도 만기에 상관없이 1년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점차 민간이 자본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무역신용이나 외국
인 직접투자 관련 대출형태로 우회하여 자본을 유입함에 따라 유효성이 약화되
었으며,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자본유입이 줄어들면서 1998년 자본통제가 폐지
되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 이전 급속한 자본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를 시행하여 단기자본유입을 억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에는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조치를 시행하였다.86) 말레이시아는 1998년 9월 비
거주자 포트폴리오의 12개월 국내체류 의무화(이후 출국세 부과방식으로 변
경), 거주자의 자본이전 규제, 배당지급 제한을 위한 회사법 개정 등 조치를 시
행하였다. 태국은 1997년 5월 바트화스왑 및 바트화선물거래에 국내 금융기관
참여 금지, 비거주자의 바트화 국외송금 금지, 비거주자 국내주식 환전 시 국내
환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유출통제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자본통제의 효과와 유용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국가별, 유형별, 기간별,
발전단계별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

86)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례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장원창(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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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리, 환율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
한 반면 태국의 자본통제는 그렇지 못했다(Edison and Reinhart 2000). 이러
한 차이는 국내 금융시장과 역외금융시장간 완전한 분리가 가능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즉 태국의 경우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자본도피가 상대적으로 더 용
이했기 때문에 자본통제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형별로 볼 때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가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에 비해 전반
적으로 유용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Edwards 2000). 자본유출
에 대한 통제는 민간경제주체의 규제회피적 노력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본도피(capital flight)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는 부패를
유발하고 정부의 금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단점도 있다.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는 국가경제를 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소규모 충격으로부
터는 보호할 수 있었다.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는 주로 가변예치의무제의 형태를 지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
(Kawai and Tagaki 2008). 첫째, 가변예치의무제는 단기에는 효과가 있는 반
면 기간이 지속될수록 통제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통제기간이 길어질수록 민간 경제주체들이 통제를 회피하는 방식을 찾을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가변예치의무제는 유입되는 자본의 만기를 늘
리는 효과가 있다. 셋째, 가변예치의무제는 국내금리를 상승시키는 반면 실질
환율절하에는 효과가 적었다. 넷째, 가변예치의무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본통제가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Johnston
and Ryan(1994)은 55개국으로 이루어진 표본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개
발도상국에 비해 선진산업국에서 자본통제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선진산업국의 행정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신뢰의 상실을 수반하고 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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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말레이시아는 공통적으로 자본통제 이후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
여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민간자본의 국내 유입이 급감하는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한국의 경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진전되었다. 한국에서 그동안 진행된 외환자유화 조치는 제1
장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정부는 1999년 제1단계 외환자유화조치
를 취하면서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로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
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외국환집중제, 가변예치의무제, 채권의 국내회수의무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본격적으로 작동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부분적으로 자본통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07
년 단기외화차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화환전 목적의 외화대출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일종의 자본통제에 해당한다. 한편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투기관련
거래는 2005년 말 자본거래 허가제 전환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사항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 그밖에 현재 거주자의 단기외화차입이
나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은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자
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취득, 증권대여, 증권교환
등은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정책목표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보다 본격
적인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
에 대한 통제는 금융개방의 이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은 물론, 외국 자본의
신뢰를 저하시켜 자국 금융시스템의 고립을 자초하고 금융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자본유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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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는 자본도피를 촉발함으로써 유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자본통제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투기성 자본거래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허가제는 필요한 경우 시장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
여 대부분 당분간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이 글은 금융개방이 진전된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라는 금융 규제⋅감독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체제
의 개선, 건전성규제의 유효성 확립, 적절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등이 필요
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감독과 관련된 각 기관의 권한
과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유 정보의
공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진부터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다양한
차원의 직접 접촉을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자율규제기
관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율규제기관의 규제역량 강화를 도
모함으로써 자율규제가 공적규제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은 BIS비율 규제의 개선, 유동성 규제의 개선, 신
용평가제도의 개선, 펀드관련 규제의 개선,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등으로 구
분해서 논의하였다. BIS비율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금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지만 규제 재정거래의 가능성, 측정된 비율의 신뢰
성, 그리고 규제의 경기순응적 성격 등으로 인해 한계가 노정되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규제재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민간 금융거래에 대해 정확한 리스크 노출정도
를 파악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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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BIS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
반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리스크 측정의 적절성
여부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감독당국의 내부역량 구
축과 전문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BIS비율 규제만으로는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레버리지를 막고, 거시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통
계적 대손충당금 제도와 같은 자동안정화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감
독당국의 재량도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 넷째, 경기침체기에 BIS비율 규
제가 신용경색을 초래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은행이 자본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BIS비
율 규제를 포함한 건전성규제는 국제적 금융감독 포럼에 의해 주도되고, 글로
벌 스탠더드가 확립되면 그것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서 제도 고안의 단계에서
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제감독기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은행의 유동성위험은 금융개방의 진전에 따라 통제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한국은 원화와 외화에 대해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외화 및 원화유동성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이러한 규제가 유동성위험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낸다. 최근의 은행 원화유동성 문제는 시장성상품, 특히 은행채의 차환발
행의 곤란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만기불일치를 규제하는 것
이 불충분함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화유동성 규제도 만기대별로 자산/
부채 미스매치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은행들이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외
화유동성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그 이유는 외화자산 항목 중 다수 항목
은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로 부채 상환에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원화
유동성 규제는 예대율과 같은 지표를 건전경영평가를 위한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자산이 급증하는 경우 유동성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도 유동성위험의 파악과 측
정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은 은행 유동성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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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있어서 경영지도비율에 의존하는 양적 감시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질적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이 예견되는 상황에는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외화유동성비율규제를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감축이 어려운 외화자산 항목과 가치 하락이 가능한
외화유가증권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외화유동성비율을 재
정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신용평가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신용평가방법의 기술적 개선과 신용평
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양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용평가방법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상 상품 또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확률 및 예상 손
실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확률분포 및 극단위험도 신용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용평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펀드 관련 규제 개선의 핵심은 보상체계의 개선이다. 펀드 판매에 따라 일정
한 상여금을 지급받는 금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그와 같은
보상체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펀드자산운용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펀드매니저의 보수체계가 양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손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책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업부문과 위험관리부문이 실제 엄격히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국내의 ‘KIKO’ 또는 주가연계파생상품 사례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결여될 경우 금융안
정성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자들이 파생금융상품
을 통해 투자의 위험을 감지하고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만행위
라는 잘못된 경쟁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조작 가능성을 차단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시장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선

07. 금융개방과 금융 규제⋅감독│

233

물환거래를 NDF시장으로부터 장내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장투명성의 확보
를 위해 바람직하다. 셋째, 파생상품 거래의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정성 증가 가
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불안정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
의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의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외거래에 대한 재무제표
요건 정비, 공시 및 자본적정성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 외환거래법은 유사시 안전장치로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
한 변동이 있을 경우 외국환집중제,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예치의무제, 채권의
국내회수의무제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실제 작동
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에 있어서 자본통제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 또 한국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자본시장과의 접점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
는 한편 국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장기투자자본 유입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 자본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투기성 자본거래에 요구
되고 있는 허가제는 당분간 존속시키는 것이 시장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
해 필요할 것이다.
금융개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과 시스템리스크의
증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자 유입으로 인해 물가상승이나 자산가
격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오히려 외국 자본으
로 하여금 그 나라 경제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을 더 촉진
할 수 있다. 또 명목환율 안정과 물가안정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외환
시장 개입 후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을 실시하는 것은 자본유입에 직
면한 국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라 할 수 있으나,87) 재정건전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외자
87) 이러한 의미에서 Reinhart and Reinhart(1998)는 이를 최우선의 정책(the policy of first recourse)라
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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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방
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안정적 거시경제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에 걸맞는 금융규제 및 감독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금
융기관의 유동성과 자본적정성에 급격한 변동이 억제되고 불가피하게 국제금
융시장의 위기가 국내에 전파되거나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국내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8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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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
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
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 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
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 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가 도출한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
점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금융개방조치 자체의 투자 확대 효과는 불투명

금융개방과 투자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금융개방이 제도적으로 확대
되더라도 투자율을 높인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금
융개방 변수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금융개방과 투자율 변화간
의 정확한 시차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증분석의 한계에 기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위의 결과가 금융개방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유입 증가가 우리나라
의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과 투자율 간의 실증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
자유입이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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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금융개방조치가 외자 유입의 필요조건임을 감안하면 금융개
방이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금융개방이 확대
되더라도 실제 외국 자본유입의 증가가 없다면 체계적인 투자 및 성장촉진 효
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개방의 경제성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실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금융시장
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간접투자와 달리 해외차입은 투자 촉진
거시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투자나 외국인 직접
투자의 투자촉진 효과는 약한 반면,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으
로부터 차입하여 도입한 해외자금은 국내 투자에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해외차입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국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 시사점이 도출된다. 특히 해외로부터
차입된 자금이 투자 및 경제성장촉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금이
국고채에 쏠리지 않고 국내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의 투명성 강화, 채권평가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국내 회사채 시장의 해외 자본 유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주식투자의 투자촉진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시실증분석의 결과는 기
업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도 부합된다. 2001~07년 기간의
KOSPI 200 제조업체들을 분석한 결과는 외국인투자지분 증가가 기업의 투자
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기업경영성과와 무관하나 주가평가절상에 기여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기업 투자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결과는 그동안 국내
에서 제기되어 왔던 외국인투자 부정론, 특히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단기성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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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영을 부추기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
석한 결과, 외국인투자지분 증가가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투자부진, 그리고
배당 성향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외국인 주식투
자는 주가이익비율(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평가된 주가를 평가절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증권투자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에 기
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을 외국인투자라는 특수성보다는 우리 경제의 내부에
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완화와 같은 포괄적 환경조성 이외에
도 투자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리스트 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증권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외국인투
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차
제에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극단적 인식을 재고하고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례로 외국인 주식투자를 ‘코리아 디스카운
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일부 우량기업뿐만 아니
라 다양한 기업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용도 및 투명성을 강화하
여야 한다.
외국인의 은행 소유지분 확대는 은행 성과에 긍정적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은행산업 소유지분이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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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 자본의 급속한 국내 금융기관 소유 확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 자본유입에 따른 폐해와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증가나 선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
다.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소유 확대가 국내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은 그렇지 않은 국내 은행에 비해 은행의 효율성이
나 생산성, 안정성 등 각종 지표와 관련하여 대체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다.
즉, 여⋅수신 이자마진이나 여신이자율, 수신이자율 등 효율성지표와 관련해서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인당 자산, 예
수금, 대출금을 비롯하여 점포당 자산, 예수금, 대출금 등 생산성과 관련된 지
표에서도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비나 비이자수익, 그리고 총자산이익률(ROA)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로
나타난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실여신비율이나 고정이하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서도 대체로 외국인 소
유지분의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해 소유되는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에 비해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에 대
한 대출을 회피하는 반면 비교적 위험이 적은 가계대출을 증대해 온 것으로 나
타나 이른바 ‘cherry picking’ 가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외국인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계 은행 중에서 특히 경영권을 보
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을 따로 분리하여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지표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인의 국내 은행에 대한 경영권
보다는 은행지분보유가 은행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에도 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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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다만 은행 외국인지분 확대 국면이 은
행산업의 전세계적 상승국면과 일치한다는 점, 외국인투자가 늘어나서 은행성
과가 확대된 것이라기보다는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은행에 외국인지
분이 확대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신
중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차입의 증가는 양면의 칼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단기외채의 증가와 차입 연
장의 곤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과 운영의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를 심화하
여 경제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 3~4년 전부터 급증한 단기자본의 유입은 1992년
부터 진행된 일련의 금융개방 조치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금리 하락과 국
내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1990년 중반 이후 자본유입은 1960년대 이래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해외 자본 조달방식인 은행 해외차입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의 대
기업 투자에 대한 자율화조치 이후 급증한 기업들의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국내 은행들은 국제단기금융시장에서 낮은 금리수준으로 차
입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은행의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현상이 확대되었고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
은 기업, 특히 대기업의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대출자의 국내 은행에 대한
신용위험이 증가되었다. 이런 와중에 1997년 7월에 발생한 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의 불안이 급속히 심화되어 기존 외화차입에 대한 연장이 사
실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외환당국의 외환보유고 관리실패로 인하여 결국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 2008년도의 경우에도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라 해외차
입의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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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은 금융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요구
금융개방은 모든 국가의 금융시장이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 금융
체제의 한 고리로 편입됨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체제에 편입된 정도가 강할
수록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지역금융위기, 혹은 현금의 금융위기와
같이 세계 금융중심지로부터 확산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자국 금융시스
템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설립 또는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대한 통제는 금융개방의 이
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은 물론 외국 자본의 신뢰를 저하시켜 자국 금융시
스템의 고립을 자초하고 금융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금융개방을 후퇴시키는 것보다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과 국내 금
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금융제도나 감독능력, 그리고 회계, 감
리 및 신용평가 등 각종 금융인프라를 개선⋅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
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서는 국제금융 메커니즘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위기 시에 보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국제통화를 공급하는 최종대부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나 통
화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IMF나 세계은행, 국제결제
은행(BIS), 그리고 금융안정포럼(FSF) 등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신브레튼우즈
(New Bretton Woods) 체제로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금융체제의
모색이 다자간 체제하에서 긴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동
아시아 지역에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중심의 통화금융협
력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세계적인 위기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비중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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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감독 기능의 효율화는 최우선적 과제
개방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
성과 자본적정성에 급격한 변동이 억제되고, 불가피하게 국제금융시장의 위기
가 국내에 전파되거나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
록 금융 규제⋅감독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금융개방이 진전된 가운데 금
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라는 금융 규제⋅감독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건전성규제의 유효성 확립, 적
절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등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감독과 관련된 각 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유 정보의 공
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진부터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다양한
차원의 직접 접촉을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은 BIS비율 규제의 개선, 유동성 규제의 개선, 신
용평가제도의 개선, 펀드관련 규제의 개선,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BIS비율 규제는 규제 재정거래(regulatory arbitrage)의 가능성
을 차단하고 측정된 비율의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이는 한편 규제의 경기순
응적(pro-cyclical) 특성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은행에 대한 원
화 유동성 규제는 예대율과 같은 지표를 건전경영평가를 위한 지표에 포함시키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외화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감축이 어려운 외
화자산 항목과 가치 하락이 가능한 외화유가증권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외화유동성비율을 재정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신용평가방법의 기술적 개선과 신용평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양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펀드 관련 규제의 개선
은 보상체계의 개선이 핵심적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영업부문과 위험관리부문
이 실제 엄격히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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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기만행위라는 잘못된 경쟁행
위를 근절시켜야 하며, 둘째, 시장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시장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시장조작이 용이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파생상품 거래의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정성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시스템불안정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내부
통제의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외거래에 대한 재무제표 요건 정비, 공시 및
자본적정성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보고된 본 연구의 주요 결론들은 금융개방의 양면적(ambivalent)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금융개방은 자본유입의 증가를 통한 투자
촉진, 주식시장의 성장, 금융산업의 경영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였
지만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한 노출을 높임으로써 금융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
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향후 금융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가, 아
니면 금융개방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해 확
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금융개방이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금융개방으로 인
한 금융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개방의 확대에 대해 전향
적인 입장을 지닐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다. 다만 금융불안정성을
예방 내지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시장 인프라의 선진화와 금융 규제⋅감독
의 실효성 확보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국제금융협력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적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건별로 신중
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실증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앞으로 한국 금융개방의 경험
이 축적되어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다 만족스러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금융개방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개방과 관련된 논의를 활성화하
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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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conomic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Financial Opening in Korea
Deok Ryong Yoon et al.
Since the 1980's, Korea has witnessed a continuous expansion of financial
opening, consequently having a high degree of financial opening as in developed economies. Despite various potential benefits, financial opening also
poses potential problems such as macroeconomic instability. Financial opening may promote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rough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at a lower cost, and it may als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in domestic financial market. However, financial opening may
also result in excessive capital inflows or promote inflows of highly volatile
short-term capital, increasing macroeconomic instability or causing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in 2008, Korea faced a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is
made Korea reconsider the benefits and costs of financial opening and
Korea's approach to become a regional financial hub. At this point, comprehensive studies are needed that can help to properly evaluate the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n the Korean economy in various
respects. This study also extensivel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of its empirical results. The main work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2 introduces the process of financial opening in Korea. Focusing
o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opening of financial services, this chapter discusses the contents of and rationales for financial opening in Korea.
This chapter also shows that Korea accelerated financial opening very rapidly
through participating i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xecutive Summary │

261

Development (OECD) and facing currency crisis in the mid-1990s. The rapid
liberalization of capital account transactions has eluded almost all the regulations interrupting cross-border capital flows. The restrictions to the Korea's
domestic market for diverse financial services have disappeared as well in a
short period leaving just a few exceptions. Korea wanted to develop its financial system as well as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financial opening
process and it has reached high level of financial opening as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Chapter 3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n domestic investments in Korea. Using quarterly data, the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n investment rate (gross investment/GDP) are estimated. For estimation, dummy variables are established for the extent of financial opening.
This chapter’s empirical investigation is supposed to be helpful to identify
its effects on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s, however, do not provide strong evidence that more
financial opening induces more investment in Korea. The results are not
able to find significant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variable on the investment
rate. This outcome may be attributed to misspecification of investment function, improper proxies for financial opening variable, or wrong identification
of lag relation between financial opening and investment. Thus, the results
do not necessarily indicate that the increase in capital inflows to Korea,
which may result from financial opening, does not promote domestic
investment. In order to delve into this issue, additional estimations were
done and it is found that the net inflow of foreign capital to Korea is positively related to domestic investment. In particular, the overseas borrowing
by domestic banks and firms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omestic investment, while net capital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ortfolio investment exert only weak influence on the investment.
Given that the expansion of financial opening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larger inflows of foreign capital, this study’s empirical results can be interpreted in a way that financial opening in Korea has ultimately positive effects on domestic investment. However, the results strongly indicate that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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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ial opening itself cannot contribute to encouraging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without resulting increase in capital inflows even though it
continues to be institutionally extended.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growth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the policy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promoting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efficiency, which will be
practically helpful to attract more foreign capital. In addition,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growth effects of foreign borrowings should be taken.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foreign borrowings in pursuit of interest arbitrage to be invested in corporate bonds rather than treasury bonds should
also be taken. They may include strengthening of transparencies of corporate
accounting and corporate bond rating system.
After the currency crisis, foreign capital rapidly expanded its entry into the
Korean market, raising many important questions about its effects on the
banking industry in Korea. Chapter 4 examines the effects of increased foreign ownership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commercial banks. Using
bank data from Bank Management Statistics published by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Board, this study shows that foreign bank ownership helped
Korean banks to achieve higher efficiency, productivity, and stability, although it did not necessarily lead to higher profitability.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foreign owned banks have a tendency to lend more to households
and big firms, avoiding loans to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ot the management control of Korean banks, but
rather the capital participation itself by foreigners that is essential in affecting
Korean banks' performance.
Chapter 5 analyzes how an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in the Korea's
stock market affected corporate finance and investment decisions. After the
1997 crisis, there have been various kinds of criticisms of foreign capital's
role in the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many insisted that foreign investment would undermine Korea's potential growth by lowering investment rate,
but yielding high dividends. Using firm-level data of the KOSPI 200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chapter tries to clarify the ongoing debates on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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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s analysis shows that foreign investments in the Korean stock
market helped to cope with the so-called Korea discount phenomenon.
Foreign investment brought about a positive effect in PER and PBR ratios of
these firms. Furthermore, foreign investments did not decrease investments in
firms' equipment, nor increase the dividend ratio. Based on these findings,
criticisms against foreign investments in the Korean stock market are hardly
justified.
Before criticizing the seemingly high dividend ratio and low investment
rate of the firms with a significant foreign share, we have to ask to ourselves why Korean firms do not invest in tangible or even intangible capital
in spite of favorabl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To fully reap the benefit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ment's contribution to Korean firms’ long-term
growth potential. At the sa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mote
establishment of a global standard and transparent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induce more foreign investment in Korea's bond market.
In Chapter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the outbreak of currency crisis in Korea is analyzed. This chapter starts
by introducing theoretical currency crisis models such as 1st, 2nd, 3rd generation crisis models and boom-bust cycle model with reflexivity theory. As
case studies of financial crisis since 1990, four major crises are summarized:
Nordic banking crisis, Mexico's peso crisis, East Asian currency crisis and
U.S. financial crisis.
The main part of this chapter empirically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cross-border capital flows in Korea with three groups of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push factors, pull factors,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lici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differ depending on the types of financial capital.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easures implemented in 1992 have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capital flow except on equity. The empirical findings also suggest
that the 1997 Korean currency crisis was not caused by the prematu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aken in the early 1990s, but was the resul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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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den reversal in bank financing, which was fundamentally linked to the
real sector turbulences such as expansion of current account deficit experienced from 1994 to 1997.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sudden reversal of capital flow and resultant
currency crisis, strengthening of legal system, scraping out of corruption, enhancing of transparency through improve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and advan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be definitely
pursued. Furthermore, maintaining sound economic fundamentals and enhancing of prudent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supervision are of utter importance to lessen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financial crisis. Finally,
East Asian countries should collaborate to develop specific instruments to
strengthen the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region such as enlargement of CMI, establishment of AMF, activation of Asian bond market,
and so on.
In Chapter 7, it is argued that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framework, the amelio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rudential regulation, and
the adequate regulation for financial derivative transactions are required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and protect consumers' rights in the
face of the financial opening.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framework could start with the
clarific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uthorities engaged in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That will help to minimize unnecessary conflicts between them. In addition, supervisory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and direct contact between authorities should be frequently organized to increase mutual trust.
The prudential regulation should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capital adequacy, liquidity risk, credit rating, investment
funds, and internal risk management. Possible regulatory measures that c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capital adequacy regulation practices include the
dissuasion of regulatory arbitrage through adequate capital requirement standards,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BIS ratio,
the introduction of a built-in-stabilizer such as statistical loan provi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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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apital strengthening support in times of financial distress.
A better liquidity risk management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inclusion of the loan-to-deposit ratio into the supervisory ratios indicating prudential management of banks.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tandards for
liquidity risk in terms of foreign currenc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difficulties with which banks reduce asset items in case of liquidity shortage.
The policy response to the better credit rating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technical improvements in risk measurement and dissuasion of moral hazard as well. The incentive schemes for fund distributors and fund
managers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investors.
Derivative markets may be easily exposed to a form of destructive competition such as fraud or manipulation. Derivative transactions may have important impacts on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To cope with these public policy concerns,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monitoring on derivative
transactions, and exercising enduring efforts on accounting and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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