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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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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미국， 일본， 북구제국 동 선진국과 아르헨티나， 철레， 멕시코 풍 개도국의 금융위 

기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척인 금융위기 관리률 위한 다섯 가지 교훈율 도훌하였다 첫째， 

훌륭한 금융위기 관리는 다음 세 가지 기본원칙들융 준수해야 한다. 휘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 

자들이 구조조정비용의 대부분올 부담하게 하라. 문제은행둘이 대출율 연체한 차입자들에게 

신용을 연장하는 것을 막아라. 구조조정계획에 우선 순위률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계획에 필 

요한 자금을 인플레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피하라 둘째， 은행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원칙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동일하지만 제약조건들은 상이하다， 제약조건들의 

심각성이 구조조정계획의 모습올 결정하므로， 성공적 구조조정계획의 속성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차이를 보인다. 셋째. 1980년대 칠레와 1990년대 멕시쿄의 경험들온 개도국에서는 규제 

자들이 위기률 해결하기 위해 대출만기률 연장하도록 계획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규제자들은위기때에 비은행 금융자산들의 가격들울지지하는유혹올피할필요가 

있다 다섯째， 규제자들은 경제 또는 정치가 부여한 제약조건들융 극복하는 그들의 힘이 종종 

아주 보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활동하여야 한다 

*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본 논문은 CharJes Goodhart et aJ.. FinanciaJ ReguJation Why. how and where now? 

RoutJedge. 1998의 제7장올 완전 번역한 것으로 우리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큰 시사점올 던져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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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은행들이 지급제도에서 필수척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반대중은 금융시스탱의 

무결성 (i ntegrity)을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갖는다는 거의 전폭적인 합의가 미국 

에서는 적어도 대공황이래 존재해 왔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건전성 및 

시스템 위험관리 목적으로 감독 및 규제기구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건전성 규제 

(prudential regulation)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한 국가의 은행산업의 주요 

부분을 위협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해 놓은 자금과 시설이 금융시스댐의 무 

결성을 유지하는데 불충분하며， 때로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공적자금(public 

funds) 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현존하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은행의 지 

급능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가 비은행금용기판의 금융자산들의 가치까 

지도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되어， 금융의 안정성올 촉진하기 위한 공적자 

금 지출의 추가적인 길을 잠재적으로 열어 놓고 있다. 

공적자금의 사용이 금융위기의 악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출을 

늘리는 불리한 유인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 (moral 

hazard problems)는 금융위기의 해결기간동안에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 금융 

위기 때에 금융시스템을 구원하기 위해 구조조정계획올 짜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적인 금융시스댐올 구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 

는데 내재하는 위험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건전한 구조조정정책의 몇 가지 원 

칙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구제금융계획에 내재하는 위험들 때문에 구 

조조정계획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구조조정계획의 원칙들은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가장 헌신척이고 지식 

이 풍부한 은행규제자들에게도 건전한 원칙들에만 의거한 해결책을 방해하는 제약 

조건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조건들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의 시장에서 

더욱 극심하고 근본적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공이 유력시되는 강력한 기초를 갖 

춘 선진국에서 조차도 정책수행자들이 당변하는 도전들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 

러므로， 우리는 기초조건들이 정책수행자들이 최선의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정책수행자들이 장애물에 직면한다는 사실이 그들이 실패의 운명에 처 

해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정책수행자들이 당연한 도전은 제약조건들 내 

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가능한 곳에서는 제약조건들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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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훤칙에 충분히 근접한 구조조정쩡책올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원칙들이 제약조건들 하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이해 

는 정책수행자들이 다양한 환경 하에서 어떻게 노력하였는가률 신중히 분석함으로 

써만이 얻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제약조건들 하에서 해법들올 

기술하고 초기조건들의 심각성올 고려하여 이 해법돌의 효과성올 평가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I장온 목표률 정의하고 목표달성에 필 

요한 원칙들을 포함하는 성공적인 금융구조조정계획올 수행하는 률을 제시한다. 

n장에서는 효과적인 은행위기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원칙돌과 비은행금융위기의 

관리를 위한 한 가지 원칙이 제시된다.1I장에서는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규제 

자들이 당면한 상이한 제약조건들이 성공적인 구조조정계획올 달성하기 위한 원칙 

들올 적용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술한다.ill장에서는 이 틀을 이용하 

여 몇몇 선진국의 은행구조조정올 평가한다. 이 나라들에서는 기초적인 경제조건 

들이 원칙에 의한 해법에 유리하였지만， 정치적 제약조건들이 정책수행자들로 하 

여금 원칙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정올 가하도록 강제하였다.lV장에서는 매우 

상이한 결과들을 초래한 1980년대 초 · 중반의 중남미 2개국에서의 은행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1990년대의 멕시코틀 평가하기 위해1) 1I장에서 

제시된 기본 툴올 사용한다. 아르헨티나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매우 허약한 금융시 

스템을 갖게 되었으나， 철레는 구조조정계획올 이용하여 금융시스댐올 강화하게 

되었다.lV장에서는 규제자들이 직면한 제약조건들과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기본 

원칙들에 충실하려는 정책수행자들의 의지가 지극히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V장에서는 비은행 금융자산의 가치롤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의 효험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찌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ll. 금융위기 관리의 원척과 제약조건 

1 . 금융위기 관리의 세 가지 기본원칙 

한 나라의 금융시스댐이 지급불능상태로 위협받을 때에는 예금보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s)과 중앙은행의 비상신용(emergency central 

1) 금융구조조정계획의 더 많은 보기들은 Shang(l996)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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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credit)과 같이 격려된 은행실패들올 해결하기 위해 쌓아둔 기금들은 당면 

한 과제해결을 위해 불충분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금융시스렘의 위기가 닥 

쳤을 때에 금융시스댐이 보존되려면， 종종 공적자금이 은행실패들올 해결하기 위 

해 사용되어야 한다. 

규제시스템이 명시적인 예금보험계획올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 

융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 은행채무보유자들이 은 

행실패의 결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을 위해 공 

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공공부문으로부터 금융시스템으로의 자원의 이전을 의미 

하게 된다. 공공정책의 목적은 이 자원이전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산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한정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정책수행자들이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은행구조조정계획을 시행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은 위험부담으로 

혜택을 입은 당사자들이 금융시스렘의 구조조정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일차적으로 은행주주들이 후순위채 (subordinated debt)와 같은 

장기채 보유자들과 함께 투자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대출금을 연체 

한 차입자들에게 공적 비용으로 우대조치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이 원칙을 준수 

하는 것은 사적 당사자들이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비용올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위험부담올 억제하는 유인뜰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둘째 원칙은 문제의 금융기관들이 매우 위험한 차입자들에게 신용공여를 연장하 

거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새로운 신용으로 자본화(capitalize) 하 

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낮은 

그리고 감소하는 순재산가치를 가진 금융기관들이 금융시스댐의 무결성을 유지하 

기 위해 고안된 공공정책의 보호라는 우산 아래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때 발생 

하는 은행구조조정상의 도덕적 해이 위험 (moral hazard risks)을 감소시킨다. 

이 원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금융기관들이 가능하면 폐쇄나 매각을 통해 현 소 

유주들의 수중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의 두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음의 순재산가치률 가진 금융기관들의 일부 

채권보유자들에게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 

2) 불가피하게， 잠재척으로 망해가는 은행톨의 채무들올 대표하여 화혜시장 증권들의 일부 대량보유 
자들에게 어느 정도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급제도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화폐시장이 계속해서 작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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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셋째 원칙은 급격한 물가상승올 막으면서 공적자금올 후입하는 은행구조조정에 

우선순위롤 부여하는 정치적 의지 (political will)를 고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구조조정계획올 실시하기 위해서 정책수행자들온 위의 세 가지 원칙들 

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제자들이 처해 있는 경제환정이 원칙들 

을 실행하는 능력에 영향올 미친다. 한 사회가 온행구제의 기금마련올 위한 의지 

를 불러모았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구조조정계획의 성공울 위태롭게 할 만한 극심 

한 자원제약에 당면할 수 있다. 예컨대， 한 경제가 기금마련올 위해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는， 은행구조조정의 자금을 조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막도록 다른 분야들에서의 재정지출올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자금조달의 제약조건이 단단해질수록 우선순위롤 부여하는 과업이 더욱 어려 

워짐은 분명하다. 

원칙들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제약조건온 금융기관들이 거래되는 시장 

들 혹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는 금융자산들이 거래되는 시장틀의 이용가능성이다. 

이러한 시장들은 실패한 은행의 고객기반과 유통시스댐의 가맹가치 (franchise 

value)를 민간 투자자들이 인식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공척자금 지출올 최소화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 가치 있는 자산들의 매각대금이 신용손실의 공척 홉수 

(public absorption)롤 상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문제의 크기에 비해 시장들이 크고 자금조달이 풍부하다면. 규제자들은 금융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선태권들옳 갖는다. 이 선택권들은 민 

간부문 합병 혹은 매각(private sector merger or sa1e). 규제당국에 의한 지배 

및 관리 (take-over and management by the regu1atory authorities). 그 

리고 최후의 방법으로 현재의 소유권올 인정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기관의 구제금 

융(bai1-out of an existing institution with ownership 1eft 1argely in 

place) 동 세 가지 큰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권， 즉 민간부문 합병 혹은 매각 하에서는 회수불가능한 대출금은 

대손상각 처리되는데 3) 이는 대손충당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부채의 가치가 자 

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점까지 은행자본의 잠식올 필요로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매각되거나 합병될 때， 매입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으로는 충분히 자본화된 금 

융기관을 초래하지 않올 수 있다. 그러므로. 초과부채를 지급하거나 합병의 자금 

3) 대출의 대손상각은 대차대조표의 차변에서 회수훌농의 대훌융 제거하는 파갱이다. 대출대손충당금 
계정은 대변의 감소되는 계정이다 대훌대손충당금이 훌충훈하면. 대손상각이 자본계정의 감소롤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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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을 위해 민간부문에 신용올 연장해 주는데 꽁척자금이 종종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권 하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실패한 은행의 고객기반파 유통시스템에 

대하여 양의 가격을 지불하려 들지 않을 때에는， 규제자가 금융기관을 폐쇄하고 

예금자들에 대한 지급을 보조하기 위해 그 기관의 금융자산들을 매각한다. 

두 번째 선택권. 즉 규제당국에 의한 지배는 규제자률이 금융기관들을 운영하는 

충분한 노하우(know-how)를 갖고 있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이 저개발되 

어 있거나 혹은 금융위기가 은행재산들올 매우 낮은 가격들에서도 매력적이지 않 

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부설기관의 공급올 홉수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을 

때 사용된다. 연체된 대출금이 상각처리되고 자본감소가 이루어지면， 보통 이 선 

택권은 첫 번째 선택권보다 많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요구하는데. 이는 규제자들이 

고객기반과 유통시스템의 가맹가치에 대해 선도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자들이 실패한 은행들을 경영하는데 경험이 있으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투자 

에 대한 이익올 통해 그 가맹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가 문제은행들 

이 민간소유의 은행들 수준에서는 불충분한 자본수준에서 운영되도록 허용함으로 

써 비용의 일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민간소유자들처럼 정부들이 

금융기관들을 불충분하게 자본화시켜 과도한 위험올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을 수반한다. 더욱이 , 이 선택권의 성공은 시장조건들이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은 

행들이 민간소유로 되돌려지도록 보장하는데 었다. 

세 번째 선돼권， 즉 구제금융은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 회소하고， 

금융기관들이나 금융자산들에 대한 시장들이 금융위기때에 미개발되어 있거나 혹 

은 비유동적일 때， 그리고 규제자들이 은행들을 경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지 않 

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 세 가지 해결책들 중에서 구제금융에 의한 해결책이 건전 

한 구조조정원칙들에 맞추어 실시하기가 가장 복잡한데， 그 이유는 지급불능상태 

에 빠진 금융기관들이 이 기관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제공되는 현 

재 소유자들의 수중에 놓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2.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제약조건의 차이 

개도국의 규제자들은 자원， 시장 그리고 노하우변에서 선진국의 규제자들보다 

극심한 제약조건들에 직면한다. 개도국이 금융위기 발생이전에 매우 보수적인 재 

정정책을 수행해왔다 하여도 정책수행자률은 구조조정계획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을 확보하는데 있어 만만치 않은 과제에 당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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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대조적으로 개도국들은， 많온 개도국률이 국제 채권시장에 대한 접근 

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국내 장기채권시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 

제시장들에서 위기가 입박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장기채권시장들에 대한 접근은 

고갈된다. 예컨대 .1994년 12월 멕시코떼소화의 평가철하에 의해 예고된 금융위 

기 동안에 미국 재무부 증권에 대한 브레디채권 스프레드(Brady bond spreads 

over comparable US Treasury securities)는 1994년 12월과 1995년 2월말 

사이에 멕시코의 경우 1% 포인트에서 4% 포인트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2% 포인 

트에서 4.5% 포인트로 상숭하였다. 

이는 개도국에서 단기채권의 발행이 보다 공통척인 자금조달방법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채권시장에서의 위험은 단기채권의 만기연장이 이루어질 수 없 

으면 정부가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보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부채지급능력의 악화라는 조그만 암시도 그 정부를 채권시장에서 봉쇄시킬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자금조달의 압력을 중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은행자산들에 대한 시장은 개도국에서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수입될 수도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는 또한 유통시장의 

개발에 필요한법적 하부구조그리고시장하부구조의 부족때문이기도한데. 이 점은 

최근 미국 부동산투자자들이 멕시코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싸f올 매입하려 시도한 

사례에 잘나타나있다 4)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이， 생존하기 위해 충분한필수집단 

을 펼요로 하는 시장을 지지하기에는， 너무 작을런지도 모른다. 

규제의 노하우가 개도국에서는 공급부족 상태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은행감독에 

있어서 유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시장들에서조차 은행규제자들이 정치적 독립성 

을 보유하지 않으면 은행자산들올 밀착되지 않은 투명 한 거 래 (arm' s-length 

transactions)를 통해 매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저축대부 

조합 구조조정을 둘러싼 추문처럼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기도 하나， 선진국에서는 

다른 제약조건들이 댈 극심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따라서， 개도국의 규제자들이 당변하는 제약조건들이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구제금융을 선택하게 할 필요성을 높게 만든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가 

장극심한제약조건들에서도정책수행자들이 위에서 소개된세 가지 일반원칙들을 

시행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구조조정노력의 성공여부를 간혹 결정 

4) 신문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자돌이 멕시코 시장에서 재산옳 매입하려고 시도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어려움을 보도하였다 예컨대， 지급불능외 대출에 대해 담보로 사용된 많온 재산들이 법척으로 압류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들은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이전훨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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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제약조건들의 심각성보다는 규제당국이 원칙들올 해당국가의 조건들에 

적응시키는 능력이다. 

3. 비은행 금융위기 관리의 원척 

금융위기의 효율적인 해법을 도출해 내는 일은 최선의 환경에서도 어렵지만， 아 

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해법올 마련하는 것이 더 적은 조바심을 낳는다. 결국 

불개입에서 오는 잠재적인 재난은 스스로의 민간전숭(folklore)올 따른다. 은행예 

금과 지급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공식적 경제의 파멸로 이어져 주요 경제공 

황의 도래를 예고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자산들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 시장들에 대한개입을지지하는주장들은드물지 않다. 예컨대， 주식， 선물， 그 

리고 상품 거래소들은 보통 스스로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결제시스템을 갖고 있다， 

결제시스템 중 하나에서의 주요 참여자가 실패하면， 이는 금융에서 그렇게 우려되 

는 통일한 연쇄반웅을 초래할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금융위기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과 통일한 이유로 개입을 정당화시키지 않는가? 

금융위기의 효과척인 관리를 위한 네 번째 원칙은 비은행 금융위기들을 은행 금 

융위기들과 동일한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는 유혹올 피하는 것이다 은행 

규제에서 도덕적 해이 위험들을 최소화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은행들이 

면밀하게 감독되어야 하며， 회계적 속임수를 통해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감독에 필요한 비율들이 신중하게 감시되어야 한다. 대 

부분의 사회들， 특히 개도국들이 비은행 금융자산들에 대한 시장들을 감독하는 데 

은행자산시장들과 비슷한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그럼에도 불구 

하고 비은행 금융자산들올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인 조치들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사회는 관심을 갖는다. 예컨대， 주식거래소와 상품거래소의 경우 손실을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청산기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관들이 엄격한 

정부간섭 없이 기능할 수 있으려면 위험감소조치들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사적 당사자들이 극심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5) 더욱이， 금융문제들의 경우에 정부지원을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들의 하나는 부(wealth)롤 
은행예금의 형태로 유지하는 소액저축자들의 보호이다 소액저축자물은 또한 뮤추얼펀드(mutual 
fund)를 보유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뮤추얼펀드는 그 자산돌올 륙정하게 지정되고 공시된 시장성 
있는 자산틀의 형태로 보유하도록 요구된다 투자자들이 사기 (fraud) 또는 고객기금의 냥용에 대해 

보호를 받는 한 구체적 보호를 위한 더 이상의 필요성은 없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판리의 사례 71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위기때에 광범위한 종류의 비은행 금 

융자산들의 가치를 보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뷔하는 것이다 6) 

다음 두 장에서는 몇몇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은행구제 노력올 논의하기로 한 

다.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정책수행자들은 금융문 

제를 해소하는데 사치스러울 정도로 충분한 자금들올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세 가지 원칙들에 충실하게 의거한 정책들로 유도되는 것은 아니다. 

m. 미국， 일본과 북구제국의 은행 구조조정으로부터의 교훈 

은행위기는 1980년대 말에 미국을 덮쳤으며. 일본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멘 

등 북구제국은 1990년대 초에 금융위기가 닥쳤다. 이들 중 어느 나라도 실패한 

은행을 구출하는데 있어서 이용가능한 잠재적인 자금조달의 규모 변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 재무부 증권을 가장 품질이 높은 투 

자상품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해외로부터 상당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 

다. 일본에서 저축은 국내 수요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 최대의 자본 

순수출국이 되었다. 금융위기동안에 북구제국 정부들은 국내 단기이자율의 급격 

한 변동을 겪기는 하였지만 유리한 이자율로 장기자본시장들에 대한 접근을 향유 

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노르웨이와 스웨댄에서 장기채권 가격들은 

1980년대에 비해서 1990년대에 상당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본도 북구제국도 

모두 미국의 규제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실패은행 자산들에 대한 시장들처럼 탄력 

있고 심도 있는 시장들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과 북구제국의 최초조건들이 

비슷하다고 유사한 결과들이 예고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주로 구조조정비용을 

다양한 은행산업의 구성원들에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 난관 때문에 금융위 

기 해결을 위해 여전히 분투를 계속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정책 

수행자들이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몇 가지 많은 비용이 드는 

실수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미국과 북구제국은 은행주주들에게 손실을 부과하고 

은행예금의 가치를 보존한 해결책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국이 금융위기를 

6) 많은 경우에 금융문제들이 은행들이 보유하는 증권을의 급격한 가격하락에 의해 악화되었다， 이것 
이 증권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그 증권틀의 은행보유 
에 대해 더욱 잘 셜계된 규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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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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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데 있어서 취한 조치들을 약술하고. 왜 일부 구조조정노력들이 다른 

것들보다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한다. 

1 .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위기 

미국의 저축대부조합(US Savings and Loan) 구제 및 구조조정 계획의 사례 

는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과 시장들의 이용가능성이 은행감독자들이 어떻게 위의 

원칙들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또한 정책목표들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치적 의 

지가 고취되지 않으면， 비교적 관대한 제약조건들이 좋은 정책올 경감시킬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 , 정치적 제약조건들(political constraints) 이야말로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원칙대로 해결되지 않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이다 7)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위기의 기원은 미국 금융시장의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이었 

다. 첫째 변화는 주택담보부 증권들(mortgage-backed securities) 에 대한 잠재 

적 투자자기반이 확대된 것이었다. 둘째 변화는 인플레이션의 결과 명목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주거용 주택시장에 전적으로 자금을 

7) 저축대부조합위기의 기술에 대해서는 Kane099이과 White (l 991)활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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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켰다. 두 번째 사건은 공개시장이자 

율과 저축대부예금이자율 상한간의 스프레드를 증대시켜， 저축대부조합들이 예금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올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장변화들의 결과로서 많은 저축대부조합들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순재산가치롤 잃었다. 관련된 손실규모는 소액예금자들을 은행실패 

의 충격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보험기금자원올 상회하였다. 세 번째 

원칙올 위반한 것은 손실을 덮기 위해 추가적인 공적자금올 제공하겠다는 정치적 의 

지가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규제자들은 회계규칙들을 조작하고 곤경에 처한 

금융기관들에게 비상기금올 투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자금조달의 부족상황에서도 규제자들이 금융기관의 자본기반 대비 자산증가율 

(asset growth relative to capital base) 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였다면， 순 
재산의 시장가치가 0인 저축대부조합들의 확장을 규제자들이 통제할 수 있었을 것 

이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의 정치적 힘과 규제의 무기력이 결합하여 건전한 위기 

관리 원칙들의 적용을 막았다.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잃을게 전혀 없었던 금융기관들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투자를 회수한다는 

희망으로 추가적인 위험들을 부담하였다. 

실행중인 계획이 구조조정 비용을 확대하는데 그치고 만다는 것이 분명해진 

1980년대 말 규제당국은 건전한 구조조정 원칙들에 따라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충분한 공적자금을 확보하였다. 예컨대， 규제당국은 실패한 금융기관들을 압류하 

고 매각할 수 있었다. 매입희망자들은 은행의 유통시스댐의 가맹가치와 함께 은행 

자산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매입희망가격들이 너무 낮으면， 규제자들이 자산매 

각과 정부기금으로 예금자들에 예금을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올 폐쇄하였다. 

이 정책은 첫 번째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는 두 가지 목표룰 달성했다. 그 정책은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주주들이 손실올 부담하도록 하였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차입자들이 담보를 상실하게 강제하였다. 그러나. 그 정책은 저축대부조합들에 대 

한 대규모 청구권 보유자들이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 

는 그들이 정치적 결정이 지연되는 통안에 포지션을 청산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실패한 금융기관들을 폐쇄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물가상승의 우려 없이 조달될 수 

있었고 압류자산들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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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금융위기 

일본에서의 금융위기는 1990년 초 부동산가격 및 주식가격 폭락사태에 의해 예 

고되었다. 1980년대에 걸쳐서 대형상업은행들과 장기신용은행들이 주도하여 금 

융기관들은 부동산투기에 열중한 기업들과 개언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실 

시했다. 부동산투자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 

들은 부동산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실시했다. 금융기관들의 부 

동산에 대한 노출(exposure to real estate)의 상당부문은 주택금융회사인 주센 

(j usen) 이라 일컬어지는 관계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 금융기관이 다 

른 금융기관의 지배주식들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 관계회사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은행들의 부속기관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형은행들이 이 회사들에 경영 

비결을 공급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 회사들에 투자하도록 지휘하였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대형은행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주센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주로 금융 

기관들이었다， 이들 중 많은 금융기관들은 협동조합과 같은 소형 금융기관들이었 

다 일본에서 부실대출 문제의 많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평가하기가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거미줄로 엄힌 사업관계이었다. 

주센과 유사금융회사들이 부동산대출의 지급불능 때문에 부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주센에 투자한 회사들의 대차대조표에 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규제당국 

은 자신의 신용으로 그리고 두 번째 원칙과 일관성있게 금융기관들이 실패한 주센 

에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그 방법들이 비일본 기준에서 보면 다소 이 

단이었다. 보통의 상황하에서는 주센과 유사기업들은 파산에 직변했을 것이며 대 

출자들이 대차대조표상에서 손실처리를 했을 것이다. 

그 손실이 개별 대출자들의 순재산가치를 초과하면 이 대출자들도 역시 파산으 

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이 대출자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예금수취기관들이었기 때 

문에， 규제당국은 실패하게 될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방법에 관한 공공정책 문제 

에 매달려야 했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일본 규제당국은 주센문제의 결과로서 어 

떤 예금수취기관도 파산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센에 대한 총대출잔고는 약 13 

조 엔이었으며， 그중 약 절반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규제당국은 부실대출문제를 해결하는 데 6.850억 엔을 제공하였다. 주센을 설립 

한 은행들은 주로 대형상업은행들과 장기신용은행들로 구성되었는데， 약 3.5조 엔에 

달하는 주센에 대한 채권전액을 포기하도록 요구되었다. 주센에 단순히 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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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주센해젊패키지 (10억 잃본 멘) 

자료 Ministry of Finance Japan (l996) 

한 기타 은행들은 l. 7조 엔에 달하는 채권을 포기하여야 했는데， 이는 이 은행들의 

주센에 대한총노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약 5.5조엔을주센에 대출해준농업 

협동조합들은 불과 0.5조 엔을 구제금융에 출연하도록 요구받았다C(표1)참조). 

농업협동조합들은 손실을 더 부담할 재무척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주 

장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권을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들은 손실 

을 적게 부담하였다.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들을 파산처리하여 해결하지 않고 위의 해결책이 선택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규제당국은 정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제도의 

붕괴를 허용할 여유가 없었다. 미국의 저축대부조합들처럼 농업협동조합들은 농 

림수산업에 신용을 제공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오래 전에 상설하였던 것이다. 농림 

수산업의 신용요구는 거의 0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물론 농업협동조합들이 주 

센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농업부문의 로비는 금융위기의 시발과 종료 사이에 저축대부조합이 보유한 자산들 

이 25% 하락한 미국에서의 부동산업계보다도 금융개혁의 훨씬 무서운 강적임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주센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두 번째 원칙에 

충실하였으나， 위험부담의 유언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보존되었다는 점에서 장기 

적 관점에서는 두 번째 원칙을 지키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규제당국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올 고수하였다. 명시적 소유 

권들과 책임과의 관계는 미약할 뿐이었다. 창설온행들이 주센을 소유하지는 않았 

으나， 그 은행들의 고객들이 창셜은행들이 주센의 소유자로 행세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소유 책임을 부담하였다. 규제당국은 잘 알려진 묵시 

적 계약을 단지 시행하는데서 그 역할을 찾았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 해결책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원칙을 위반하였다. 그 

해결책은 실패한 금융기관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는데 실패하여. 그 금융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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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공적비용으로 위험부담올 하게 될 강한 가능성올 열어 놓았던 것이다. 금 

융기관들간의 손실배분이 법적인 과정 혹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에서 그 정책은 또한 첫 번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실패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장들이 일본에서 작동될 수 있으려면， 잠재적 매입자들이 잠재적 채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후자의 문제는 일단의 금융기관들올 보호하는 정치척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 

격려된 지방은행들과 협동조합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발생했다. 각각의 경 

우에 새로 개설된 예금보험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부실자산들을 인수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자산들과 유통시스렘을 가장 높은 입찰 

가를 제시한 매입자에 경매한 후에 공적자금의 채무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러한 경매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주요 ‘주거래은행’ 금융기관 

(a major ‘ main bank' institution)에게 실패한 은행의 고객들을 맡고 건실한 

자산들을 보유하는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올 지원하도록 요청되었 

다. 따라서， 실패한 금융기관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과정이 부재했다. 이 해결방 

법은 부실은행의 자산들이 가장 유능하거나 효율적인 경영자들의 수중에 놓이도록 

보장하지 않으며. 공적자금의 비용을 최소화서키지도 않는다. 

일본당국이 실패한 금융기관들을 전소유주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망설이는가? 가능한 답은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에 의한 위기해결이 일본에서 

의 근본적 사업관계 (fundamental business relationships)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효율적인 해결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교환조건들(political 

trade-offs)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1997년 대장성을 통해 

대대적 금융개혁조치 (big bang financial reform)를 선포하였다. 이것이 위기해결 

을 방해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를 요리하는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3. 북구제국 

노르혜이와 스웨덴은 그들의 금융위기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었다 8) 이 두 나 

라는 무수익대출(non-performing loans)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 결과로 자 

기자본이 위험수위로 떨어진 은행들에 주식지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관 

을 통해 조달된 정부자금을 사용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3대 상업은행들의 소유주 

8) 북구제국에서의 금융위기들과 이 위기들을 유도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술은 Dress와 Pazarbasiogj u (1995)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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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배주주가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비상업은행 계열회사들은 파산처리롤 하면 

서 두 대형 상업은행들에 자기자본올 투입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정부가 모든 상업은행들에 우선주 

를 공급하였다. 어떤 은행이든 3년 연속으로 이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우선주가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은행을 인수할 작 

정이었다. 

이 모든 계획들에 있어서 공통요소는 은행들이 모든 채권보유자들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고 새로운 신용에 대한 수요롤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었다. 

기본원칙들과 일관성을 가지는 바와 같이 민간주주들은 척어도 일시적으로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통제권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각국 정부는 지원을 받는 은행 

들이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계획올 제출할 것올 요구하였다. 스웨덴에 

서는 건전은행/자산관리은행 계획 (good-bank/bad-bank schemes)을 통해 부 

실자산들이 건실한 자산들로부터 분리되었다. 스혜댄 정부는 자산관리은행의 자금 

을조달하는 책무를부담하였다. 그러나， 국내시장들이 대형은행들에 대한투자자 

들을 찾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어느 사례에서도 실패한 은행들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경매에 부치는 노력은 없었다. 그러나. 왜 외국인들에게 입찰과 

정에 참여시키는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다.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가맹가치를 입찰에 부치는 과정의 결여는 규제당국이 금융위 

기의 즉각적인 현금지출비용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제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제국 정부들은 효율성과 수익성의 확보를 보장하면서 국내은행들의 인수를 전문 

적인 방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주주들의 장기적 유인들이 이 계획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정부 

가 오직 부분적인 주식지분만을 인수했던 몇 가지 사례들에서는 모든 민간주주들이 

은행들에 대한 투자가치를 실제로 상실하였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스웨덴에 

서는 정부가 곤경에 빠진 정부지배은행의 민간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였다. 모든 

사례들에서 민간소유권들이 희석되었으나，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는 민간주주들이 투 

자전액을 상실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낮은 가격을 치룬 것이다. 

북구제국은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반옹했다고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북구제국이 대체적으로 효과적 위기관리의 원칙들을 따른 것 

은 사실이지만. 이 국가들은 예금자들이 아닌 민간투자자들이 부(wealth)를 상실 

하게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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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개도국의 은행구조조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금융위기는선진국과개도국에서 모두빈발하는문제이기는하지만， 중남미제국에 

서의 다양한 은행구제노력들은 위기관리에 있어서 독보적인 사례연구들을 제공한다. 

1980년대에 걸쳐서 중남미의 규제자들은 부실채무문제률 해소하기 위해 종종 인플 

레이션과 이자율통제에 의존하였다 세 번째 원칙올 위반하여， 이 국가들이 대폭의 

재정적자와 이를 감소시킬 정치적 의지없이 금융위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 방법 

이 적용되었다. 1980년대 초반의 아르헨티나 1980년대 중반의 멕시코와 페루가 돋 

보이는 본보기들이다. 예금자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극심한 손실을 입었으며 각국 

에서 투자자들이 금융시스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아주 불리한 제약조건들 하에서도 조차도 규제자들이 원칙들에 근접한 

성공적인 정책을 간혹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중남미 국가의 사례들 

도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사례는 1980년대 초반 및 중반의 칠레이다. 망해가는 

은행들을 폐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제한되어 있고 곤경에 처한 대형 금융기관들 

을 매각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장들도 없었지만. 규제자들은 미지급이자를 자본 

화하거나 증대된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유인들올 최소화하 

는 구조조정계획을 도출하였다. 이 사례를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9) 

1980년대와 대조적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약속은 중남미에서 1990년대의 두 

드러진 특정이었다. 이것은 중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어 1990년대 중반에 이 지역을 

강타한 심각한 금융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해 취한 접근방법에 잘 드러나 있다. 

다음 두 절들에서는 중남미에서의 금융위기 해결의 세 가지 사례들， 즉 1980년 

대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리고 1990년대의 멕시코의 사례를 다룬다. 이 경험들 

의 윤곽을 그려보면 은행위기관리의 세 가지 원칙들을 준수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9) 콜롬비아도 또한 1980년대 중반에 인플레 없이 은행들을 구제하는 계획을 겔계할 수 있었다 콜롬 
비아는 수출대금을 무수익은행돌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가능하게 한 긴축재정정책을 유지했었 
다 은행보험기금이 부설기관들의 재자본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기관들은 정부소유로 넘어갔 
다 부실은행들의 주주들로 하여금 투자손실을 입게 함으로써 콜롬비아 규제당국은 건전한 위기관 
리의 첫 번째 왼칙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79 

1. 1980년대 위기해껄 : 아르헨티나와 철레의 사려1 10 ) 

수많은 중남미제국에서 1980년대의 채무위기의 와중에 금융위기가 닥쳤다. 위 

기해결의 사례연구로서 1980년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험들은 그 결과가 대조 

적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초인플레 (hyperinf1ation)와 

국내총생산대비 은행예금 비중의 급격한 하락이 보여주는 것처럼 금융의 실질적 

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로 끝을 맺은 반면에 칠레의 위기는 강화된 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초래하였다. 이는 상이한 결과 중에서 어느 만큼이 초기 제약조 

건들에 기인한 것이며 어느 만큼이 극심한 제약조건들 하에서 세 가지 원칙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규제자들의 완고함 때문인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1) 제약조건과 계획설계 

칠레는 1982년에 시작된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그 위기를 다루는 불충분 

한 시도 후에 1984년까지 그 독보척인 성공의 전주곡이 된 은행구조조정계획을 실시 

하였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계획은 독특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와 철레 

의 계획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1년 아르헨티나에서 제안된 계획도 칠레 

와 동일한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12) 정녕.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계획들은 첫 번째 

원칙 및 두번째 원칙에 충실하게 입안되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하는바와같이， 

상이한 결과를 낳은 것은 계획의 설계보다는 실천이었다 계획올 실천하는데 있어서 

칠레는 세 번째 원칙을 면밀하게 지킨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그러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81년 말까지 그리고 철레에서는 1984년까지 , 양국 규제 

자들은 은행들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차입자들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자본화하 

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올 인식했다. 그들은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의 주 

주들이 구조조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올 알았다. 

규제자들이 셜계한 계획들은 금용시스댐의 대출금의 약 절반올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각 계획은 구조조정된 대출의 원금올 인플레이션을 반 

영하는 지수에 연동시켰으며. 미리 결정된 실질이자울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두 

10) 이 절은 Rojas-Suárez와 Weisbrod (l 996)률 많이 인용한다 

11) 칠레의 구조조정노력은 실제척으로 1982년에 시작되었으나， 과업에 비해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판명된 후 1984년에 수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수정된 계획만올 논의하는데， 그 이유는 수정 
된 계획이 규제자들이 성공적인 계획올 시행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조달 제약조건물올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률 보여주기 때문이다 

12) 칠레의 위기로 이어진 사건들의 상세한 기슐에 대해서는 Velasco (l 9911률 보시오， 아르헨티나 
의 사례는 Balino (1 991)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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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들은 장기채권에 대한 대가로 중앙은행에 구조조정된 대출올 할인 받을 수 있 

도록 허용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도록 요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계 

획 하에서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된 대출을 할인 받올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그 대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도록 요구되었다. 칠레의 계획에서는 은 

행들이 구조조정된 대출을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이전시킴으로써 받은 자금들 

로 중앙은행증권을 매입하도록 요구되었다. 양국에서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매각 

된 대출을 매각가격에 대부분의 경우 발생이자를 합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까지 

모두 되사들이도록 요구되었다. 

칠레의 몇 개 소형은행들은 예외로 하고， 그 계획들은 지기자본이 고갈된 은행들 

을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올 포함하지 않았고，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정 

부인수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양국의 계획들은 기존은행들이 결과적으로 

재자본화될 (recapÌ talized) 것이라는 면에서 구제금융으로 분류될 수 있다.II장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 규제자들이 심각한 자금조달제약과 온행자산들에 대한 불 

충분한 시장들의 문제에 당면하고， 압류된 금융기관들을 경영하는 노하우가 부족할 

때 구제금융의 대안을 선택한다. 1980년대 초반의 위기관리에 있어서 칠레와 아르 

헨티나 규제당국 모두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당변하였으나， 자금조달의 제약이 아 

마도 좋은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장애물이었다. 

칠레의 경우에.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의 외채누적이 규제당국이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비인플레이션적인 방식으로 조달하는 능력을 

방해하였다. 칠레는 강력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국내총생산대비 

외채비율((표 2> )을 감당하는데 저축의 많은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내저 
축을 은행구조조정자금으로 이용하는 능력에서 한계를 보였다. 자금조달의 

제약조건은 1982년 채무위기의 발발로 더욱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중남 

미제국을 민간 국제채무시장들에서 봉쇄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은행자산들에 대한 시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칠레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다국적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올 조달하여야 했다. 이와는 극히 대조 

적으로， 아르헨티나 규제자들이 당면한 자금조달의 제약은 철레보다 훨씬 낮 

은 국제채무부담보다는 아르헨티나의 높은 국내총생산대비 재정적자 비율로 

부터 발생했다((표 2>) . 금융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세수입을사용하는 것에는 
낮은우선 순위가부여되었는데， 이는조세수입이 다른 사업들에 대한정부지 

출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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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재정적자와 장기채무(국내총생산대비 백분율) 

자료 IMF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Wo다d Bank ‘ World Debt Tables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각국이 처한 제약조건의 본질적 차이들이 어떻게 

각계획이 실천되는 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두 나라의 급융규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국내의 우선순위를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폐쇄하고 채권보유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플레이 

션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자금의 부족이라는 공통문제에 직변했다. 그러 

므로， 양국의 규제당국이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 주고 지급계 

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자본화하는 전략을 따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러나， 구조조정계획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은행채권 보유자들에게 금융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들의 투자가치가 실질가치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올 설 

득하는 규제당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 칠레당국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셀득에 성공 

한 반면에 아르헨티냐 당국은 그러하지를 못했다. 

(2) 전략의 실천 
원래의 구조조정 설계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아르핸티나의 구조조정계획이 

칠레의 구조조정계획과 아주 상이한 결과를 낳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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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구조조정계획올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르헨티나는 세 번째 원칙을 지키지 않 

았다. 아르헨티나 규제당국은 실제자원으로 구조조정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 대선에 금융문제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철레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의한 문제해 

결을 포기하였는데. 이것이 철레의 구조조정계획이 성공한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제약조건들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칠레에서는 은행채무의 큰 부분이 외국인 13)들에 대한 것이고 외 

화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부실대출문제를 제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 

르헨티나의 부실대출은 대체적으로 국내통화로 표시되었다. 철레의 자금조달제약 

이 보다 외부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구조조정계획의 실천에 더 큰 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의 요소를 부과하였다. 

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레는 금융시스탬올 정상으로 되돌려야 했다. 

이 정책은 1980년대 말까지 금융시스렘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가적인 혜택을 초래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에서의 신뢰회복보다 거의 5년이 

앞선 것이었다. 다음에서는 각 구조조정계획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 

를 간략하게 논의한다. 

위의 지적된 것처럼， 양국의 규제자들은 대출금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은행들의 

자본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원래보다 느린 속도의 원금상환， 결과적으로 은행들 

에 대한 자금지왼약속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강한 자금조달제약 하에서 

조차， 규제자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의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양국의 사 

례들에서 은행구조조정계획을 위한 자원은 중앙윤행의 경로를 통해서 은행들로 유 

입되었다. 따라서 대출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규모는 은행들이 실시한 총대출의 

백분율로서 각 금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총대출비율이 구조조정계획이 진전 

됨에 따라 증가한 정도를 고려함으로써， 추정될 수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것처 

럼， 아르헨티나에서는 1982년에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에 공급한 총대출은 은행 

들의 대출푸트폴리오들의 39%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이 1981년에는 약 9%였 

다. 반면에 칠레에서는 1985년에 중앙은행의 총대출은 은행들의 총대출의 87% 
에 달했는데. 1981년에는 이 비율이 약 6%에 불과했다 14) 

13) 물론， 칠레는 일부 차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외채무에 대해 지급뿔이행융 선택할 수도 있었올 
것이다- 정책수행자들은 이 행동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여 선돼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14) 칠레의 경우에 대출은 중앙은행에 매각되거나 배치된 대출올 포함한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총차 
입은 이 항목들을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은행들이 이들융 다시 사풀이도록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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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온행으로부터 은행률의 총차입(단위 :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아르헨E.I 나 口 힐러| 

자료 Superintendencia de Bancos(Chile). various issues IMF. InternationaJ 
FinanciaJ Statistics. 

양국의 시장에서 규제자들이 당면한 원래의 제약조건들이 구조조정노력을 위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양국의 중앙은행은 지급불능에 빠진 은행들에 

게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스스로의 금융시스템에 있 

는 건전한 은행들로부터 차입하였다. 물론， 건전한 은행들은 중앙은행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차입자들에 대한 신용을 줄여야 했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중앙은행의 은행들에 대한 신 

용의 백분율로서 은행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순신용 포지션은 1981년에 -22%였 

으며‘ 1982년에 -12%를 겨우 넘어 섰다 15) 이는 1982년에 은행들에 대한 중앙 

은행의 신용공여중 88%가 은행들에 의해 조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철레의 경우， 

1983년에 자료가 시작되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상세한 자산분류가 이용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칠레에서는 제2차 구조조정계획이 시작된 1984년에 은행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순신용포지션이 -21%에서 1987년에는 -2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은행들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용공여중 75%가 은행들에 의해 조달되었음을 

함축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부실은행들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이 은행예 

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조달된 반면에， 칠레에서는 이것이 건전한 은행들이 중 

앙은행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조달되었다 16) 따라서‘ 양국의 사례에서 모두， 중앙 

15) 음의 순포지션온 은행들이 순차입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16) 국제 신용시장에 대한 접근부족 때문에， 철레의 구조조정계획에 필요한 해외자금온 외국온행들로 

부터의 구조조정대출 그리고 다국적 기관들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으로 조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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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금을 대여하는 은행들과 자금을 차입하는 용행률의 중간자 역할올 수행 

함으로써 부실은행들에 대한 신용위험을 홉수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83년에 상황이 돌변하였다. 1981년과 1982년의 전개와 

는 대조적으로. 1983년까지 은행들의 순포지션이 +90%로 증가한 사실이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순대여자가 되었다. 공공부문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이 1982년의 국내총생산대비 11%에서 1983년에는 27%로 증 

가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은행들로부터 조달된 자금 

을 이용하였다 17)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더 이상 대출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중앙은행은 부실 

대출문제를 다루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연간 약 

500%에 달하는 기간동안에 은행대출에 대해 이자올상한올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결과로서， 대출의 실질가치는 1982년의 국내총생산대비 51%에서 

1984년에는 39%로 하락하였다. 예금에 대한 실질이자융 역시 마이너스였으며， 

1984년까지는 약 -50%로 하락하였다. 

요약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세 번째 원칙을 위반하여， 재정적자를 통제하는 정 

치적 약속이 부재하였으며， 그 결과 실질가치로는 은행구제금융에 어떠한 자금도 

투입될 수 없었다. 대출에 대한 음의 실질이자율이 차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 

고 금융위기에 별로 책임이 없는 당사자인 예금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및 두 번째 원칙도 위반되었다. 반면에 주주들은 실질가치로 부의 

많은 부분이 보존된 상태로 위기로부터 탈출하였다. 예금자들은 금융시스템을 이 

탈하였으며 , 국내총생산대비 예금액의 비윷은 1981년의 22%에서 14%로 감소 

하였다((그림 4 )) .18) 

아르헨티나와 대조적으로， 철레는 부실대출문제로부터 점진적으로 빠져 나왔 

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순대여자가 된 것은 1992년이후 였다. 이 기간동 

안에 칠레는 단지 보통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으며 대출과 예금에 대한 이 

자율은 양의 값을 유지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철레에서 인플레이션 

에 의한해결을막은시장규율의 요소는은행채무들의 높은비중이 외국인들， 

17) 그 비율은 재정긴축의 해였던 1986년과 1987년에 하락하였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1988년에 
다시 높은 팽창정책으로 바뀌었다 

18) 짧은 기간의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연간 100%)은 1986년과 1987년에 발생하였다( <그림 
4)) 그러나. 1988년과 1989년에 정부는 또다시 증가하는 재정척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 
행들을 이용하였으며 , 인플레이션율은 3.000%로 상숭하였다 국내총생산의 백분율로서의 예금 
은 8%로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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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은행률의 중앙온햄과의 순포지션(중앙온행의 신용대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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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uperintendencia de Bancos(Chile) , various issues ; IMF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주로 미국은행들에 미국달러로 표시된 것이었다. 철레의 금용위기 전날 밤에 해외 

차입이 은행채무와 자본금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였는데， 이는 아르헨티 

나에서 이 비중이 24%였던 것과 비교된다. 

외국인 채권보유자들이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려면， 철레의 구조조정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했다. 위기 기간동안에 은행들로부터 외화률 빌렸던 많은 차입자 

들은대출금을상환하기 위해 외화를확보할수없었다. 따라서， 은행들도그들스스 

로의 외화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다i 은행들이 이 채무률 상환하는 것올 돕기위해 중 

앙은행이 은행들에 대한 외환위험올 홉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첫 단계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들에 나타난 많은 외화대출금이 차 

입자들의 외환위험올 제거하기 위해 지수화된 페소대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 

것은 은행들에게 외화채무의 불균형을 남겼다. 예컨대， 1985년에 외화로 표시된 

외국인들에 대한 채무(대부분이 미국은행들로부터 재조정된 대출)가 630억 달러 

에 달한 반면에 은행대차대조표들에 남아있는 외화대출은 20억 달러에 .불과했다. 

환언하면， 외화채무가 지수화된 페소자산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둘째 단계로서， 이 불균형이 낳은 대부분의 위험올 은행들로 

부터 제거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외화채권들올발행하였으며， 

동시에 지수화된 페소표시로 은행들에게 대출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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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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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Internati이1lÙ FinanciaJ Statistics; Supe띠.tendencia de Bancos(Oúle), various issues 

년에 모든 은행들이 그들의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36억 달러에 달하는 중앙은 

행발행 외화표시 채권 및 예금을 보유하였다. 동시에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매각 

된 대출을 제외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수화된 페소로 50억 달러를 차입하였 

다 19) 

이 계획은 칠레시장에서 영업하는 세 가지 분류의 은행들， 즉 외국인소유은행， 

국영은행， 그리고 민간국내은행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였으나， 계획을 가장 활발하 

게 이용한 것은 부실대출 문제가 집중되었던 민간국내은행들이었다 1985년에 민 

19) 같은 해에， 모든 은행들은 모든 통화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순차입자였는데. 그 규모는 중앙은행에 
매각된 대출올 포함해서 20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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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국내은행들은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지수화된 패소대출 42억 달러률 가지고 었 

었으며， 지수화된 페소예금은 13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민간국내온행들은 중앙은 

행에 매각된 대출율 제외하고.31억 달러가 넘는 중앙은행에 대한 순대여자. 그리 

고 지수화된 페소표시로 38억 달러의 순차입자였다. 

1987년까지 민간국내은행들의 중앙은행파의 순차입포지션은 43억 달러에 달 

했다 이 수치의 삼분의 일， 즉 14억 달러가국영은행과 1987년 말까지 중앙은행 

의 순채권자였던 외국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실시한 대출에 의해 마련되었다. 14억 

달러 중에서 약 12억 달러는 중앙은행이 국영은행들과 외국은행들에게 발행한 외 

화채권에 의해 조달되었다. 

중앙은행은 나머지 32억 달러를 비은행들에 대한 채무훌 통해서 조달하였다. 

1987년에 중앙은행온 버은행 대중돌{non-bank public}에게 국내통화표시 증 

권들을 발행하여 26억 달러롤 조달할 수 있었다. 물가상승올 유발하는 것을 피하 

기 위해 중앙은행은 약 6억 달러를 외국， 주로 다국적 기관들로부터의 차입으로 

조달하여야 했다. 그 결과， 외국의 원천이 18억 달러， 즉 비용의 42%를 차지했 

고， 나머지 28억 달러는 국내시장에서 조달되었다. 

외국원천에 의해 조달된 비용의 비율은. 1985년에 총비용의 82%로서 그 당 

시 총비용이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았다. 1985년에 중앙은행은 비 

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의 비은행 자금시장에 대하여 충분히 접근할 

수 없었다. 1985년 후에 일어난 칠레 구조조정계획에서 비은행 국내자금시장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된 것은 아르헨티나와는 대조적으로 구조조정계획이 금융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신뢰를 국내 투자자들이 얻었음올 나타내고 

있다. 

이 신뢰는 1987년에 중앙온행 채무의 많은 부분율 매입한 철레의 강제적인 연금 

제도에 의해 다소 인위적으로 창출되었다고 종종 주장된다. 그러나， 국내투자자들 

이 금융시스템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었다면 연금기금에 대한 그들의 강제적인 투 

자를 상쇄하기 위해 일부는 금융시스댐을 이탈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올 주목하여야 

한다 20)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총생 

산대비 예금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4)) . 

대출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문제가 있는 차입자들의 지급일정이 연장되는 동안 

20) 주로 연금올 흥해서 저축하여 예금율 출일 수 없는 사랍풀이 항상 존재활 것이다， 부가척으로 예 
금은 연금의 완전대체재 (perfect substitutesl7r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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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었으며， 1994년 말 기준으로 은행들은 중앙은행 

에 매각되거나 이관된 구조조정된 대출의 약 절반을 재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개의 대형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미지급채무를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으 

며， 오늘날까지도 중앙은행에 이관된 대출이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8%를 넘는다. 

극심한 제약조건들 하에서조차 원칙들올 비교적 착실하게 준수한 결과， 철레는 

1980년대 말까지 국내총생산대비 예금비율이 증가하는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갖 

게 되었으나，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그 비율은 1980년대의 19%에서 8%로 가 

파르게 하락하였다((그림 4)). 

칠레의 경험은 성공적인 은행구조조정계획은 국내투자자들에케 은행채무들이 

실질가치로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충분한 

실제 자금지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올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계획이 차입자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독려하는 요소들과 은행경영자 

들에게 은행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게 하는 유인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 

중하게 고안된 계획들조차도 정책수행자들이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과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정책들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오직 성공적일 수 있다 칠레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투자자들은 그들의 금융자산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성공적 구조조정계획에 필요한 실제 자금의 상당부문올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2. 1990년대 중반 멕시코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 

1990년대 초 금융 및 기타 경제개혁들과 함께 강력한 안정화계획올 실천하면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대규모의 자금유입을 정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12월 멕 

시코로부터의 대량의 자본유출이 국제수지위기와멕시코페소화의 급격한평가절 

하를 초래하였다 21 ) 멕시코에서의 국제투자자 위기는 몇몇 중남미국가들， 특히 

아르헨티나로 넘어들어 갔다. 자본도피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양국은 

국내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이는 은행차입자들이 그들의 채무를 갚지 못할 것이 

라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1995년 3월 초까지 아르헨티나에서 페소 온행간이자율(peso interbank 

21) 멕시코롤 위기로 치닫게 한 거시경제적 현안에 대한 분석률온 Leiderrnan과 Throne(l996l 그 
리고 Sachs et al.( 1996bl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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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rate)온 약 70%로 절정에 달했으며 . 1995년 3월 말에 멕시코에서 국 
채에 대한 환매이자융은 80%를 넘어섰다. 이 두 나라들에서 금융시스템의 질에 

대한 우려는 양국의 금융시스템들이 금융위기 이전에 취약했던 금융기관들을 지원 

했다는 인상에 의해 더욱 더 가중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위기는 제도적인 금융위 

기라기보다는 은행 유동성위기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유 

동성위기가 전면척인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멕시코 은행규제자들이 그들의 은 

행구조조정계획을 입안하고 이 계획들올 실천하는데 있어서 당면했던 제약조건들 

이 이 절의 주제이다. 

( 1 ) 제약조건 

위기의 발발에 뒤이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갑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규제자들은 1980년대 초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 

한 조건들 하에서 금융위기의 해결에 착수했다. 효과적인 구조조정계획들을 셜계 

하는데 있어서 정책수행자들의 노하우는 1980년대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홉수 

한 결과 많이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은행의 보고 및 감독조건들이 많이 향상되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멕시코의 재정상황은 1980년대보다 훨씬 건전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우선 순위가 되었으므로 멕시코는 비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위 

기를 해결할 것을 스스로 약속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노력을 위한 민간의 자금조달이 위기의 발발과 함께 실제적으로 사라졌는데， 

이는 국가위험에 대한 인식이 1990년대 초에 낮은 상태를 유지했음을 가리킨다. 더욱 

이 .1990년대 초의 개혁들에도 불구하고 장기자금시장들이 많은 국가들에서 아직 개 

발되지 않았으며， 부실은행들에 대한 시장도 미약한 상태를 유지했다 1980년대 초 

이래로 은행문제들올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제약조건들이 비록 완화되었지만， 자금조 

달의 제약조건들은 선진국과 비교활 때 여전히 심각하다고 할 수 었다. 

(2) 계획설계 

앞 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구조조정계획이 금융위기 해결의 세 가지 원칙 

준수했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은 어떻게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누가 해결비용올 부담하며， 그 계획이 부 

실 기관들의 성장올 통제하는가의 여부 퉁이 고려되어야 한다. 멕시코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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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멕시코 : 정부개입옳 받지 않온 온행툴의 신용증가율 

신용증가율 

인플레 

CETES(28일) 

(1996년 1월 -1996년9월; %; 연율) 

16.21% 

25.40% 

32.67% 

자료 Banco de M강xico. lndicadores Ecomδmicos 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Jores ‘ BoJetin Estadistico de Banca M띠tipJe 

본원칙들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 측면들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세 가치 원칙들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첫 번째 원칙과 일관되게，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규제당국은 적기에 금융시스템 

내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실에 빠진 은행들에 개입하였다. 그래서. 규제당국은 성 

장이 은행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랴라는 도박을 위해 대차대조표들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을 은행 소유자들로부터 파산은행들의 통제권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부실 

은행들 중 한 은행이 최근에 한 외국은행에 매각되었으며， 다른 은행들 일부도 

또한 매각되었다 1996년의 첫 9개월 동안 정부 개입을 받지 않은 은행들(non 

intervened banks)의 신용증가율은 아주 보통을 유지하여， 동기간 동안 단기국 

채 (CETES) 에 대한 평균이자율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융도 하회하였다((표 

3)).22) 

1995년 말까지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은 은행들이 무수익대출로부터 어떤 종류 

의 구원을 필요로 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규제당국에 분 

명해졌다 규제당국의 반응은 은행들로부터 무수익대출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두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계획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순 

대출금을 은행보험기금(FOBAPROA)에 매각하도록 허용하였다. 이 계획의 적 

용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소유자들이 FOBAPROA에 매각된 대출금 2 페소당 1페 
소의 자기자본이나 후순위채권을 은행들에 투입하여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실이 매각된 대출금에 적용된 대손충당금에 의해 제공되는 

손실을 초과하면. 그들은 매각된 대출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를 추가로 제공 

할 것을 약속하여야 했다. 1996년도 9월 기준으로 이 계획은 정부의 개입을 받 

지 않은 은행들의 수익대출의 약 30%를 차지하였다((표 4)). FOBAPROA 

22) 개별은행들에서의 대출증가율은 상당히 변동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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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멕시국 : 온행구조조정계획 (총수익대훌대비 백분율) 

FOBAPROA 대출매입계획 I 27.9% 
UDIS 구조조정된 대출계획 23.0% 

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 Boletin Estadistico de Banca Múltiple 

는 대차대조표상의 순대출의 자금올 조달하기 위해 91일짜리 CETES 이자율로 

이자가 누적되는 12년 만기의 무이표채권 (zero coupon bonds)을 발행하였다

이 채권들은 그 계획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며， 시장성이 전무 

하다. 이 계획은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까지 온행들에 대한 현금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올 유발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롤 초래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계획은 UDI로 알려진 계정 1단위의 사용을 통해 구조조정된 대출의 

지수연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철레의 기본적인 구조조정계획과 유사하다. 칠레 

의 경우처럼. 멕시코은행들온 지수연동된 대출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서 UDI자금조달에 접근할 수 없었다. 

문제의 해법은 정부의 자산인 UDI예금들에 의해 조달된 신탁계정으로 이 구조 

조정된 대출들을 전가시키는 것이었다. 순차적으로， 정부는 CETES 이자울에 연 

동된 이자율로 무이표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은 UDI신탁에 대출을 이전하는 

은행에 의해 매입된다 23) 이 무이표채권은 신탁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지급으로부 

터 상환된다 은행들이 신탁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책임올 지며， 손실이 회수 

되지 않은 만큼 채권들은 상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은행들이 계속 

해서 신용위험을 홉수한다. 이 계획은 1996년 9월에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은 은 

행들에서의 수익대출의 약 23%를 차지하였다<(표 4>) , 
FOBAPROA계획에서와 같이， 은행들은 그 계획으로부터 어떠한 즉각적인 현 

금흐름도 받지 못하므로， 기술적으로 그 계획은 통화공급의 확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은행대출이 FOBAPROA에 매각되었거나 혹은 

UDI신탁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C(표 4>) , 이 채권들에 대한 현금흐름의 부족이 은 
행들올 잠재적으로 비유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했다. 예금자들이 누적된 이자를 그 

들의 계정에 남겨둘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멕시코 당국은 대부분의 은행 

들이 비유동성 문제 (illiquidity problem) 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개별은행들에게는 해당 

23) 대출이 신탁계정으로 이동되어 제거되지만， 보고목적으로 신탁은 은행 대차대조표로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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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은행구조조정계획의 규모 : 멕시코와 철레 

14.5% 44.2% 
주 , 위의 금액은 매각되고 재조정된 대출을 포함한다‘ 멕시코의 경우， 정부의 개입융 받지 않은 은행 

들의 자료가 사용된다 철레의 경우 총금융시스댐에 대한 자료가 사용된다 
자료 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Mexico). Boletin Estadistico de Banca 

l\Júltiple ; Superintendencia de Bancos e Instituciones Financieros(Chile). 
Información Financiera 

되지 않는다. 일부 은행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온행간 시장에 심하게 의존해 왔는 

데. 이는 어느 정도 팽창척인 통화정책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1996년 1월 이래 

은행간 및 CETES 이자율이 20% 넘게 하락한 것이 이러한 사실의 한 정표이다. 
멕시코 금융위기의 규모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멕시코 대출구조조 

정계획의 크기를 칠레와 비교하는 것이 흥미로운 결과률 낳는다.<표 5)에 지적된 

것처럼， 멕시코 대출구조조정계획은 칠레에서와 같은 총대출대비 비율을 가지나， 

국내총생산대비에서는 훨씬 낮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철레에서는 구조조정된 대출 

문제가 금융시스템에서 대출의 약 절반을 구성하는 특정 은행집단， 즉 민간국내은행 

들에 집중되었다는 것을주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구조조정 

비용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건전한 은행들로부터의 자금올 이용할 수 있었다. 멕시 

코에서는 그 문제가 은행들 사이에 보다 골고루 퍼져 있었다 

V. 은행시스탬 밖의 금융자산 가치의 보존 

R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효과적인 금융위기관리의 네 번째 원칙은 규제당국이 

위기때에 비은행 금융자산들의 가치를 지지하는 유혹을 떨쳐 버리는 것이다 그러 

나， 은행자산들의 상당한 비중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증권들에 의해 형성되 

거나 담보형태로 뒷받침되는 경우에 이러한 유혹은 특히 클 것이다 24) 이는 은행 

들이 소유하는 증권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은행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24) 이것의 최근 보기는 일본의 사례에서 찾율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1997년 2월 20일 대장성 차관 
이 정부가 채무불이행된 부동산 대출에 대항해서 은행들이 담보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도 있다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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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 혹은자산가격이 시장가치훌찾도록하여 드러나는온행대차대조표의 결과 

에 대처하는 것이 선호되는 것인지의 현안문제훌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1995년 2월 영국의 가장 오래된 종합금융회사인 베어링스의 파 

산올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25) 대체적으로 경영충이 알지 못하 

는 장태에서， 베어링스의 한 직원이 싱가포르， 오사카， 그리고 도쿄에서 거래되는 

닛케이 225 주가지수에 대한 거래소거래 선물계약돌에 대한 매입포지션을 취했 
다. 그해 2월 말에 그 포지션에 반대되는 지수변동의 결과로 베어링스는 지급불능 

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은행은 그 종합금융회사를 구제하지 않고. 대신 

에 재산관리상태 (receivership)를 선언하였다. 베어링스는 상업은행은 아니었지 

만， 그 실패는 몇몇 선물거래소들의 결제시스댐의 건전성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들 

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상업은행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큰 우려를 자아낼 문제였을 

것이다. 규제자들은 결제시스템의 한 회원의 파산이 다른 회원들의 지급불능을 초 

래하여 제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베어링스의 파산이 일본에서 차입된 증권들의 몇몇 거래률에 지급불능을 초래하 

였으나， 베어링스와 선물계약을 거래한 거래소들이 지급불능상태를 막을 수 있었 

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다른 시장참여자가 약속대로 계약올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하여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자들 

이 거래소들과 다른 당사자들이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여 

이들을 준수하도록 부추길 수는 있지만. 이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최선의 유인은 시장들로 하여금 파산이 사척비용(private 

costs)을 부답한다는 것올 알게 하는 것이다. 

규제자들이 은행들이 보유하는 자산들의 가격올 안정화시킴으로써 은행들을 보 

호한다면， 은행의 대차대조표들을 불충분한 내부통제관리와 시장변동의 결과로부 

터 보호하는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제자들이 엄격한 

자기자본비율과 보수적 충당금정책올 비록 고수한다 하더라도， 일부 은행들이 회 

계속임수와 같은 술책을 통해서 규칙을 피해가려 할 것이다. 결국， 효과적인 위험 

통제는 그것이 금융기관 소유자들， 경영자들 그리고 주요 채권보유자들의 경제적 

인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25) 이 사건률의 기술에 대해서는 Board of Banking Supervision(1995). Folkerts-Landau와 
Ito (l995). !nspectors appointed by the Minister ofFinance(19951 그리고 Treasury 

Select Committee(l 996) 동율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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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시된 분석올 통해 성공적인 금융위기 관리롤 위한 다섯 가지 주 

요한 교훈을 얻올 수 있다. 첫째， 훌륭한 금융위기 관리흘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음 세 가지 기본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위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구 

조조정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보장하라. 문제은행들이 대출금을 연체한 차 

입자들에게 신용을 연장하는 것을 막아라. 구조조정계획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 

로써 구조조정계획에 필요한 자금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 

을 피하라. 여러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의 은행구조조정의 경험을 살펴보면 성공적 

인 구조조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 

이다. 칠레와 미국의 경험이 이에 대한 증거를 두드러지게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은행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기본왼칙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동 

일하지만. 제약조건들은 상당히 다르다， 제약조건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훨씬 

더 극심하다. 이 제약조건들은 자금조달의 이용가능성， 무수익자산들과 금융기관 

들을 처분하기 위한 시장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구조조정계획을 관리하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에서는 건전한 계획을 설천하는데 있어서 당면하는 제약조 

건들은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이 더욱 혼하다. 제약조건들의 심각성이 구조 

조정계획의 모습을 결정하므로， 성공적인 구조조정계획의 속성은 선진국과 개도 

국간에 차이를 보인다. 

셋째. 1980년대의 칠레와 1990년대의 멕시코의 경험들은 개도국에서는 규제 

자들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출만기를 연장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약조건들이 극심할 때에는 금융위기가 명목금 

리와 실질금리 모두 고금리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으며. 많은 차입자들이 만기 연 

장이 없이는 지급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철레의 경험은 은행들 자신이 만기 

연장된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많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을보여 준다 

넷째， 규제자들은 위기때에 비은행 금융자산들의 가격을 지지하는 유혹을 피할 

필요가 있다. 증권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 

면， 증권가격의 자유로운 변동에 의해서 차입자들에게 부과된 시장규융(market 

discipline) 이 상실될 것이다. 베어링스의 사례는 정확한 유인집합 하에서 시장참 

여자들이 어떻게 요동치는 금융변혁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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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본보기이다. 

다섯째， 규제자들은 경제 또는 정치가 부여한 제약조건돌올 극북하는 그들의 힘 

이 종종 아주 보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그들은 규제 

도구들을 비교적 단순하게 하여야 하고 더 복잡하고 셰련된 위험통제수단율 추구 

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둘올 실천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올 기울여 

야 한다- 규제의 의도들을 뒤엎는 시장의 힘은 강력하다. 현명한 규제자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시장을 위험통제의 대리인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이 

단순한 규제도구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가치훌 인식하도록， 종종 금융 

사스템들이 파산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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