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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 구본성 박사
- PT가 인상적(큰 그림을 잘 보여줌)
- 금융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신인식 교수
- 정책금융체계 개편
- 국민연금운용체계
- 통화정책의 목표

• 전적으로 동의



금융정책에 대한 과거 정부의 태도

•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MB정부
- 지난 20년간 정부마다 금융산업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다루어 왔음.
• 단골 과제

1. 금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2. 국제금융센타(금융허브) 만들기
3.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4. 글로벌 수준의 대형 금융회사



현 정부의 특징?

• 현 정부: 금융 문제로 국정과제로 내걸지 않은
정부
- 인수위. 140개 국정과제 중 금융관련 약
10개. 

- 독립 Agenda로 비중을 두지 않았음.
• Q. 어떤 의미? 금융 홀대?
• Q. 주가 조작 엄단이 금융감독체계 개편보다

중요? 
•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합의 부산물: 금융소비

자 보호 강화 조직 개편방안 마련



우려 1. 금융당국의 행태적 함정을 주의

• 소위 “국정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금융 당국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바
람.
-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MB정부 사례

1) 공기업 혁신 차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2) 2008년 리만사태 충격에 대응하는데 집중, 금융산

업 내부 문제 감시와 대응 소홀
3) MB 정부, 공적 자금 No!: 저축은행 사태 초래
4) 녹색금융은 어디로 갔는가? 

• Q. 5년 후 창조금융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려 2. 현 정부의 최대 금융과제는 무
엇?

• 저성장∙저금리시대의 장기화 가능성 증대
• 기업 수익성 악화 장기화 ⇒ 기업 부실화
• 부실위험 증대: 

- 예상부도율; 건설(9.1%), 해운(8.5%), 조선(5.9%)

• 이자보상비율 100%이하 비중
2010     2011     2012

상장기업 17.4      24.2      28.5
중소기업 30.3      35.5      37

• 기업 부실화 ⇒ 금융 부실화 ⇒ 선제적 대응: 
기업 구조조정 ⇒ 정책금융 체제 강화 시급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

2011 2012 증감(%)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24개사

611,481  (100.0) 588,441  (100.0) Δ23,041 (Δ3.77)

(삼성전자 제외) 513,900 403,337 Δ110,563  (Δ21.5)

(상위 3개사 제외) 423,752 332,469 Δ91,283  (Δ21.5)       

(상위 10개사 제외) 289,378 222,556 Δ66,822  (Δ23.1)

상위 10개사 322,103   (52.7) 365,885  (62.2) 43,782    (13.6)

상위 3개사 187,729   (30.7) 255,972  (43.5) 68,243    (36.4)

삼성전자 97,581   (16.0) 185,104  (31.5) 87523    (89.7)



이자보상배율 분포
(KRX,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2년 이자보상배율 현황)

이자보상배율이자보상배율이자보상배율이자보상배율

2011201120112011년년년년 2012201220122012년년년년
회사수회사수회사수회사수

증감증감증감증감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증감증감증감증감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회사수회사수회사수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적자회사 99 15.87 121 19.39 22 3.53

0이상~1미만 52 8.33 57 9.13 5 0.80

소계 151 24.20 178 28.53 27 4.33

1이상~5미만 195 31.25 193 30.93 △2 △0.32

5이상~10미만 77 12.34 74 11.86 △3 △0.48

10이상 174 27.88 145 23.24 △29 △4.65

무 이 자 27 4.33 34 5.45 7 1.12

소계 473 75.80 446 71.47 △27 △4.33

계 624 100.00 624 100.00



우려 3: 현 정부 금융정책의 틀은 무엇?

• 금융위: “창조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 금융감독정책에 해당
• 전통적 금융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 유동성 조절에 관한 정책은 실종?
• 미국∙유럽∙영국∙일본: “Quantitative Easing”이 경제정

책의 중추적 역할
• Q. 우리나라도 한은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주도할 것인가?
• Q. 선진국들 CB들은 “양적 완화”로 고용 확대를 추구

하는데, BOK만 “물가” 목표 고수를 해도 좋은가? 
• Q.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의 지배구조와 목표?



우려 4: 국민연금, 힘이 약한 금융 당국

• 국민연금공단: 2012년말 391조6천억원 금융투
자

• 상장기업: 9% 이상 지분 60개사
5% 이상 지분 230개사

- 10대 그룹사 평균지분율 7.7%
• 금융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기금운
용위원회”에서도 배제된 상태.

• 국민연금의 대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금융시
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 당국의 위치 확
보 필요.



우려 5: 금융산업 발전 과제?

• 금융산업 발전의 4대 과제
1. 글로벌 수준의 대형 금융회사
2. 국제금융센타(금융허브) 만들기
3.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4. 금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 꿈을 깰 때가 되지 않았는가?
- 발전은 고사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괴롭히지
않도록 “단단한 금융산업” 구축이 과제?

- 신뢰의 위기, 수익성 위기에 직면한 금융산업

• Q. 금융산업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 고령화∙저금리시대



한국 금융의 문제: 양이 아니라 질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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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우리나라 6.3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