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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지난 8월 정부 당국은 정책금융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산

업은행의 민영화를 철회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부터 추진되었던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접근 방법이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그 방안을 개선할 필

요성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정책금융체계가 당면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정책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금융기관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는데서 비롯된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이 정책금융 업

무가 크게 줄어든 정책금융기관이 시장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이 다양한 정책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과다 또는 중복 지원의 현

상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정책금융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정책금

융기관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번 정책금융 개편 방안은 정책금융기관의 시장 영향력이나 정부의 금융

시장 개입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산업은행

에 대한 개편 방향이다. 우선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철회한 것은 산업은행이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우월적 시장지위를 갖고 일반 상업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교

란시키는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다. 또한 산업정책적 정책금융의 대표적인 기관인 

산업은행이 이와 상충되는 금융안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화된 

기업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 전체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금융의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올바

른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금번 정책금융과 관련한 논의

가 정책금융을 추진하는 조직 및 집행기구와 관련한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것이 주

된 내용인만큼,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정책금융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 방법을 확인하였다. 제 3절에서는 그동안의 정책금융의 

역사적 추이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개편 과제를 제시

하였다. 그리고 제 4절에서는 금번 정부 당국의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기초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금융 개편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 5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현재 정책금융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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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정책금융의 정의와 필요성

1. 정책금융의 정의

  정책금융 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논자들마다 정책금융을 

지칭할 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라

고 지칭하고 그 문제점과 방향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금융에 대한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 이전에 일단 정책금융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기실 정책금융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정책금융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특수

성이 반영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대표적인 정책금융의 하나로 거론되는 중

소기업지원 금융정책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단지 중소기업 금융정책일 

뿐이지, 한국의 경우처럼 정책금융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개입 방식의 일환으로 이

해되지는 않고 있다. 즉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한 부문에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정

부의 금융개입을 통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용어라 하겠

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금융이 정부주도적인 자금배분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주요한 정책개입의 방식으로서 그 용어가 정의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금융이라는 용어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개념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즉 정책금융은 정부의 금융개입 방식을 인식하고 그 특성을 집

약하면서 추출된 역사적 개념의 소산이다. 정책금융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정책금융을 정의해본다면, 정책금융은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 가용성

이나 자금제공 조건의 측면에서 우대하여 특정 부문에 자금을 강제하는 선별적 자

금배분 정책 으로 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1). 금융산업발전심의회(1993)는 정책금

1) 정책금융에 대한 기존 연구는 특정 부문에 대한 정책적 자금배분이라는 특성을 강조하여 정책금융

을 정의하고 있다. 가령 정건용(1987)은 정책금융을 여신취급에 있어 금리상 우대, 취급에 따른 

자금지원 등 우대, 제도금융화 등을 통하여 취급을 강제하는 금융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였고, 김
준경(1993)은 시장 기능에 일임하여서는 정부가 목표하는 수준의 자금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

정부문에 대해 금리, 기간 등 자금의 융자조건이나 가용성면에서 우대하여 공급하는 여신 으로 정

의하고 정책금융이  선별적 자금배분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기영(1994) 역시 정부가 특
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금을 특정부문에 금리,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이나 자금

의 가용성 면에서 일반상업금융보다 우대하여 공급하는 신용 으로 정책금융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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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을 여타 금융시장 개입 방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였다. 동 심의회는 

통제금융을 정책금융, 지시금융 및 구제금융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책금융은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부문에 융자조건이나 자금의 가용성면에서 차등대우하여 공급하는 

여신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지시금융은 명시적 자금지원규정 없이 정부가 필요시 

취급지침을 제정하거나 협조공문의 형식을 취하여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여 제공되는 금융으로 정의하여 정책금융과 구분하였으며, 기업이나 금

융기관을 지원하는 구제금융이 정책금융과 다른 정책 범주임을 분명히 하였다. 보

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정책금융은 선별적 금융정책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금융정책과 대비되는 정

책 수단이다. 다만 정책금융은 특정 부문에 대한 선별지원을 지정한 것이지, 특정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정책금융은 지시금융과 

달리 창구지도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하

여 정해진 규정이나 담당 정책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서 집행되는 제도화

된 정책개입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정책금융은 관치금융과는 다소 내용을 

달리한다.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금

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책금융은 적어도 

비제도화된 정부개입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책금융은 사전적인 정

책개입 방식이다. 즉 사전에 정책금융지원에 해당하는 요건과 자격을 정의하고 그

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제 

및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자금배분에 개입하는 구제금융과는 차별화된다. 
  이처럼 정책금융에 대한 정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 당국이 자의적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사전에 정

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

안 (2013.8.27.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책금융은 기존 연구에서 합의된 범주를 훨씬 

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즉 동 방안에 의한다면, 정책금융의 기능은 

①시장실패 보완, ②시장안정, ③시장선도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시장실패 보완 기

능은 공공성은 높지만 Risk는 낮은 영역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및 SOC 투자 등이 그

에 해당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시장안정 기능은 공공성 및 Risk가 모두 높은 영역으

로 긴급 유동성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기능 등이 해당되며, 이것이 최 협의의 정책

금융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시장선도 기능은 공공성은 낮지만 Risk는 높은 영역

으로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지원 등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정의에 의하면, 정부당국이 지칭하는 시장
실패 보완 및 시장선도 기능은 정책금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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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안정 기능은 최근 정부 당국의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를 정책
금융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긴급유동성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의 집행
과 같은 시장안정 기능은 구제금융의 범주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금배분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기 보다는 광의로 보아 금융안정성을 
위한 사후적 정부개입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필자는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책개입과 특정 부문에 우대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
융이 엄연히 정책의 구체적 목표나 개입 방식이나 형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정책금융의 범주라고 강변하는 것에서 정부 당국이 금번 정책금융 개편 방
안을 제시한 속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엄연히 정부 스스로가 
과거 정의했던 정책금융 개념까지 변경하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책금융의 정의
를 거스르면서까지 정책금융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없지 않고서
는 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본 연구는 정책금융의 범주에서 정부당국이 
지칭한 시장안정 기능을 배제하고, 앞서 정의한 정책금융의 정의와 그 범주 내에서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정책금융의 필요성과 정책금융체계
  정책금융의 필요성은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그 합리성이 제시되고 있
다2). 첫째,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금융은 시장실패의 문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금융
시장 개입의 한 형태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말
미암아 신용할당이 발생하고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금융 집행이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면 정책금융은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상황이 악화될 때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
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응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3). 둘째, 사회경제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정책금융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한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주장된다. 중소기업이나 저
소득층에 대한 정책금융 집행은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
로 열위에 있는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정책금융이 시작된 이유는 시장 실패의 보정이나 소
득분배 개선을 위한 목표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산업이나 부문에 자금을 우선전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에
2)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중소기업 금융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김동환(2008), 

이기영, 조영삼 (2011), 박창균 외(2012) 참조.
3) Craig et al.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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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책금융의 필요성은 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4).
  그런데 이상과 같은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개별 정
책금융 사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견해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개별 정책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시장실패 여부나 형평성 제고 가
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정책금융의 집
행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정책금융의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의 자금배분 효과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을 주장하는 입장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계량
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기 때문이다5). 더구나 개별 정책금융의 필요성
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변해 왔으며, 당면한 경제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기
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개별 정책금융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합의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을 인
정해야만 할 것이다. 즉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가치중립적이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정책금융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정
책금융이 오용되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 하나 정책금융을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집행
할 정책금융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다. 정책금융체계의 확립은 정책금융을 기
능적으로 배분하여 이를 집행할 조직을 설계하고, 이들 조직이 집행할 수단과 방식
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금융체계가 중요한 것은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정부 및 공적 조직이 시장을 대신하여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니만큼, 정책금융
체계가 잘못될 경우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여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고 금
융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금융체계를 올
바로 배열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4) 김동환(2008)은 이러한 기능을 동태적 시장실패의 보정 기능으로서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능을 시장실패로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5) 최근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그 정책지원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종구, 정형권(2006), 김현욱(2004), 박창균 외(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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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의 현황과 개편 과제 

1. 정책금융의 역사적 과정
  1960년대 정부주도적인 경제성장 전략 하에서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정책금융제도가 본격적으로 성립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재정자금이 부족했기 때
문에, 재정자금 및 외화자금을 제외한 주요한 정책금융의 재원 대부분은 통화증발 
및 시중자금을 통하여 조달되었다. 이를 위한 정책금융체계는 두 가지 경로로 이루
어졌다. 첫째,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선별적 금융지원을 위한 각종 규정 수립을 통
해 일반 상업은행의 자금배분을 제한하는 선별적 금융정책을 수행하였다. 다만 일
반 상업은행의 부족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정책금융과 관련하여 재할인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특수은행 및 개발기관을 설립하여 특정 산
업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였다6).
  그러나 정부주도적인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1970년대말 노정되면서 경제개발전략
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자율화가 1980년대부터 진전되기 시작
하였다. 시중은행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조건이 대폭 축
소되는 등 일반 상업금융 기관의 정책금융제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 
들어와서는 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금융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 정책금융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
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이 확대되었다. 또한 1981년에는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금융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설립되었다. 
  금융자율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들어와서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
는 정책금융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다. 김준경(1993)은 예금은행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 비중이 1992년 9월말 현재 58.0%인 것으로 추정하
였다. 그리고 이기영(1994)은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1992년말 현재 정책금융 비
중을 예금은행 대출금 대비 49.6%, 예금은행과 개발기관의 총 대출금 대비 55.8%
로 추정하였다7).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들어 정책금융 체계는 전반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것은 
자금의 초과수요 현상의 축소와 함께 정책금융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책개입 방식의 
변화가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방식
6) 특수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은행(1961년), 국민은행(1963년), 한국주택은행(1967년), 농협(1961년), 수협

(1962년) 등이 설립되었고, 개발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1976년)이 설립되
었다.

7) 시중은행이 민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비중도 크게 감소하지는 않
았다. 원승연(1996)은 1994년 당시 5개 시중은행의 정책금융 취급 비중(원화대출금 기준)이 민영화 

직전인 1981년 40% 수준에서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30% 내외 수준을 유지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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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첫째, 산업정책 목적을 위해 집행되었던 정책금융이 일반 
상업은행의 부실화를 유발함으로써 부실기업 정리 및 은행 수익보전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어 산업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금융의 유효성이 의심받게 되었다8). 둘
째, 한은의 재할인 및 대출금을 이용한 정책금융 지원은 통화정책의 부담으로 작용
하고 물가상승 요인이 됨으로써, 한은 자금지원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 결과 정책금융체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하였다. 첫째, 일반 상업은행에 대한 정
책금융에 대한 비중과 함께 한은의 정책금융 지원도 축소되었다. 1994년 다양한 정
책금융자금지원제도가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제를 도입을 계기로 정비되어, 정책
금융을 위한 자금 지원 항목이 통폐합되었고 상당수의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되었다. 이것은 일반 상업은행의 정책금융 취급 비중이 크게 감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일부 특수은행은 당초의 정책금융의 목표가 사라짐으로
써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농수축협이나 국민은행 및 한국주택은행은 정책
금융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일반은행화하였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상업금융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 결과 정책금융체계는 과거 일반은행이 주요
한 축이었던 것에서 변모하여,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개발기관 
및 공기업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구조로 본격 전환하게 되었다. 

2. 정책금융의 현황
  현재 금융시장에서 정책금융의 범주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포괄하고, 그
에 의거하여 정책금융의 금액 및 비중을 계산하였다. 
  첫째, 정부가 설립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정책금융액에 포함할 수 있
다. 금융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액, 그리고 정책금융기
관으로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국민주택기금 및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대출액은 정책금융에 포함할 수 있다9).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대
출액 중 대다수가 민간 상업금융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의 
대출액 모두를 정책금융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단 유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증 
또는 보험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
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6개 기관을 산정해
볼 수 있다.

8) 정부는 기업부실화 확대에 따라 1986년 5월부터 1988년 2월까지 2년여에 걸쳐 부실기업정리를 실

시하였다. 부실기업정리가 실시된 1986년의 경우 당시 5개 시중은행의 총여신 대비 부실채권비율
(1986년말 기준)은 고정을 포함할 경우 17.3%, 고정을 제외하고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액만을 포함

할 경우 8.5%나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원승연(1996) 참조).
9)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 등 정책금융의 성격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존재하나, 본 연구

에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은 추산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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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상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재정자금과 총액한도 
대출을 정책금융 대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우선 정부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는 재정자금은 특정한 목적으로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정자
금 대출액을 정책금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도 한국은
행이 설정한 한도만큼 해당하는 용도에 대출을 집행한 은행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타당하다10).
  사실 정책금융은 지원수단의 측면에서 대출, 보증, 투자, 이차보전의 형태로 집행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
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한 정책금융 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가령 한국벤처투자는 투자를 통해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투자 방식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액은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정책금융액에 합산하지 못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투자 방식을 통
한 정책금융액의 절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상의 부족이 전체적인 정
책금융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표 1>은 앞서 지적한 정책금융의 분류에 따라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최근의 
정책금융 지원액과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11).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대출액을 전
액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금융 지원액을 계산하면, 2012년말 현재 정책금융 집행 잔
액은 117.4조원으로 추산되었다. 이것은 예금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원화대출액의 
10.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1990년대 초반의 정책금융 비중
이 50%를 전후한 것으로 추산된 것과 비교해서 정책금융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영화 여부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원화
대출금을 정책금융으로 간주하여 계산해보면, 정책금융 비중은 2012년말 현재 전체 
총대출의 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정부 자료에 의한다면 산업은행
과 기업은행의 대출 대부분이 상업적인 베이스에 기초한 것으로 정책금융으로 간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은행이 민영화되지 
않고 정부의 지배구조하에 있을 경우, 대출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정부 개입의 여지
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0) 고영선(2003)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이 준재정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1) 각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액을 단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대출이나 금융기관간 대출을 상쇄하

지 못하어 정책금융 여신액을 과다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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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책금융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대 출

한은총액대출 96,000 90,000 100,000 85,000 75,000 90,000 
예금은행재정자금 220,221 233,730 240,526 252,577 261,387 264,967 
중소기업진흥공단 109,861 128,012 159,531 152,525 145,935 143,155 
정책금융공사 - - 6,135 81,908 115,146 133,870 
수출입은행 24,772 37,711 97,093 90,827 105,243 121,410 
주택금융공사 67,993 107,311 130,511 160,104 194,515 313,968
국민주택기금 47,650 100,158 95,028 120,621 110,906 136,227 
산업은행 184,922 245,124 373,593 382,783 469,431 577,539 
기업은행 577,501 816,788 1,058,573 1,151,550 1,246,977 1,310,130 
정책금융(1)* (A) 546,527 668,971 796,889 912,529 978,453 1,174,517 
정책금융(2) (B) 1,308,950  1,730,882 2,229,056 2,446,862 2,694,861 3,062,186 

보증,
보험

신용보증기금 310,998 317,431 469,132 473,328 454,868 454,494 
기술보증기금 115,010 125,935 171,448 174,261 173,154 181,595 
지역신용보증재단 34,133 59,892 111,955 132,479 136,088 135,148 
수출입은행 365,384 486,350 451,651 441,759 424,698 393,799 
주택금융공사  - - 187,887 251,585 382,678 550,959
무역보험공사 353,641 716,906 875,821 903,837 934,970 971,414 
정책금융 (C) 1,179,166 1,706,514 2,267,894 2,377,249 2,506,456 2,687,409 

예금은행 대출 총액 (D) 6,142,235 8,051,577 9,620,860 9,943,495 10,716,000 11,093,391 
예금은행 + 정책금융기관
대출 총액 (E) 6,320,089 8,286,900 9,917,037 10,338,032 11,171,597 11,684,384
정책금융대출비중(1)
 (F = A/E) 8.6% 8.1% 8.0% 8.8% 8.8% 10.1%

기업 지원 6.5% 5.2% 4.9% 5.4% 5.2% 5.4%
주택관련 지원 2.1% 2.8% 3.1% 3.4% 3.5% 4.7%

정책금융 대출 비중(2) 
 (G = B/E) 20.7% 20.9% 22.5% 23.7% 24.1% 26.2%
정책금융 보증 비중 (H= C/E) 18.7% 20.6% 22.9% 23.0% 22.4% 23.0%

정책금융여신비중(1) (F+H) 27.3% 28.7% 30.9% 31.8% 31.2% 33.1%
정책금융여신비중(2) (G+H) 39.4% 41.5% 45.3% 46.7% 46.6% 49.2%
* 재정자금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간접대출액은 중복 계산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자금 중 

중기자금액은 제외하고 정책금융 대출액을 계산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개별 기관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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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보증이나 무역보험 실적을 보면, 과거와 대비하여 보
증 및 보험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지
적한 6개 보증 및 보험 담당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액 합계는 2012년말 현재 총 
268.7조원으로서, 예금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원화대출금 대비 23.0%에 달하였다. 
이 비중은 1992년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액이 예금은행 
및 개발기관의 원화대출금 대비 7.4%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훨씬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정책금융 지원이 자금조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보증을 확대하
는 방식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 정책금융의 대출과 보
증이 상호 중첩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2012년의 경우 예금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의 원화대출금 중 33.1%가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더 나아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출금까지 합하여 정책금융 관련 여신 비중
을 계산해본다면, 2012년말 현재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2%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금융 비중의 계산 방식에서 그 금액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상과 같은 정책금융 
비중의 추산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정책금융 비중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때 최근 정책금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점이 
나타난다. 첫째,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가 정부의 정책금융
기관이라는 점이다. 즉 일반 상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지원은 비중이 미약해진 
반면, 대부분의 정책금융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예금은행의 원화대출금 중에서 정책금융 비중은 2012년말 현재 
3.9%로서 추정되었다. 이것은 과거 예금은행의 정책금융 비중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아진 수치로서, 정책금융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피해는 많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금
은행 이외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금액을 본다면, 그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책금융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사라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산업정책 목적의 정책금융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기
업지원과 관련된 주된 정책금융의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이거나 아니면 수출관련의 
경우이며, 특정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비중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감
소하였다. 반대로 가계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전 차원의 주택금융 및 소상공인에 대
한 정책금융제도는 확대되었다. 셋째, 정책금융 방식을 놓고 보면, 보증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
액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지역 개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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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잔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점은 수출관련 정책금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잔액 역시 2005년말 35.4조원에서 2012년말 현재 97.1조원으
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책금융의 개편 과제
  과거 정책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일반 상업은행의 자금배분에 영향을 
줌으로써 부실화를 유발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책금융은 일반은행의 경영
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은총액대출 및 재정자금을 통해 
정책금융의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의 정책금융 집행으로 인한 부
담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금융이 여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볼 때, 정책금융이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정책금융의 주된 전달경로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이어서 일반
은행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덜한 것일 뿐, 정책금융기관의 행태로 인하여 금융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책금융의 가장 큰 문제이자 개편 과제는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
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 있다. 광범위한 정책금융 확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
시장의 정상적인 메카니즘을 왜곡하고 시장 마찰을 유발한다. 첫째, 정책금융의 구
축효과가 존재한다. 차입자가 충분히 상업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우대조건이 존재하는 정책금융을 사용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
책금융의 존재는 일반 상업금융을 구축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정책금융
기관은 정부 보증을 전제로 부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금융기관보다 훨씬 
우월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
융 재원조달을 금융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측면에서도 정책금융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 기능을 상당 부
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차원에서 일반 상업금융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 즉 형식은 정책금융기관이나 실질 내용은 상업금융기관인 정책금융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정부의 보증에 입각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상업금융에 
활용한다는 것은 정부 재원의 낭비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우월적 지위로 금융시장
의 마찰을 확대시키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넷째, 과도한 정책금융공급체
계는 정책금융기관간 상호 마찰을 불러 일으킨다. 즉 개별 정책금융기관이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하여 접근 가능한 영역에 경쟁적으로 참가하는 경향이 발생하
고,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업무 중복 및 지원대상 기관의 충첨을 유발하고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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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적인 중복 지원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정책금융
기관들이 자신의 정책적 목표를 구실로 중소기업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은 가장 안전하고 양호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집중함
으로써, 정책금융 지원도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과도한 정책금융의 문제점 이외에도 정책금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금융이 재정에 미치는 잠재성을 주의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정책금
융기관의 조달자금은 이른바 금융자금으로서, 해당 기관이 시장에서 기채 등을 통
해서 정책금융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위한 재정자금의 부담은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이 정부의 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결국 정부는 재정적으로 잠재적 부채를 떠안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는 정책금융체계의 관리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보증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보증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이 확대된 것은 보증배율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지원 금액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의 지나친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남발하게 되면, 민간 상업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입자 및 민간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
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보증 잔액의 증가는 결국 우발채무를 증가시키는 것
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우발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장의 자금조달 부담이나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때문에, 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지원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인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둘째, 정책금융의 지원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집행되는 대부분의 정책
금융은 자금가용성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조건에서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금리 지원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들 지원대상을 위한 시장메카니즘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가령 어떤 정책금융이 신용할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면, 구태여 금리우대조건을 부여할 필요는 없
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해당 차입자의 위험에 상응한 적정금리를 부여하는 것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축소하여 과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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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금융 확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지원 방식이 해당 정책금
융의 지속성이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물론 모든 정책금융
이 금리상의 혜택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나 위험에 상응하여 높은 금리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저해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 지원이 가
능할 것이다. 
 셋째,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정책금융이 소득보조적인 역할을 위해 남용
될 가능성이다. 최근 복지기능 확대 등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정책 방안의 하나로서 곧잘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
융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상환능력을 전제로 정책금융 지원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이라는 것도 금융의 일환인만큼 자금 제공 시점에서 원금이 
상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정책금융이 원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될 경우, 이것이 차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채무불이
행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입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이다. 만약 이러한 정책금융을 단순한 보조금을 인식하여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러한 정책금융 분야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사실 정부는 복지 및 소득분배 개선 압력에 못 이겨 정책금융을 그 수단으로 이용
할 유인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보조금 지급과 달리 정책금융의 제공은 향
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소득보조
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통한 재정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며, 무책
임하게 금융자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서민
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보다 높아지게 된 만
큼, 이에 대한 원칙 수립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넷째, 정책금융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의 정책
금융은 민간금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산업이나 부문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지원이 장기적이며 그 지원의 성과도 장기적으로 
판명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책금융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세우는 산업
정책의 목표가 달라졌고,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산업정책적 목적의 
지원 대상을 달리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자금지원 요구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루어
진다는 점이고, 정책금융기관이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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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금융이 정치적 목
적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정책금융의 개편 방향

1. 정책금융체계 개편 방안의 내용과 평가
  주지하다시피 최근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정부가 정책금융 
TF를 설치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TF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12). 
  동 방안에서 제시한 정책금융의 기능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시
장실패의 보완, 시장 안정, 시장 선도라는 세 가지 기능으로 정책금융 기능을 구분
하고 정책금융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금
융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첫째, 분산, 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한다. 둘째,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역량을 집중한다. 셋째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여 정책기능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금융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과 통합한다. 따라
서 추진되었던 산은 민영화는 중단한다. 둘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현 체
계를 유지한다. 셋째, 검토되었던 선박금융공사는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현 정책금
융기관을 활용하여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
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상에서 본다면 금번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
사를 다시 통합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초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철회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산업은행과 관련
한 개편 내용을 제외한다면, 여타 정책금융체계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으로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가장 금번 개편 내용의 핵심은 산업은행과 

12) 금융위원회 외,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 (보도자료. 2013.08.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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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개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점
에서 이하에서는 산업은행 관련한 개편 내용에 초점을 두어 개편 방안을 평가하고
자 한다.
  사실 산업은행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은 2007년이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일반은행간의 업무영역이 혼재되어 국책은행의 시장마찰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책은행 전반에 대한 역할 재정비가 TF 등을 통해 논의되었고, 
당시 재정경제부는 그 결과로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보도자료, 
2007.9.21)을 제시하였다. 동 안은 산업은행의 상업성 IB 기능을 점차로 금융투자
회사로 이관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대신,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가 상업적 IB 
업무를 전담하고 필요시에는 산은의 정책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업무 기능을 산
은과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곧 민자
의 참여 또는 전면 매각은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유보되었던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적극 추진되었다. 
2008년 6월 공표된 산업은행 개편 방안은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산업은행 등 
자회사를 배치한 이후 지주사의 지배지분 51%를 2012년까지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성하는 대신, 산은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한국개발펀드(KDF)을 신설하여 정책
금융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었다13). 동 방안에 기초하여 정부는 2009년 한국산업
은행법 개정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을 실시하여 한국개발펀드를 대신한 한국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을 산은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제하는 제도 개
편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금번 정부 당국의 산업은행 및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안은 지난 5년간 추진
되었던 산업은행 민영화 및 개편 방향을 다시 뒤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책 방향의 전환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편 방
안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
단한다.
  우선 거대한 규모의 산은지주회사를 지배주주에게 매각하여 자회사를 일괄 매각
하겠다는 통합 매각안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
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은행 등 정부지분 매각이 당면해있는 상황에서 산
업은행을 인수할 지배주주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
은지주사를 기업금융에 경쟁력이 있는 금융그룹, 이른바 CIB(Corporate and 
Investment Bank)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13)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방안 (보도자료,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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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것을 차지하고도 산업은행이 수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자체적인 역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산업은행은 발행채무를 
보증한다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자금조달에서의 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만약 이러한 기능이 상실되어 자금조달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산
업은행 자체적인 경쟁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기는 의문이 여지가 많다. 오히려 민
영화로 인하여 해당 조직과 업무가 금융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간의 상
업금융업무과 정채금융업무로의 분화도 진척되지 않는 등 민영화를 위한 이행과정
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최근 소매금융 확대는 당초 민영화
의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과의 마찰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
다14).
  이처럼 당초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금번 산업은행 개편 방안은 잘
못된 정책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
다. 가령 지주사를 통한 일괄매각을 분할매각으로 전환해다는가 하는 것은 보다 현
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편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은, 당초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려는 본래의 문제 인식이 타당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원상 회복에만 중점을 두어 정
부의 개편 방안이 오히려 금융사업 전체의 발전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
아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금번 개편안은 정부가 산은의 지배주주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방
침을 제시하여,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배제하였다15). 이것은 정부의 자체적인 산은 
기능에 대한 평가와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2008년 산은민영화 추진 시 산
은의 자금 대부분이 상업적 베이스로 공급되고 있으며 정책금융을 저리의 정책성자
금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그 규모는 2007년 현재 1.4조원으로서 총 자금공급
대비 5.1% 16)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다. 더구나 현재 산업은행은 민영화에 대비한
다는 명목하에 소매금융을 확대해 놓은 상태이다. 그 결과 산업은행의 예수부채는 
분리 이전인 2007년말 9.6조원에서 2012년말 현재 38.6조원으로 확대되어 산업은

14) 정책금융공사의 독자적 영역으로 추진했던 온렌딩 대출은 우리나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방안이었다. 온렌딩 대출은 독일의 KfW의 사례를 벤치마크 한 것인데, 독일에서 온렌딩이 정착할 
수 있었던 조건은 이들 대출을 담당한 지역은행(Local Bank)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

한 접촉을 갖고 있고 여신심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렌딩 대출의 도입
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다.

15) 비록 3개 자회사의 개별 매각 방침을 천명하였지만, 대우증권을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매

각 대상에서 당분간 제외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민영화 추진의 또 하나의 후퇴로 볼 수 있다.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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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부채 대비 예수부채 비중은 동 기간 9.2%에서 31.0%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참조). 이처럼 산업은행의 민간 상업금융 영역 확대로 인한 시장마찰 소
지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상업금융 영역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표 2> 산업은행 부채구조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수부채 9,621,272 16,768,592 13,935,926 18,929,843 25,222,278 38,652,332
(비중) (9.2%) (11.8%) (13.0%0 (19.5%) (22.9%) (31.0%)

차입부채 28,000,102 31,596,157 28,636,206 22,629,421 25,842,421 21,977,467
(비중) (26.9%) (22.3%) (26.7%) (23.3%) (23.4%) (17.6%)
사채 56,333,028 68,888,851 52,051,582 44,178,770 47,196,659 46,901,677

(비중) (54.2%) (48.5%) (48.5%) (45.6%) (42.8%) (37.6%)
부채 총계 104,029,261 141,897,367 107,222,739 96,977,136 110,216,388 124,779,004

 자료: 산업은행, 감사보고서, 각년도

  둘째, 현재 간과하고 있는 개편안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
행이 통합될 때,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금융시장 안정 의 기능
이 산업은행의 기능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다17). 앞서 지적했다시피 정부 당국은 
정책금융 기능의 하나로서 시장안정 기능을 지칭하고 이것이 최협의 의미에서의 정
책금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책금융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시피 시
장안정 기능 또는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정책금융의 기능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정
책금융 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보면, 정책금융의 당사자인 산업은행이 과연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그 문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칙 자체도 의문시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금융안정 기
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안정 유지의 기능은 발권력을 
1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 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금융기

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

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
요한 자금을 공급 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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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로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중앙은행
의 유동성 지원 대상은 지불능력을 갖고 있는 통화금융기관인 은행에 국한해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와 원칙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실행되어 본 적이 
없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당시 재무부 
등 정부 당국이 주도적으로 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다. 더욱이 지원대상이 은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에까지 진행되어,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인 조치 및 지원의 형태가 오히려 일반적이었다고 할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가 언급한 금융시장 안정 기능은 그 행사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었다. 정부가 말하
는 금융시장 안정 기능은 개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
급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금융 안정성 정책보다는 훨씬 범위
가 광범위하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금융안정 기능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어떻게 본다면 자의적인 판단이 개
입할 여지가 큰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각국의 경제상황이나 경제주체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개입 방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정부의 개입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18). 다만, 만약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금융
안정 기능을 매우 광범위하게 보아 개별기업에 대한 사전적 조치 까지 포함하는 것
을 전제로 할 경우에도, 그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서 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 정부
의 표현대로 한다면 산업은행이 시장 안전판으로 기능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19). 
  이제 소위 시장안정 기능을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하나는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자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구조조정 과
정에서 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역할과 관련해서이다. 우선 금융안정기금 관리자로서 
산업은행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의 개편 방안에 의한다면, 통합된 산업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받고 금
융안정기금의 관리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9년 정책금융공

18) 국가마다 경제구조 및 금융시장의 특성에 따라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의 
기능 범위를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AIG에게도 자금지원을 해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융안정 기능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 사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당국은 산업은행을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이용해

왔다. 산업은행이 이처럼 기업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 이후 IMF에 의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IMF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법적 한계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서
의 의무에서 벗어난 산업은행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이른바 사전적인 조치를 수행해왔다. 더구나 
산업은행이 BIS 비율 등 은행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민간 주주의 영향력에 있
지 않은 산업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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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분리, 신설 당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시장 안정 기
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금융안
정 기능을 위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안정기금 을 신설하고 그 관
리자로서 정책금융공사를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은행의 기능은 상호 상충되는 기능을 하나의 정책금융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 산업은행 설립의 기본적인 목적은 산은법에 규정된 대로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 한다는 데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자금배분의 결과로 기업의 부실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금융시장
의 안전성이 저해될 때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산업은행에게 부여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일이다. 즉 현재의 제도 개편은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금
융안정 기능이라는 상충된 기능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물론 금
융안정기금이 산업은행의 본 계정과 분리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은 
산업은행 내부의 조직과 인력이 이를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 장벽을 
외형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개
편 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기능을 산업은행에 이
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등 기존의 공적 기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향후 금융안정기금
을 사용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기능과 별개로, 기존에 산업은행이 시행해왔던 기업구
조정기능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
정 등 이른바 시장안정 기능을 수행할 때, 적절하게 기업으로의 자금배분을 차단하
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된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함으로써 오히려 적절
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외환
위기 이후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 집행의 결과를 보면, 그 과실을 따지기 이전에 일
단 부실화된 기업을 파산으로 이르게 하기 보다는 긴급유동성 지원 및 채무조정 등
을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억제하는데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개입의 초
점이 맞추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본다면 산업은행의 소위 사전적인 시장 안
전판  기능은 기업의 부도를 일차적으로 막는데 편향되어 있던 셈이다. 
  과연 이러한 정책 개입이 적정했는가? 정부 당국은 2003년 카드사 위기 이후 이
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유효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그러한 기업구조조정의 방식의 유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파산을 지연시키는 이러한 정책적 편향이 장기적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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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있다. 즉 정부 당국이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은행이 과다하게 이용될 수 있다
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우려는 산업은행의 수익 구조에서 일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의 이유로 지적한 것 중 
하나는 정책금융공사의 자산이 공기업 주식이나 구조조정기업 주식 등 무수익자산
이 많아 수지구조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2012년말 현재 매고가능증권 중에서 처분이 제한된 매도가능증권이 3.8%에 달하
고 있는 바, 이들 처분제한 증권은 구조조정기업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것은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이 기본적으로 회생가능한 기업의 채무재
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산업은행
이 떠안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떠안는 손실은 산업은행의 민간 상업금융 업무를 통해 보전
하는 것이 현재 산업은행의 수익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정부가 산업
은행의 상업금융부문을 민영화화지 않는 또 하나의 목적은 결국 산업은행이 기업구
조조정을 대신하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이라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정책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민영화는 역설적으로 산업은행의 과도한 정책개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화는 일차적으로는 산업은행에 의한 
시장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민영화가 산
업은행을 개편하는 주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빌미로 민영화를 배제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조치를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함으로써, 산업은행이 순수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그 개편 방향이 설정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금융의 개편 방향
  제 3절에서 우리는 정책금융이 여전히 전체 금융시장의 자금배분에서 차지하는 



22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추세가 있지만, 한국
의 경우에는 정책금융의 절대적 수준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기 보다는 그 집행체
계 및 배분 방식의 적절성에 오히려 문제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정부 
당국의 정책금융 재편 방안은 정책금융의 전반적인 접근 방법의 전환보다는 정책금
융을 집행하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개편에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금융
의 전반전인 점검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전반적
인 정책금융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개편 및 기능 제
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금융의 원칙
  정책금융은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또한, 경제적 또는 사회정치적인 목적이 
시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기에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의 영역 뿐만 아니라 시장
기능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는 시장보완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된다20). 
그러나 정책금융의 합리성은 시장기능의 미흡만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다. 정책금융
에 의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 
정도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책금융의 목
표가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별 정책금융에 대한 필요성은 시기나 경
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원칙과 
수립 절차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금융에 대한 사후적 판단은 그 집행 효
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만 한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로 인하여 정책금융의 순편익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정책금융이 경제 전체적으로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
책금융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정책금융 수립 및 집행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정책금융의 기능은 시장 보완적이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
성이 정책금융을 합리화하지만, 가능하다면 정부는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
소하는데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
책금융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책금융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자금배분이 오히려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정책금융이나 정
책금융기관이 금융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정
책금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이나 마찰이 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20) 이기영, 조영삼(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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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서 검토하는 것이 정책금융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정책금융의 혜택은 자금의 가용성과 지원우대 조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된다. 정책금융이 구축효과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조건 중 자
금가용성 위주로 정책금융 방식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금융이 시장실패
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용할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금가용성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정책금융 차입자의 개별위험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부
과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금공급시 우대조건이 필요한 정책금융도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정책금융 차
입자가 상환능력이 있으나 높은 금리 부과로 정책금융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대금리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금융이라는 것 역시 금융의 일환인 이상 정책금융의 대상자는 원칙적
으로 원리금 지급능력이 존재하는 차입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채무상환능
력이 존재하지 않은 차입자에게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차입자
의 채무불이행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차입자에게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융지원을 통해서가 아
니라 보조금 등 소득이전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수출관련기업,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지원, 소
득분배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자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것이 산업정책 목적을 위한 지원 대상 결정이다. 한국은 이미 개발시대 
정책금융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그러기에 정책금융 중에서 이러한 산업정책을 위
한 정책금융 비중은 점차 감소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
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의 초점이 
수시로 바뀌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금융이 장기시설자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정책자금의 부작용이 장기적으
로 전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음은 짐작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설령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경제가 성장한 지금에 와서는 효율적인 자금배분보다 
부작용을 훨씬 유발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정
책금융의 시장선도 기능은 가능한 한 정책자금 배분 기준에서 축소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 역시 필요
하다고 하겠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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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금융체계의 개편 방향
  정책금융 자체가 금융시장이나 일반 상업금융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니만큼, 정책
금융체계 역시 금융시장의 발전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시기적으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 개편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제반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책금융체계가 변화해야 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
른 공적기관과 마찬가지로 정책금융기관 역시 정부에 의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
하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자체적으로 변모를 
도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책금융체계의 개편은 새로운 정책금
융수요에 대응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책 기능을 축소하거나 정책금융 기능을 상실한 정책금융기관을 개편하는 것이 더
욱 어렵고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사실 앞서 정책금융체계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금융 기능과 
이를 추진할 정책금융기관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기관들이 중소
기업 정책금융과 수출관련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적 목적의 정
책금융과 함께 소득배분 목적의 정책금융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러한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새로운 금융수요
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불필요한 정책금융체계의 개편이라는 과제가 더욱 
중요한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로, 정책금융체계 개편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책금융체계의 과도한 
영역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개편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그것은 정책금융으로 인한 시장마찰을 줄이는 것이고, 정책금융체계 내부에
서의 기능상의 중복을 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책금융으로 인한 시장마찰은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이 당초의 
목적대로 정책금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금융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
문에 더욱 커진다. 또한 시장에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영역에 상대적으로 유
리한 조건의 정책금융이 집행된다면, 그것 역시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가 2007년부터 제시된 것은 이들 정책금융기관
이 시장 변화에 따라 유효성이 감소하고, 실제 이들 업무에 상당수가 민간 상업금
융 영역에 속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존재 근거가 상당수 상실되었기 때문이었
다.
21) 정책금융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최근 선박, 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와 관련한 논

의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2000년대 호황을 누리던 선박부문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악화된 것만으로, 조선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정당성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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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기능이 상실되어도 해당 정책금융기관이 스스로 기능을 축소하거나 변
화를 보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해당 정책금융기관이 생존을 위해
서 자산을 증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들이 정부의 지급
보증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민간시장에서도 생존을 도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
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업무와 민간 상업금
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22).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민간 상업금융업무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기초로 조달한 재원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금융체계와 관련되어 정책금융기관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책금융기
관간의 통합 및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수출입은행
과 무역보험공사의 재통합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 간헐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기능별로 정책금융기관을 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던 반면, 유럽의 경우 통합형 정책금융기관 모형이 상당수 존재한다. 가령 
독일의 KfW, 프랑스의 CDC 및 핀란드의 Finnvera 등은 통합형 정책금융기관 모형
으로서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목적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고 있다. 
  통합형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내부적인 정책금융관련 정보의 교류로 인하여 중
복 지원을 축소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연속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히
고 있다. 그러나 통합형을 통해서 이러한 이론적 장점을 보다 잘 실현되리가 기대
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합형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융업무의 특성에 따
라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 기관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업무영역 중복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
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최근의 사례는 바로 
그 좋은 전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기관간의 업무 중복이나 중복 지원으
로 인한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서도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정책금융 기능이 상실된 정책금융기관의 민영화를 꺼리게 되는 이유는 
민영화로 인하여 공공 목적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윤

22) 일부에서는 정책금융영역과 상업금융영역을 동일한 지배구조 내에서 모자회사 관계를 통해서 유

지하는 혼합형(또는 Spin-off) 모델의 사례로서 프랑스의 CDC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
해는 CDC자회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CDC 자회사 역시 분화된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자회사의 지속성을 위해서 적어도 영업을 시장 방식에 기초하여 하

고 있을 뿐이다. 또 하나의 혼합형의 사례로 독일의 주법은행(Landes Bank)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
는데, 이들 은행은 주립은행으로서 최소한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보고 상업

금융영역으로 분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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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걱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을 민영화할 때, 기관의 목적이 영리만을 추구
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분을 조정하고 매각을 시도하는 방안
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보증과 관련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기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
적 영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증의 기본적인 역할은 여신
심사를 회피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신심사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의 
발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 금융기관 역시 자신의 영업
을 위해서 보증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증 기관의 주주로 존재할 경
우 주주로서의 이익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인한 자신들의 위험공유 기능을 감안하
여 주주권을 행사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 보증기관에 대
하여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안별로 보증금액 지원 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적 목
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정부기관이 아닌 공적 보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 보증으로 인한 책임을 전부 부담하기보다는 
보증유형 및 사안별로 보증 책임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
가 있겠다.

. 결론: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정책금융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성을 달리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정책금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책금융이 합리화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책금융 상황을 살펴보면, 적

어도 전 세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유형의 정책금융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정책금융체계의 문제점은 정책

금융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금융이 과도함으

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금융체계 개선

의 기본적인 방향은 과다한 정책금융부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

책금융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기초로, 필자

는 최근 정책금융체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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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의 현실적인 이유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상업금융부문을 민영화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금번 

정책금융개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은행이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은 민영화와 상관없이 시행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찾아져야 한다.
  둘째, 산업은행을 제외한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

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이 최근 확대된 것은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

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영역간의 중복 역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의 확대는 단순한 업무조정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며, 그간의 정책금

융의 집행 방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정책금융은 과도하게 그 영역을 확대

할 유인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정책금융 우대조건의 축소나 

자금지원 원칙의 확립 등 근본적인 집행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금융기관의 활동이 재정에 영향을 줄 것인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정책금융기관을 정부

기관이 아닌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증 관련 정책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위험공유의 수단으로 기능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구조의 전환이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

책금융체계를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각각의 전담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달리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재정자금이 정책금융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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