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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줄임글

    이 논문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국가 자율성과 역량의 차원이라는 포괄

적인 주제에 대해서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가 

자율성의 대내적 차원에 중점을 두어,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먼저 발전국가 모

델의 ‘국가-금융자본-산업자본’이라는 연합구도가 외형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시장에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IMF나 IBRD와 같은 국제 경제

기구과 해외자본과의 관계에서 변화하는 대외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가 어떻

게 대내적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갔는가를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국가 역량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적 측면으로 관료제 내부의 

권위의 배열과 관료적 응집성의 문제를 고찰해 보았으며, 외부적 측면에서 국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산업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자율성의 증대된 측면을 발견하게 된

다.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국가에 

개입하 고, 또한 국민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시민사회적 합의는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을 극대화시킨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대

외적 측면에서 있어서도 국가는 차관을 대가로 요구된 해외기구들의 구조조정의 

요구와 협상을 수행한 궁극적인 책임주체 다. 실제로 국가는 증대된 자율성과 증

가된 규모의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국가시대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

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7년에 걸쳐 대규모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그 과정상의 정책 오류와 저

조한 회수실적으로 인하여, 현재 공적자금 관련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시장개입 그 

자체가 시민사회적 세력들로부터 불신과 저항을 받기에 이르 다. 이러한 공적자

금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여기서는 국가 역량의 관점에서 크

게 두 가지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첫 번째로는 국가 내부의 측면에서 관료적 제

도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로는 국가 외부의 측면에서 특히 국내 산업자

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개입의 방식과 선별정책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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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첫 번째로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기구들의 관료적 응집성과 권위

의 구조화의 실패로 인한 관료제적 국가 역량의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가의 시장개입과 기업선별정책에서의 일종의 규율(discipline)의 역할의 

부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은 해주되 규율을 하지 못한 국가의 시장 

보완적 개입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역량의 부재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의 변화를 발전국가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외환위기 이후의 국가는 발전국가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

하고 이를 통해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대내적 자율성을 증대시

켜나간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전국가는 이러한 높은 대내적 자율성

을 바탕으로 산업자본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강한 개입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며 

기업들의 효율성을 관리해 나갔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 국가는 높아진 대내적 자

율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산업자본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

율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가 역량 차원의 공백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국

가의 시장개입방식이 보여주는 국가 역량의 약화는 직접적으로 공적자금 관련정

책을 포함한 일련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 살펴본 국가의 적극적이고도 올바른 시장개입 능

력과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발전

국가적 특징들은 그동안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비판 받아왔던 동아시아 발전국가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재인식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1)

핵심 되는 말: 공적자금. 외환위기, 국가 자율성, 국가 역량. 시장 개입. 금융 지원. 규율. 

시장 보완. 시장 대체. 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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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1. 문제제기

   이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의 투입과 성과를 중심으로 국가 자

율성과 국가 역량의 변화과정,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국가의 시장개입 방식을 검

토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1997년 말을 기점으로 일대 변환을 겪는다. 1997년 

위기는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해외 부문과 국내 부문, 국가와 시민

사회,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짜맞추는 작업의 필요성을 일깨

운 일대 전환기 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의 역량은 

어떻게 변하 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실제 한국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1997년 이후 가장 주요한 경제정

책이었던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손호철 교수 외에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IMF는 한국사회에서의 국가의 

자율성, 그 중에서도 대내적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기회와 자원과 제도를 

제공하 다(손호철, 1998: Chang, 2003).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증대된 자율성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산업부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정을 직접 주도해 나갔다. 

1997년 이후 공적자금의 본격적인 투입과 함께 시작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서의 국가와 국내자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의 초기 상황은 대

내적 국가 자율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자본이나 국제기구들

에 대한 대외적 자율성은 감소된 데에 비해, 구제금융체제를 통해 도입된 금융자

원의 분배자이며 개혁 프로젝트의 실행 주체인 동시에 감독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의 증대는 대내적 국가 자율성의 수준을 높여 놓았다. IMF 요구에 의한 개혁

프로그램들은 건전한 시장규율확립과 국가개입의 폭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행주체는 여전히 국가 기 때문이다. 

    이러한 1997년 이후 국가의 높은 대내적 자율성은 발전국가 모델에서 보여주

는 높은 국가 자율성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준다. 대외적 종속성과 높은 대내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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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가진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 형태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일반적인 특성이

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발전국가적인 특성이 1997년 이후 개혁과 시장자율

화를 지향했던 한국 사회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

엇보다 1997년 이후와 발전국가의 성격의 유사성은 금융지배를 통해 국가가 산업

자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 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발전국가적 성격이 경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적자

금이라는 막대한 금융자원은 결국 국가가 자신의 선호와 정책방향에 맞게 산업자

본을 규율하고 통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사한 수준의 국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유사한 금융자원

통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 김대중 정권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다른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또는 불과 위기 20여년 전 한국에 존재해왔던 발전국

가와 비교해 볼 때, 1997년 위기와 함께 시작된 국가의 시장개입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자의 유치와 1998년 공적자금의 투입으

로 인해 단기적으로 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 다. 성장률이 -6.7%(1998년)에서 

10.7%(1999년)로 회복되면서 경제는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 고, 이에 따

라 S&P와 Moody's 등의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상

향 조정하기도 하 다. 이러한 한국의 구조조정의 성공은 외환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까지 하 다. 

    그러나 이렇게 잠시나마 회복의 기운을 보이던 한국경제는 2000년말부터 

GDP 성장률, 실업률, 금융과 은행 부문의 경 지표들 등이 보여주듯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제2의 경제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었다. 몇몇 낙관

적인 분석이 예측하듯 단순한 개혁 피로일 수도 있다. 그러나 2년 개혁의 결과로 

4년 동안의 개혁 피로를 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적자금과 관련된 각

종 기업과 금융권, 그리고 정치권이 연루된 루머와 게이트들이 연이어서 신문 지

상을 오르내리는 것 역시 단순한 개혁 피로일 수는 없다. 

    왜 김대중 정권의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과정은 여러 부실과 부채, 그리고 

비리만을 남긴 채 실패하기에 이르 는가? 금융 및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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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된 공적자금과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과정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제 2의 

IMF라고 불리는 실물경제 전반의 경제침체를 불러온 것이라면, 즉 국가의 잘못된 

개입이 문제라면, 그 구체적인 시장개입방식과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을 IMF 외환위기 이후의 김대중 정권 시기의 국가의 

자율성과 시장 개입 방식, 즉 국가 역량이 구체화되는 방식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

고자 한다. 

1-2. 논문의 연구범위와 방법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물론 1997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전반적인 운용과정이며, 그 구체적인 자료로서 공적자금과 관련된 백서와 경제백

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001년 공적자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및 

법률 정비가 명문화되기 전에는 재경부, 감사원, 국회의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라

는 상설특별위원회 기구 등 그 운용과정상의 주체에 따라 여러 곳에서 공적자금

관련 자료가 산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출간되어 왔다. 2001년 공적자금 관리제도

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크게 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공적자금 

관리백서가, 그리고 감사원에서 공적자금 감사백서가 정기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다. 또한 두 기구의 공적자금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은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로 

편입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두 백서를 기본

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국회의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과 공적자금관련 국

정조사 회의록, 재경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한다. 

    또한 해외 자료로서 IMF와 World Bank의 보고서를 활용함과 동시에, 공적자

금 관리기관 및 공적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내 연구소의 자료와 관련 

언론기사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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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비적 고찰: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적 접근

    앞 절에서 제기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 자율성과 역량의 차원

에서의 기본적인 검토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의 국가성

(stateness), 국가강도(state strength), 국가 자율성(state autonomy)과 역량(state 

capacity),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acy)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어져 왔던 

국가의 시장개입 방식의 전제조건에 대해 고찰해 본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국가의 힘과 능력을 개념화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 자율성(state autonomy)과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이라는 두 

개념을 통해 강한 또는 효율적인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효과적인 시장개입을 위한 조건을 개념화해내기 위한 작업으로, 특히 국가 자율성

의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 국가 역량의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을 구분하

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두 번째로 앞에서 논의된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이 동

아시아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고 분석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산업정책과 국가의 역

할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의 개념틀과 분석틀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도록 한다.

2-1.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

   국가의 힘과 강도,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나름의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도 핵심적인 개념은 국가 

자율성(state autonomy)과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이라는 두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근대국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몇몇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조건과 성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국가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맑스주

의와 베버주의의 국가 중심적 논의이다. 맑스주의적 국가 논의에서는 자본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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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 자율성을 다시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으로 개

념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Poulantzas, 1975: Hamilton, 1981). 도구적 자율성은 국

가가 지배계급 등 사회 제세력의 직접적인 지배 내지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는 자율성을 말하며, 구조적 자율성은 국가가 지배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러나 두 개념에 대해서, 도구적 자율성의 목적론적 설명방식의 문제는 물론, 구조

적 자율성에서 말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 결정의 현실 수준에서의 

해석의 다의성과 자의성의 문제 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적, 

현실적 문제들과 개념상의 혼선으로 인하여 Evans와 Rueschemeyer(1985)가 지적

하는바 대로,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대안적 개념이 제시되기도 할 정도로, 두 개념

은 실제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데에 문제를 노출하고 만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

는 맑스주의적 국가논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주의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기로 한다.

    국가중심주의적 논의에서 국가 자율성의 가장 주요한 개념 중 하나는 국가가 

“다른 계급들의 반대와 그들의 이익갈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집행의 구체적인 행위 

방식에서의 효율성을 국가 역량이라 개념화 할 수 있다. Skocpol(1985)은 국가 자

율성은 국가가 “사회세력, 계급의 요구나 이익의 단순한 반 이 아닌 목표를 설정,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 즉 “독자적인 목표설정”(autonomous goal formation)의 

자율성이며, 국가 역량은 이를 실질적, 잠재적 반대세력에 반하여 혹은 완강한 사

회경제적인 상황에 직면해서도 공식적인 국가 목표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국가 자율성은 Wade(1990: 29)의 용어로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부합

하는 방향으로, 이는 가끔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음에도, 

이 방향으로 자원배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된다. 김형국(1989)과 

같은 학자는 국가 자율성은 입력과 관련된, 그리고 국가 역량은 출력과 관련된 개

념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한다. 즉, 국가 자율성은 정책입안의 차원, 그리고 국

가 역량은 정책실행의 차원의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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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다른 계급이나 집단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이 국가 자신의 이익과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정도와 구체적인 정책입안의 과정이라면, 국가 역량은 이

를 가능하게 해주는 관료제적 제도, 제도들의 응집성, 시민사회 안으로의 침투력 

등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차원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Evans와 Rueschemeyer(1995)는 국가 구조와 국가(개입)능력 사이의 관계를 고

찰하면서, 국가개입능력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첫 번째로 공공합리성에 근거한 관

료기구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정부관료, 우월한 정책 제안가능성을 가지

고 조합주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두 번째로 소득재분배에 관여할 수 

있는 관료적, 정치적 역량을 중요하게 개념화한 바 있다. 또한 그 마지막 요소로서 

국가는 외부의 요구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보다 국가 내부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

다. 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 다양한 정보 획득과 

2) 하위 기관의 상황적,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탈집중화가 필요하다. 

   국가(개입)능력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들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국가구조, 특히 

관료기구와 정부관료의 독립적, 자율적 역량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관료가 올바른 결정을 하더라도 관료기구

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

서 이들의 논의는 국가 역량에 선행하는 국가 자율성의 중요성을 주장함과 동시

에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igdal(1988)은 국가역량을 사회에 침투하는 능력, 사회관계를 조절하는 능력, 

자원을 추출하는 능력, 자원을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전유할 수 있는 능력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세계체제로부터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국가의 생존능력에서 인적자원 동원능력은 가

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동원능력은 국가의 사회통제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국

가의 사회통제능력은 Mann의 용어로 하부구조적 능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다2).

2) Mann은 국가의 자율적 권력의 두 가지 의미를 분류해 내는데, 전제 권력(despotic power)과 하부

구조적 권력(infrastructural power)이 그것이다. 국가 권력의 첫 번째 의미는 시민사회 집단과 관

련된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협상없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로 정의되는 국가 엘리트의 ‘전제적 

권력’이다. ‘하부구조적 권력’은 시민사회에 침투하고 그 역 전반에 걸쳐 정치적 결정을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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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dal이 국가능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은 국가성

(stateness)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가 사회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 관료들을 자신의 선호

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셋째, 국가 조직은 전문화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조직

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Migdal은 강한 국가가 되

기 위한 네 가지 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데(Migdal, 1988: 271), 첫째, 세계사

적 타이밍 하에서 둘째, 물리적인 강제력의 독점이 있어야 하고, 셋째, 독립적인 

관료제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the basis for independent bureaucracy), 넷째 

숙련된 지도력이 충족되어야 한다. Migdal은 그의 논의에서 국가 역량의 차원을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Evans와 

Rueschemeyer와 마찬가지로 국가 자율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위의 논의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국가 자율성은 국가 고유의 의지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국가 역량은 의도한 결과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행 능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욱 거칠게는 

국가 자율성은 정책의 입력(input), 역량은 출력(output)의 과정에서의 국가성을 말

하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 역시 이러한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따르되, 다른 여타 세력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특히,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 자율성을 다시 대내적 차

원과 대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자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대

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을 차원을 나누어 두 측면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은, 현재와 같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 

증대의 상황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더욱 총체적인 관계적 시각에서 평가해 보는데 

유의미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본에 대한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의 구분에 더욱 초점을 두어 그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역량을 중점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Mann, 1986: 113). 이 전제적 권력은 전근대 국가에서 초기 근대 

유럽 국가 등 역사적 변화가 크고 하부구조적 권력은 전제적 권력에 해당하는 전근대 국가에서 

약한 의미를 지니며 현대 산업국가에서 강하게 발전된다. Mann이 근대적 국민국가에서 중요한 

국가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하부구조적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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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국가 자율성에 선차적 우위성을 부여하 던 기존의 접근

과 달리, 국가 자율성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는 국가 역량의 부분에 주목하고

자, 국가 역량을 내부적 차원과 외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주로 국가 역량보다는 국가 자율성을 강한 국

가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자율성이 국가 역량을 위한 전제조

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게 나타난다. Migdal의 논의에서 국가 자율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위에서 보듯이,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충분조건 중의 세 번째로 독립적인 관료제의 기반 조성을 들고 있다. 또한 국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로 국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관료들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Migdal은 이미 국가 역량의 전

제조건으로 국가 자율성을 선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Evans와 Rueschemeyer는 상대적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논하면

서, 자율성은 사회구조적 조건에 한정되어 배태되어 있는 것이며 효율적 개입이 

자율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 자율성이 국가역

량 내지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에

도 불구하고, “국가 자율성은 효과적인 국가행동의 전제조건”(Rueschemeyer & 

Evans, 1985: 62)이라는 주장은 이들이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관계설정에 있

어서 단순한 상호보완적 관계설정을 넘어서 하나의 위계성(국가 자율성의 우위 내

지 선차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들은 국가의 일정한 상대적 

자율성이 국가의 “정책 목표 형성뿐만 아니라 이의 집행에도 필요하다

(Rueschemeyer & Evans, 1985: 49)”고 주장함으로써, 국가 자율성을 집행과정까

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봄으로써 국가 역량을 국가 자율성 속에 포괄되는 한 구

성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호철(1990: 239-249)은 그의 에서 국가 역량, 국가 자율성, 국가강도 등 여

러 가지 국가개념의 무질서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국가 자율성이 국가역량보다 선

차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호철 교수에 따르면, 국가 자율성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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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가와 사회제세력, 특히 경제적 지배계급과의 관계를 추상화해내기 위한 

관계적(relational), 특히 사회관계적 개념이며, 국가 역량, 즉 국가의 자원수취능력, 

정책망, 전략적 능력, 이미 형성된 목표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은 기본적

으로 사회관계를 추상화하는 사회관계적 개념이 아니고 국가와 물적 능력과의 관

계에 관한 ‘물적’ 개념, 굳이 관계적이라면 물관계적(thing-relational) 개념이다(손

호철, 1990: 235). 이렇게 볼 때, 손호철은 국가연구에 있어서 그 사회관계적 측면

에 집행능력과 관련된 ‘물관계적’ 측면과 동일수준과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부

적합하다는 점에서, 국가 자율성의 국가 역량에 대한 선차적 상호보완성을 가장 

적절한 개념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국가 자율성에 주목하는 것은 나름대로 주요한 논의이지만, 동아시아의 

사례처럼 국가 내에 국가와 경합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제세력이 부재하여 국가

의 대내적 자율성이 사회내의 이미 조건지어져 있는 경우, 국가 자율성만으로 국

가 역량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사

회적 맥락에서 볼 때, 오히려 더욱 정교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 부분은 국가 자율

성보다는 그것이 구체화되는 방식으로서의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하여 다음에서 국가 역량이 구체화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국가의 산업정책과 

시장개입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국가 내부적, 외부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2. 동아시아 발전국가에 대한 기존 연구

   동일한 수준과 범위의 자율성과 역량을 지닌 국가라 할지라도, 각자가 처한 역

사적, 사회관계적, 역의 맥락에 따라 그 자율성과 역량이 발휘되고 구체화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서는 앞의 일반적인 개념의 정의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발전에서의 효과적인 국가개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었던 국가의 

높은 자율성과 역량이 한국의 발전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났으며, 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

적으로 동아시아의 발전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시장의 불완전성, 특히 제3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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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한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3)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 즉,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했으며 동시에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 논의

의 중심은 개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입 방식의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국가 개입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관점과 

평가가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시장상황이 서구의 그것과 이미 다른 조건과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 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동아시아 발전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구 자본주의에서 논의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의 시장중심론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학자는 소수

이다4).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친화론, 시장증진론, 그리고 발전국

가론 등의 다양한 개념들의 애매한 경계들이다. 먼저 동아시아의 발전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의 성격을 설명하는 관점 중에서, 시장친화론과 시장증진론의 주요 내용

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시장친화론(market friendly approach)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고도성장 경제권

의 국가는 높은 수준의 국내저축률, 비교적 낮은 담세율, 광범한 기초 인적 자본, 

훌륭한 거시경제적 관리, 제한된 가격왜곡 등과 관련된 기초여건 바로 세우기와, 

외국의 노하우 및 기술습득, 온건한 금융억압과 지도신용을 결합한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간섭 등과 관련된 ‘신중한 정책개

입’을 결합시켜 경제적 성공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김상조, 1998). 즉, 이들 경제

의 성공은 국가가 시장에 바탕을 둔 기초여건을 신중하고 온건하게 조성했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시장개입 때문이 아니라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것

이다. 특히 이러한 시장친화적 개입이라는 개념이 World Bank에 의해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개념의 궁극적인 

3) 이러한 국가의 개입방식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용어 - Johnson(1982)의 ‘guidance’, Wade(1990)의 

‘governing’, Amsden(1989)의 ‘discipline’, 유석춘(1998)의 ‘patrimonialism’ 등등 - 로 표현된다. 

4) 시장중심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 다는 관점으

로, 국가를 주로 행위자라고 보기 보다는 하나의 제도로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Balassa의 

‘getting the price right’의 개념이 동아시아의 발전 사례를 시장중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Balassa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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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중심성을 발견하게 된다. World Bank의 1991년 보고서에서는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시장메커니즘 이외의 다른 것으로써 자

원배분을 지도할 경우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데 일반적으로 실패한다고 결론짓

는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1993년 보고서에서 좀더 유보적으로 변화하지만,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뿐, 근본적으로 그

러한 성공을 시장이라는 존재를 통해 설명하고, 발전국가의 성공은 시장을 존중했

거나, 또는 시장을 지향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시장증진론(market-enhancing view)은 국가 자체를 시스템 속의 

다른 경제주체와 동일한 정보 및 유인을 지닌 내생적 요소로 보고, 국가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자신이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

을 증진해 왔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유인체계를 민간에 제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

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조차 시장을 통해 행동했고 시장의 신호를 수정했지

만 그것을 대신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것이 이 입장이다(Aoki, 1997). 이러한 

시장증진적 입장은 시장중심론과 발전국가론의 중간적 모델로 설정된 원래의 의

도와 달리, 시장친화론보다 더욱 시장 쪽으로 기울어진 개념으로 평가된다(성낙선, 

1998). 

  출처 : 성낙선(1998)

<표 2-1> 동아시아 발전모델 유형

시장경쟁 비시장경쟁

(비시장적) 경쟁장치 발생

자생적 진화 인위적 설계

시장

우위

시장중심론 ○ × × ×

시장친화론 ○ ○ × ○

국가

우위

시장증진론 ○ ○ ○ ×

발전국가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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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2-1>를 기본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설명한 

시장친화론과 시장증진론, 그리고 발전국가론의 개념들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유

형을 설명하는데 혼재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즉, 다양한 개념들이 모두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그에 있어서의 국가의 시장개입의 성격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혼란스

럽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동일한 동아시아 발전국가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도 관점의 차이가 나

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주요 연구 대상이 

되는 다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차이와 이질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기존

의 연구들은 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라는 일반화된 모형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학자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

의 역사적 경로와 성격에 따라 그 발전 모형은 차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들의 각자의 차별성이 무시되고 하나의 동아시아 발전국

가라는 모델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장하준(Chang, 2003)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전략을 대만과 싱가폴의 사례

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동아시아 발전국

가들의 전략을 크게 대체적 전략(substituting strategy)과 보완적 전략

(complementing strategy)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자에 한국, 후자에 대만과 

싱가폴의 사례가 포함된다. 대체적 전략은 국가의 해외직접투자(FDI) 통제, 금융

에 대한 규제, 그리고 국가에 의한 산업/기업 선별 등을 그 정책적 특징으로, 그리

고 그 결과적인 측면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의 취약성으로 특징 지

울 수 있다. 이와 달리 보완적 전략은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장려하며, 세계화

와 개방을 그 정책적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다국적 기업(MNC)들이 국

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 즉, 이 두 범주는 해외 시장과의 연계성, 

국가의 역할(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은 물론 국내 시장에 개입하

는 역할까지 포함), 국내 시장의 주요 행위자를 준거로 하여 차별화되는 개념들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하준의 작업처럼,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들

에 포함되던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차별성과 상이성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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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서, 동아시아의 발전 사례를 재인식해보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시장개입의 기능을 평가하는 

상반된 두 관점을 틀로 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고, 다시 이를 한국의 공

적자금 관련정책에 적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시장개입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능을 

시장 보완적으로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 대체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시

장보완적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선별 메커니즘과 자원분배 역할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혹은 제한적으로 침해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장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으

면서, 그와 함께 정책으로서의 국가개입이 병행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경쟁 메커니즘이 존재하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국가 개입의 병행으

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인 시장대체적 개입방식5)은 시장메커

니즘이 부재하거나, 혹은 국가에 의한 비시장적 경합 메커니즘에 의해 압도되는 

유형이다. 특히 이를 동아시아 발전국가라고 일반화된 유형의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6), ‘금융자원에 대한 지배를 통한 산업자본 통제’와 ‘정치적 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관료제에 기반한 규율 또는 지도’의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

음의 <표 2-2>와 같다. 이 두 특징은 대부분의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연구한 학자

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문제는 그 구성요소들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정도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표는 두 구성요소의 정도의 약함과 강함을 통해 

정리해 본 것이다.  

5) 김은미 교수의 Comprehensive Developmental State도 이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Kim, 

Eun Mee, 1997).

6) 이러한 두 가지 특징에 대한 언급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Wade, 1990: Johnson, 1982: Amsden, 1989: 국민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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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시장개입 유형

시장개입을 위한 조건
동아시아

국가사례
산업자본에 대한 

financial support

독립적 관료제에 

기반한 discipline

구체적인 

개입형태

시장대체적 개입 강함 강함
한국

일본7)

시장보완적 개입8)

강함
약함

(시장메커니즘 의지)
싱가폴

약함

(시장메커니즘 의지)
강함 대만

   특히 한국의 70년대 산업화 시기의 국가의 시장개입의 사례는 시장대체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발전 사례 중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연구한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평가이다. Amsden(1989)은 그의 ‘가격 왜곡

(getting the prices wrong)’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의 강력한 가격통제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기능을 하 다는 점에서 시장대체적 국가개입의 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석춘(Lew, 2000)은 가부장적 지배 구조를 한국 근현대사의 경제

발전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유석춘이 파악하는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은 국가가 금융자본 통제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 다는 점이다. 또한 장하준 

교수가 지적하듯이, 국가는 지대 추구자들의 잠재적인 풀을 소수의 재벌에 제한시

켰다. 그리하여 지대 추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정기적으로 개별적인 업적성취를 기반으

로 이러한 지대 수혜자들, 주로 재벌들을 걸러내는 작업9)을 하여 재벌들을 통제하

7) Johnson이 일본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립한 정치학적 관점은,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요

인을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잠정적으로 산업부분을 선정, 지원하고 

경쟁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정부 내의 소수정예 엘리트 경 집단, 이러한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는 

정치체제, 시장순응적 개입방식, 통산성과 같이 정책집행에 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조직이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모델을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민간부분의 관계를 설명한다. 존슨이 정리하는 

발전국가의 특징 가운데 “셋째,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이 따라잡기에 유리하도록 국가의 조정이 이

루어졌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외국바이어의 공급체인에 편입되었다(Johnson, 1982). 

8) 싱가폴과 대만에서의 국가의 시장보완적 개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하준을 참조(Cha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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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발전시기에 나타나는 구체적 특징으로 소수 재벌들로의 경

제력의 집중과 변동이 격심한 재벌들간의 순위변동(the volatile mobility of 

Chaebols)이다(Lew, 2000). 이 경우, 기업의 효율성과 자본의 성장을 시장의 기능

에 맡기지 않고, 국가관료들의 엄정한 선별작업에 기반하 다. 특히 이러한 국가관

료에 의한 엄정한 선별 작업은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일종의 연고

주의)을 통한 정경유착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 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장대체적인 국가 기능의 일면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시장대체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하나로 독립

된 관료제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발전국가적 관료제의 분석에 있어서 

Chibber(2002)의 Nodal Agency라는 개념은 매우 유용한 분석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내

부의 응집력(internal cohesiveness)이다. 이러한 응집성은 효율적이고, 규칙을 준

수하는 관료제의 존재, 즉 관료적 합리성(bureaucratic rationality)으로부터 나오는

데, 발전국가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료적 합리성이 국가정책 기구들 사

이의 권력구조에 적절히 배치됨으로써 구조화되어야(structured)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권력 배분의 구조화 속에서, 국가가 설정한 정책 우선성의 방향에 맞게, 다

른 여타 경제 기구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이익세력들을 압도하는 권위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배분받은 기구가 바로 Nodal Agency이다. 

    이 개념은 Wade(1990)의 Pilot Agency와 유사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Wade는 대만의 경제발전 사례에서, 경제제도의 구조와 역할을 분석하면서 산업발

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료제의 특징들을 Pilot Agency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이 기구는 1) 산업정책형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구의 존재와 2)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위의 부여, 3) 축적된 대인관계를 통해 응집성과 협동 촉진할 

수 있는 경험이 오랜 엘리트관료로서의 자질과 4) 각각의 경제기구들간의 정책형

9) 이러한 유석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Chibber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는 역시 한국국가

가 보여준 관료체계가 목적을 설정하는데 있어 선별적이고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한다

(Chib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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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중앙집중화 정도10) 등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Wade의 개념의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응축한 개념이 Chibber의 Nodal Agency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ilot Agency는 경제 엘리트 관료들 사이의 정책적 일관성을 통한 응집성만

을 그 핵심으로 하는 반면, Chibber의 개념은 연속성뿐만 아니라 위계적 질서

(hierarchy)를 통한 일관된 자원배분에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개념화하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 및 조정 기구로서 Nodal Agency는 협

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처벌과 감시를 통해 그것을 추출해낼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다시 말해, 경제정책입안자들은 공적인 자원을 보조금, 저렴

한 신용(credit) 등등의 형태로 자본가들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 자금

들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정책 우선성에 적합한 역에 투자되도록 요구할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능력은 기업을 규율(discipline)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 기구

들을 규율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Chibber는 이러한 Nodal Agency 개념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1973년 중화학 

공업화의 시행 이후,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과 중화학공업화를 위

해 신설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CPHCI: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라는 제도 형성과 두 기구들간의 관계와 다른 경제 

기구들간의 권위와 권력의 배열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발전 사례를 고찰해 내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초기(1964-1972)에는 경제기획원

이 여타 경제관련 기구들보다 우위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전반적

인 국민경제를 관리하여 왔으나, 1973년 중화학공업화로 산업정책이 변화한 이후,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 기존의 경제기획

원을 능가하는 정책적 권위를 제도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제부처간 권위배분, 즉 위계의 변화는 아래의 

<그림 2-1>과 같다. 

10) Wade 역시 Pilot Agency의 마지막 특징으로 꼽고 있는 중앙집중화에 대해서, 합의(consensus)보

다는 명령에 의한 지도력(leadership by fiat)이 경제발전의 가속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다(Wade, 199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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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화학 공업정책 이후 경제부처간 위계 변화

 

    실제로, 1973년 5월 대통령령으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중화학 

공업에 대한 종합계획과 부문별 추진계획 및 지원 계획의 수집을 담당하도록 했

다. 또 위원회 아래에는 중화학기획단이 설치되었는데, 이 기구는 형식상으로 국무

총리 직속기관이었지만 청와대․경제기획원․상공부․건설부의 핵심간부들이 참

여하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기관이었다. 중화학공업을 위한 금융

적 차원의 지원 역시 여타 경제 정책과 비교해 볼 경우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

는데, 1974년 이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재정융자기금에서 국민투자기금이 차지하

는 비중은 80-90%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1%에 달했다. 또한 1973-80년 동안 이루어진 중화학 공업에 대한 산업

은행의 대출금은 1조 2302억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제조업 전체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상철, 2003). 

    이러한 한국의 산업화 시기 국가 관료제에 대한 논의들은 시장 메커니즘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원배분과 경쟁의 메커니즘을 제공하 던 국가의 시장대체적인 

개입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즉, 시장의 메커니즘을 ‘대신’하는 시장보완적인 개입과

는 달리, 국가의 개입의 성격을 서구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제공하

면서 시장을 대체해 나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시장대체’를 가능하

청와대 1973년

⇒
중화학공업정책 

시행 이후

청와대

경제기획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중화학기획단

상공부-건설부-각 부처

경제기획원

상공부-건설부-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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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던 국가 관료제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그를 뒷받침했던 제도적 응집성

과 권위의 배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역량의 차원을 국가 외부의 다양한 계급세력들간(특히, 자본 세력)의 관

계와 국가관료제 내부의 문제, 즉 power over private capitalist enterprises와 

power over other state economic policy agencies(Chibber, 2002)로 나누어 본다

면, 동아시아 발전국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관료제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가 관료제 내부의 차원의 국가 역량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관

료제적 특성에 기반한 국가의 시장개입이 시장대체적인가 시장보완적인가를 분석

해 보는 것은 국가 외부적 차원의 국가 역량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

문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국가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1997년 

이후의 국가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분석틀과 논문의 구성

    이상 살펴본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공적

자금을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하는 과정

까지의 과정과, 이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 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수혜기업

들을 관리하고 감독을 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이

렇게 나누어 볼 때, 정책의 입안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성은 국가의 자율성의 부

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적자금의 관리 및 회수는 국가 역량의 부문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금의 조성은 자원을 추출하는 능력이나 하부구조적 능력으로 국가 역

량의 부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11) 그러나 실제 외환위기 이후의 공적자금의 조성

과 투입의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된 것은 공적자금의 지원대상의 문제 지, 그

것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상당 부분 시민사회와 

11) Migdal(1988)의 extraction이나 Mann(1986)의 infrastructural power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국

가 역량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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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즉, 대규모의 공적자금의 조성은 

국가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상당 부분 합의를 얻어 별다른 대내외적 저항 없이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조성을 어느 정도 규모의 자원

을 동원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로, 즉 기존의 국가 역량의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것

은 당시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를 국가 자율성의 관

점에서, 이 자원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국가 외부적 세력을 지배하려 하

는가 하는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본다. 

2-3-1. 국가 자율성의 개념화 및 평가

    앞에서 국가 자율성을 정의 내렸듯이,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입안

에 있어서 다른 국가경제기구는 물론, 자본의 이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

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국

가 자율성을 계량화시켜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수준과 층위를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측정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

에 없다. 

    또한 국가 자율성을 평가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복지비용이나 군

사비 지출 등 대내적, 대외적 차원과 그것의 국가 행동의 범위와 차원에 따라 다

양하게 측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국가의 

시장개입의 성격을 그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가 자율성을 국가와 시장과

의 관계로 국한지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따라서 국가의 다른 복지비용이나 사

회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미루기로 한다. 또한 공적자금의 일부 사례만으로 시장

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국가의 자율성의 일반적인 평가를 시도하는 것 

역시 위험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관련 정책은 

국가재정상으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제관련 우선성을 가지

고 있는 정책으로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데 그만큼의 사회적 함의

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도 공적자금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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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입에 있어서의 국가 자율성만으로 그 논의를 한정지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국가관료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사

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와 그 자원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계급관계”로 한정지

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 IMF 이후 공적자금의 규모를 확인해 보

고, 동시에 공적자금의 지원 절차에서 국가가 다른 세력의 반대나 저항에도 불구

하고 국가의 독립적 판단과 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를 어느 정도로 갖추었

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160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국가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이었음을 밝히고, 

그것의 규모를 통해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의 증대된 측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

한 단순히 공적자금의 양적인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 공적자금을 통

해 금융자본 그리고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 되어가는 질적인 측면을 함

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97녀 이후 공적자금의 지원을 통해 국가-금

융-산업의 관계가 발전국가 모델의 ‘국가-금융-산업’의 연합구도와 상당히 유사하

게 구조화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외형적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했음을 규명해 볼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국가외부의 세력들을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통해,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의 변화와 재강

화의 측면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4장에서는 이와 함께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이 어떻

게 변화하 는가를 국가와 해외자본, 해외경제원조기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차관의 유입의 규모와 향력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자원

들의 유입과정에서의 국가의 대외적, 대내적 자율성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결론 부분에서는 대외적 자율성과 대내적 자율성과 관계에 대해서도 

동시에 살펴 볼 것이다. 

2-3-2. 국가 역량의 개념화 및 평가

    5장에서는 국가 역량의 차원을 크게 국가 관료제 내부와 외부의 부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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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국가 내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역량은 관료제적 응집

성과 권위의 제도적 배열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공적자금의 운용기구, 집행 기

구, 감독 기구 등의 권위의 배분의 문제와 실질적인 행동 범위, 활동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전국가 모델이 보여주는 높은 응집성과 정책적 효율성

을 가진 관료제적 특성이 공적자금 관련 기구들에서도 관찰되는가를 살펴볼 것이

다. 특히 Wade(1990)의 Pilot Agency나 Chibber(2002)의 Nodal Agency 개념들에

서 살펴보았던 권위의 제도적 배열의 관점에서, 공적자금이 당시 차지하고 있던 

국민경제적 비중만큼 이와 관련된 기구들의 권위의 우위가 관료제 제도들의 배열 

안에 구조화되어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료적 응집성과 권위의 배열

의 문제는 관료제 내부의 자원을 둘러싼 관련 기구들간의 갈등과 정책 혼선을 최

소화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실행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관료제의 외부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자본 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

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리과정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의 구체적 행위의 방식을 앞서 논의한 시장 대체적 개입과 시장 보완적 

개입, 두 개념을 통해 평가해 보도록 한다. 앞서 정리한 두 개념을 공적자금의 실

질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비시켜 본다면, 공적자금의 수혜대상기업을 선별하고 이

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하는 과정, 즉 공적자금의 지원과정은 금융 지원

(financial support)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원받은 기업들의 개별적인 구조

조정 과정에 개입하여 국가의 정책적 우선성에 맞게 행위하도록 강제하고 지도하

는 과정, 즉 공적자금의 관리․감독 및 회수 과정은 규율(discipline)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적자금은 3차에 걸쳐 거의 모든 금융권에 대규모로 투입된 바가 있으므로, 

금융 지원이라는 첫 번째의 요소는 쉽게 발견된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금

융권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의 두 번째 요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공적자금의 관리 및 감독의 미비로 인

해 전반적인 회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면, 즉, 국가 역량의 취약점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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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에 대한 원인 또한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5장에서는 시장대체적, 

시장보완적 개입이라는 두 개념을 통해 공적자금의 전반적인 운용과정에서 나타

나는 국가의 역량을 평가해 보고, 국가 역량의 변화의 원인 역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3> 국가의 국가 자율성과 역량 

발전국가 

모델
1997년 이후 분석 측면

국가 자율성

대외적 차원 낮음
해외자본과의 관계:

FDI와 차관의 유입

대내적 차원 높음
국내 자본과의 관계:

공적자금의 투입대상과 방식

국가 역량

국가 내부적 차원 높음
관료적 응집성의 문제:

공적자금관리기구

국가 외부적 차원 높음
시장개입의 성격:

시장대체적? 시장보완적?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다음의 <표 2-3>과 같이 나타나는 발전국가 모델에서 

보여지는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대외적, 대내적 차원이 IMF 외환위기 이후

에 어떻게 변화하 는가를 6장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1997년 이후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작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왜 실패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효율적인 국가의 개입을 위한 필

요조건을 모색하는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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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적자금의 정의와 운용과정

3-1. 공적자금의 정의와 조성

3-1-1. 공적자금의 정의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금융부문의 부실을 해

소하기 위해 긴급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국제통화기금(IMF)과 정책협의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즉, 공적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

험기금(예금보험공사), 공공차관 등을 합친 자금으로 국회의 동의 하에 정부의 원

리금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 2조에 정의된 ‘공적자금’(public fund)은,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이다(공적자금관리백서, 2002: 

이인실 외, 2002).  

    공적자금은 재원별로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채권발행

자금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험기금채

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두 번째는 

회수자금으로, 이는 채권발행자금으로 지원된 자금 중 주식매각, 부실채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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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사용한 자금을 말한다. 회수자금의 재사용시 

예금보험공사 운 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경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공공자금은 차관자금,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을 통칭한다. ADB, IBRD 차관도 이에 해당한

다. 이는 주로 위기의 초기 과정에 긴급한 구조조정이나 법령상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될 수 없는 금융권(투자신탁회사, 특수은행)에 지원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자금에는 앞의 세 가지 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한 자금,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로 지원

한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적자금을 재원의 성격에 따라 그 조성내역을 정리

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성질별 공적자금 지원현황(1997. 11월-2003. 6월말)

구분 채권발행 회수자금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금액 102.1 33.4 20.8 4.2 160.5

비중 63.6 20.8 13.0 2.6 100.0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조 원, %

   원칙상으로는 채권발행에 사용되는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적자금 관련 정책이 결정되었던 과정을 보면, 1998년 8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64조원의 공적자금관련 법안을 만장일치

로 합의 처리했으며, 이 법안은 같은 해 9월 2일 본회의에서 역시 여야 만장일치

로 재정경제위를 처리되었다.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국

회에서 통과된 것이었으며, 말하자면 정부가 공적자금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을 

하고 국회는 동의만 해준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때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국가는 다른 세력의 저항 없이 자신의 선호와 정책의 우선성에 대

한 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 공적자금의 63.6%를 차지하는 채권발

행에 사용된 공적자금은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에 관한 지표로 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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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수자금은 그 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결

정을 행정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성격의 공적자금은 국가가 절대적인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라 볼 수 있다12). 한편 공공자금은 해당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운용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재

정경제부장관이 맡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역시 행정부 소관으로 

역시 국가의 의지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적자금은 국가관료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사용할 수 있

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투입을 통해 자본 세

력을 통제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측면이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의미에서 공적자금

은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13) 

3-1-2. 조성규모와 지원방식

    공적자금은 1997년부터 7년 동안 3차에 걸쳐 금융권에 지원되었다. 먼저 1997

년부터 2003년에 이르는 시기에 사용된 공적자금의 액수를 금융권별로 그리고 연

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이 표에서 보여지듯이, 공적자금의 사

용에 있어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현대 그룹의 유동성 문제와 대우 그

룹의 부실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2000년에 집중되어 지원된 것을 알 수 있다. 금융

권별로 보면, 은행권에 53%에 이르는 가장 많은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12) 회수자금의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대화에 주목해 보자(국회사무처, 2000: 3차, 21).

     

     이방호 의원: 이 자료에 보면 공적자금을 회수해서 쓴 것이 18조 6,000억원입니다. 공적자금이  

             회수되면 이것은 반드시 채권상화재원으로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회수해서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후략)

    재정경제부장관 진념: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요, 공적자금을 국회에서 동의해  

             주셨는데 상화기간 내에는 우선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리  

             고 그 기간이 되면 갚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 공적자금과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4장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본문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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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적자금 금융권별/연도별 지원내역

1차 2차 3차
합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은행

53,846

(3.4)

(6.4)

229,316

(14.4)

(27.1)

212,502

(13.4)

(25.1)  

90,906

(5.7)

(10.8)

65,600

(4.1)

(7.8)

9,980

(0.6)

(1.2)

14)182,489

(11.5)

(21.6)

844,639

(53.2)

(100.0)

종금사

18,344

(1.1)

(8.4)

126,821

(8.0)

(58.1)

0

(0.0)

(0.0)

28,055

(1.8)

(12.9)

43,704

(2.8)

(20.0)

1,175

(0.1)

(0.6)

0

(0.0)

(0.0)

218,099

(13.7)

(100.0)

보험사

0

(0.0)

(0.0)

15,248

(1.0)

(7.2)

66,600

(4.2)

(31.4)

45,650

(2.9)

(21.5)

80,916

(5.1)

(38.2)

892

(0.0)

(0.4)

2,670

(0.1)

(1.3)

211,976

(13.3)

(100.0)

증권/

투신사

0

(0.0)

(0.0)

704

(0.0)

(0.4)

4

(0.0)

(0.0)

150,393

(9.5)

(93.0)

0

(0.0)

(0.0)

1,687

(0.1)

(1.0)

9,000

(0.6)

(5.6)

161,788

(10.2)

(100.0)

저축은행

0

(0.0)

(0.0)

14,956

(0.9)

(18.2)

17,158

(1.1)

(20.9)

4,205

(0.3)

(5.1)

38,395

(2.4)

(46.7)

7,507

(0.5)

(9.1)

0

(0.0)

(0.0)

82,221

(5.2)

(100.0)

신협

0

(0.0)

(0.0)

4,586

(0.3)

(9.7)

8,569

(0.5)

(18.1)

3,950

(0.2)

(8.3)

3,730

(0.2)

(7.9)

24,588

(1.5)

(52.0)

1,884

(0.1)

(4.0)

47,307

(3.0)

(100.0)

카드/

캐피탈

0

(0.0)

(0.0)

1

(0.0)

(0.1)

0

(0.0)

(0.0)

631

(0.0)

(99.8)

0

(0.0)

(0.0)

0

(0.0)

(0.0)

0

(0.0)

(0.0)

632

(0.0)

(100.0)

기타

0

(0.0)

(0.0)

0

(0.0)

(0.0)

1

(0.0)

(0.0)

18,673

(1.2)

(83.6)

617

(0.0)

(2.8)

3,050

(0.2)

(13.6)

0

(0.0)

(0.0)

22,341

(1.4)

(100.0)

소계
72,190

(4.5)

391,632

(24.6)

304,834

(19.2)

342,463

(21.6)

232,962

(14.7)

48,879

(3.1)

196,043

(12.3)

합계
768,656

(48.4)

575,425

(36.2)

244,922

(15.4)

1,589,003

15)

(100.0)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억 원

14) 이 수치는 일반적인 공적자금 지원방식(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외에 정

부에 의한 은행권의 후순위채권매입액, 63,347억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15) 정산증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투입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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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험사(13.3%)와 종합금융사(13.7%)의 순으로 나타난다.

    1997년 당시 금융권별 평균자산을 비교해 볼 때, 평균자산규모가 큰 가장 은

행권(161,899 억원)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평균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종금사(8,425억원)16)에 

전체 공적자금의 13.34%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7). 또한 연도

별로 볼 때, 1차 공적자금 투입기간에는 주로 은행권과 종합금융사, 2차 기간에는 

주로 보험사와 증권․투신사, 3차 기간에는 다시 은행권과 신용협동조합에 집중되

어 지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지원되는 방식은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상황과 

경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출자, 출연, 자산매입, 부

실채권매입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정리방식이 적용되는 조건과 구체적인 사례

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공적자금 지원 방식

정리방식 적용 조건 주체 적용 사례

예금대지급

Deposit Payoffs
청산/ 파산 예금보험공사 신협 또는 상호저축은행

출연

Capital Contribution

계약이전

(Purchase & Assumption)
예금보험공사

1998년 퇴출 5개 은행(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출자

Recapitalization 또는

Equity Participation 

매각/자체정상화 예금보험공사

제일, 서울, 조흥 등 대형은

행, 서울보증보험 및 대한생

명 등 일부 보험사

부실채권매입

NPL Purchase
자산관리공사 대부분의 종금사

  

16) 1997년 당시 금융권별 평균자산 규모를 보면, 은행은 161,899억원, 보험은 22,173억원, 리스는  

 12,614억원, 종금사는 8,425억원, 증권은 7,605억원, 금고는 1612억원, 신협은 115억원 순으로  

 나타난다(한국금융연구원, 2001: 54). 

17) 종금사에 대한 공적자금의 집중적인 지원과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과정들은 본문 4-2-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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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네 가지의 공적자금 지원 방식 중 출자의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청

산이나 파산이 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매각 또는 자구 노력에 의해 

자체적으로 경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정상화 또는 매각을 위

한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자는 일종의 투자의 형식으로, 출자한 만

큼의 일정한 조합이나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

지게 된다. 해지 시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출자한 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출연은 파산이나 청산의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에, 인수금융기관에게 자산부족분의 자금을 기부의 형태로 투입되며, 그

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인수금융기관이 가지게 된다. 해지 후에도 출연한 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예금대지급은 일반적으로 청산․파산의 경우, 예금자들의 부보

예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협이나 상호저축은

행에 주로 적용된 방식이다. 즉, 예금대지급과 출연의 경우는 이미 파산하 거나, 

퇴출이나 합병을 전제로 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표 3-4> 금융권별/지원방식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조 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부실채권

매입
계

은행 34.0 13.7 - 14.0 24.6 86.3

제

2

금

융

권

종금 2.7 0.2 17.2 - 1.6 21.7

증권․투신 7.7 - 0.01 - 8.5 16.2

보험 15.9 2.9 - 0.3 1.8 20.9

신협 - - 4.7 - - 4.7

저축은행 - 0.2 7.3 0.6 0.2 8.3

소계 26.3 3.3 29.2 0.9 12.1 71.8

해외금융기관 - - - - 2.4 2.4

계 60.3 17.0 29.2 14.9 39.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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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매입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실채권의 매입가격

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

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시가에 매입하게 된다. 금융권별로 공적자금 

지원방식에 따라 투입금액을 정리하면 앞의 <표 3-4>와 같다. 

    금융권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 는가는 직접적으로 그 회수

성과와 관련된다. 공적자금의 회수는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

자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보유지

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가 이루어진다. 출연이나 예금대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으로 공적자금

을 회수하게 된다. 자산매입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정리금

융공사를 통해 부실자산매각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지

원된 자금은 해외나 국내 매각, 또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회수하게 

된다. 

    출연이나 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

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회수가 곤란하며, 그 회수액이 파산배당

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자산매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대부분 장부가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회수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출자의 경우는 정부의 올바르고 

적절한 지원판단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 정상화와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 그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공적자금을 금융권 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입하는가에 대한 

결정과 그 후에 지원받은 기업들로부터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가

의 여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의 투입에 앞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합리적인 지원방식의 선택, 또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경 정상화이행약정(MOU)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부실금융기

관의 책임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독능력은 공적자금 관련 정책이 실

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금

융권과 산업자본에 대한 국가 역량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가 관료제 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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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해당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은 산업과 금

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과 지배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의 

외부적 측면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뒤의 구체적인 분석에서 논의를 하게 될 시장보완적인 개입과 시장대체

적인 개입의 경우, 출자방식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사례가 될 것이다. 예금대지급

이나 출연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을 정리하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지원 이후에 국가의 관리나 감독이 필수적으

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자의 경우는 부실기업의 경 정상

화를 위해 투자의 형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문의 회수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기업효율성 재고와 경 의 정상화를 위한 기업과 국가의 협력과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

와 감독, 즉 규율과 지도의 역할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과정

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시장보완적이었는가, 아니면 시장대체적이었는

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될 것이다.   

3-2.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3-2-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1997년 말∼1999년 말)

    공적자금의 운용절차와 주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는 2000년 12월

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차별화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특별법의 제정 이전과 이후의 간단한 비교를 서술해 보도록 한다. 

    먼저 특별법 제정 전(1997년 말부터 1999년 말)의 시기는 외환위기에 대한 대

응 및 금융구조조정의 본격적 추진 등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소요에 대응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던 시기 다. 이 시기의 공적자

금의 관리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보증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승인을 얻어 공적

자금을 조성하 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 감독과 실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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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 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금지원 요청 등에 따라 공적자

금을 투입하 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입 요청이 있을 경우 내

부 의결기구인 경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입여부를 결정하 다. 이 시기의 

공적자금 지원 절차와 관리 주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앞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전의 지원절차와 관리주체

3-2-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2000년 이후)

    

    공적자금의 2차 투입과 함께 정부와 국회는 그간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제

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공적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편에 착수

하여, 여야합의를 거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2000년 12월에 제정하고 2001년 2

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하 다. 

    그동안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 등에 분산

되어 있던 관련법들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으며,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

의, 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오

던 최소비용원칙 및 공평한 손실부담원칙 등 공적자금의 지원원칙을 공적자금관

리특별법에 명문화하 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 정상화이행

약정(MOU) 상황 점검의 제도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책임자에 대한 

자금조성 부실평가 자금지원 자금회수

→

회생가능→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국회동의 회생불능→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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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책임추궁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 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 자금관리 체제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전후의 공적자금 관리체제 비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후

관련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 등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체계화

관련기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

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협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회수 등 주요사항에 

대한 최종권한 보유

공적

자금 

운용

․조성

-재경부가 공적자금 소요 추정(재  

 경부와 협의)

-재경부가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투입

-금감위의 심사, 부실금융기관 지  

 정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퇴출   

 조치 및 예보에서 예금대지급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감위  

 요청에 의해 예보, 자산관리공사  

 에서 자금지원

․회수

-부실책임 규명: 금감원

-손해배상청구: 예보

․산하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

어 매각방안의 적정성 등 심사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 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및 이행실적 보고의무 부과

공적자금

지원원칙

명문화된 원칙 없음

(정부 재량에 따라 지원될 소지)

최소비용 원칙(법 13조), 공평한 

손실부담 원칙(법 14조) 등 명문

화

국회 등 

보고의무

없음

(국회보고는 비정기적)

국회보고(분기별 1회 이상), 감사

원 감사, 백서발간 등을 법에 명

시



- 33 -

    현재 공적자금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경

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간 긴 한 협

의를 통해 운용되고 있다. 우선, 공적자금 지원의 경우 공적자금의 지원방식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지

원을 요청하면 예금보험공사 운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적

자금 지원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의 매입을 요청하면, 실사

과정 등을 거쳐 자산관리공사 경 관리위원회 의결후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지

게 되는데, 자산관리공사는 시장가격에 기초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직접비

용의 최소화 원칙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2>와 같

다. 

<그림. 3-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후의 지원절차와 관리주체

   다음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그 활동을 살펴보자. 공적자

금 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

원장 등 정부위원 3인과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대통령이 위

촉하는 2인,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1인 등 민간위원 5

인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

금융기관

금감위

예보 운영위원회 및 

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의결

공적자금 

지원

→ → →

지원요청
직접비용

최소화(X)

↑
직접비용 최소화(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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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위원 중 호선하는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함으로

써 민간 위주의 운용이 되도록 하 으며, 산하에 매각심사위원회를 두어 자산매각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바,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정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적자금의 사용 또는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

무국을 설치하 다. 사무국은 의사총괄과 회수관리과의 두 개과로 구성되며, 의사

총괄과는 공적자금관련 정책․제도 및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를 보좌하고, 회수관리과는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 및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권한과 활동범위들은 이 논문에서 살펴볼 국가 역량의 내부적인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특히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책

임 등이 기구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다른 경제 관련 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를 보는 것, 즉 국가 역량의 내부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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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의 다른 행위자, 또는 관료제 내의 다

른 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우선하는 산업정책에 전념하는 독립된 관료적 

기구를 얼마나 제도화시켰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정책집행을 위해 외부의 산업과 금융자본에 대해, 동시에 관료제 내

의 다른 기구들(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에 대해 협조를 받아내고 그리고 때로는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책임과 권위를 어느 정도 부여받고 있는가, 이를 위해 공

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위계화․제도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국가 역량의 내부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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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적자금을 통한 국가 자율성의 분석

    앞 절에서 국가 자율성을 거칠게나마 국가가 다른 이익집단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가관료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와 그 자원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계급관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 다. 이 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국가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공적자금의 

사례들을 통해 평가해 보도록 한다. 

    물론 공적자금을 통해서 살펴보는 국가 자율성은 그 대내적인 측면으로 한정

되는 문제가 있다. 공적자금은 그 투입대상이 직접적으로는 국내 금융권이며, 간접

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라 할 수 있다. 단, 공적자금이 해외금융기관에 투입된 사

례를 통해 대외적 자율성의 측면을 판단해 볼 수는 있으나,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투입액은 전체 공적자금 투입액의 1.4% 정도로 이를 통해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

의 변화를 짐작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공적자금의 일부인 공공자금 

중에 해외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차관을 통해서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외기구로부터 제공받은 17억불(ADB로부

터 2억불, IBRD로부터 15억불)의 차관은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2조 400억원으

로 전체 공적자금액의 1.27%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차관의 유입을 통해 

직접적인 대외적 자율성의 변화를 가늠해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

다 과연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의 해외자본의 유입이 우려했던 것만큼 파괴적인 

잠식력을 가지고 국내시장에 막대한 향력을 행사했는가? 또한 해외자본의 유입

이 대외적인 국가 자율성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는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외자본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완화와 시장(특히 금

융시장) 개방을 통해 국가의 자율성, 특히 대외적 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국가의 정책입안과 실

행에 있어서 구조적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시장정상화를 위한 구조개

혁의 실행주체로서의 국가 역할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내적 자율성을 부여하 다

고 평가된다. 즉, 자본의 특성상, 최대의 이윤창출이 목표인 해외 자본들은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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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의 시장과 기업 부문의 구조개혁에 개입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국

가에게 차관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과 수고를 현지 국가에 

전가시키는 방식을 보여준다. 시장 정상화나 재무의 건전성이라는 현지 시장의 장

기적 목표보다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 창출에 주력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당장의 

도구로서 국가에게 구조개혁과 자원배분 역할을 맡김으로써, 한국의 국가의 입장

에서는 오히려, 해외자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차관과 원조라는 

자율성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받게 된다. ADB와 IBRD로부터 조달된 차관과 채권

발행금액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처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IMF 금

융위기는 절대적으로 국가의 가용자원을 극대화시킨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인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의 약화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대내적 자율성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국가가 대외적 자율성의 변화를 기반으로 어떠한 방식으

로 대내적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갔는가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1) 실제로 국가의 재량에 맡겨진 자원의 상대적 양의 비교, 그리고 2) 

이러한 자원에 대한 국가의 배분과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가, 즉 구체

적으로 국가에 의한 금융지원과 그에 수반된 금융권의 구조조정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3) 그 결과의 측면으로서, 금융권을 통한 국가와 기업 관계의 재구조

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공적자금의 투입

    공적자금은 그 사용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

분의 공적자금투입에 사용된 자원들은 재정융자 특별회계18)로 처리되어 재정경제

부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사용되며 대다수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게 된다. 이는 

18) 특별회계는 ① 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 ② 특정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운용을 행

하는 경우, ③ 특정세입으로써 특정세출에 충당하며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다. 국가회계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하여 경

리되나, 특별회계에 의해 정부가 운 하는 사업에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경리되고, 자본 ·비용 

및 손익 등의 계산을 중요시하는 회계처리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 38 -

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정리금융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의 두 내역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공적자금지원내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 12월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운용의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회에 대해 보고의무와 감사원

의 감사의무만을 가질 뿐,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 등 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그림 3-1>과 <그림 3-2>에서 보듯이 재경부가 공적자금 소요를 추정

하여 이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는 과정이 폐지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

에 의해 공적자금 지원이 결정되는 절차로 재편된 과정에서 그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회수된 자금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을 필

요 없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이렇게 회수된 공적자금

을 재사용한 규모는 전제 160.5조의 공적자금 중에서 33.4조원, 약 20%에 이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자금의 사용은 자본 세력이나,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

회적 세력들의 간섭으로부터 국가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국가

의 자율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공적자금의 규모를 증

대된 대내적 국가 자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국가관료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와 그 

자원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계급관계’라고 정의한 국가자율성의 측정에 있어서는, 

3차에 걸쳐 7년 동안 투입된 약 160조에 이르는 규모의 공적자금이 차지하는 국

민경제적 비중을 규명해 보는 것은 물론, 공적자금이라는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자율성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 절의 <표 3-1>에서 각각 사용된 공적자금 액수를 각 해당 년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일반회계 재정세출의 액수와 비교해 볼 

때, 공적자금이 차지하는 전체 국민경제적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화 시기에 

정책금융19)과 차관이 국가의 국내자본가에 대한 자율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기제

19) 1973년에서 80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중화학 공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금은 1조 2302억원  

 에 달하는데, 이것은 제조업 전체 대출금의 8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이상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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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마찬가지로(배 , 1993), 공적자금 역시 당시 외환위기로 인

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금융과 기업 차원에서 유일한 대안적 자원이었

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국가 자율성을 높여주는 기제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1. 국가재정과 공적자금 규모의 연차별 비교>   

출처: 기획예산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억 원

<표 4-2> 1996년-2002년 정부의 금융자산부채 연차별 비교표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단기채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86.6

(0.7)

장기

채권  

국공채
11065.1

(42.1)

13656.5

(36.9)

28850.6

(45.4)

46568.2

(56.4)

55032.5

(58.2)

63890.9

(59.2)

68470.8

(60.7)

외화채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82.6

(0.4)

소계
11065.1

(42.1)

13656.5

(36.9)

28850.6

(45.4)

46568.2

(56.4)

55032.5

(58.2)

63890.9

(59.2)

68953.3

(61.1)

대출금 
6469.0

(24.6)

6123.3

(16.5)

10789.9

(16.9)

10212.7

(12.4)

10544.8

(11.2)

12138.2

(11.2)

11039.9

(9.8)

기타대외채권채무
1103.1

(4.2)

8467.3

(22.9)

12781.2

(20.1)

12158.0

(14.7)

12988.8

(13.7)

13067.5

(12.1)

11404.6

(10.1)

기타금융자산부채
7660.2

(29.1)

8784.5

(23.7)

11160.7

(17.6)

13643.6

(16.5)

15951.9

(16.9)

18875.5

(17.5)

20625.7

(18.3)

합계 
26297.4

(100.0)

37031.6

(100.0)

63582.3

(100.0)

82582.4

(100.0)

94518.0

(100.0)

107972.1

(100.0)

112810.1

(100.0)

출처: 한국은행        단위: 십 억,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A. 세출

(일반회계)
639,621 702,636 801,388 864,740 991,801 1,058,767 1,114,831

B. 공적자금 72,190 391,632 304,834 342,463 232,962 48,879 196,043

B/A 비율

(%)
11.28 55.74 38.04 39.60 23.49 4.6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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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표 4-2>는 정부의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부채 상황을 정리한 것이

다. 이 표에서 국공채 발행에 사용된 금액이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발행에 사용된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전체 부채 중에, 국공채 발

행을 통한 부채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1996년의 42.1% 그리고 외환위기가 시작

되던 1997년 36.9%에 이르던 비중이 2002년에 이르러 60.7%로 증가되면서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

금의 국민경제적 규모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음을 다시 확인시

켜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비록 공적자

금의 규모가 국가가 사용가능한 자원의 증대를 말해주지만, 이 자원이 경제회복과 

그에 필요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쓰도록 그 용도가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국가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기업 및 

민간부문의 부채를 국가가 대신 떠맡은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증대된 

국가의 부채만큼, 시장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국가에 의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다

는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또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대가로 시작되는 국가 주도

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과정은 오

히려 대내적인 의미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국가 자율성의 증대된 측면

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국내 자본에 대한 지배력의 확보 과정을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한다. 

4-2. 공적자금의 흐름: 국가의 금융자원 지배

    두 번째로, 공적자금이라는 증대된 가용 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

를 살펴보도록 하자. 특히 여기서는 공적자금을 통해 국내 금융자원에 대한 국가

의 통제력의 증대를 살펴봄으로써, 발전국가 모델의 국가의 자본 통제와의 유사성

을 규명해 보도록 한다. 

   금융자원에 대한 지배는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에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국

가의 우위,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을 담보해주는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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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다. ‘정책금융’, 또는 ‘특혜금융’이라는 용어가 특징적으로 드러내듯이, 60

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금융자원은 국가의 시장개입 또는 국가의 산업

정책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유석춘․장상철, 2001). 이러한 관치금융의 관성

은 김대중 정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IMF를 

계기로 금융자율화와 규제완화라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중 은행채권

을 공적자금으로 매입하여 금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

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부실채권의 정리 과정을 통해 시중은행은 물론,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와 지배에 용

이한 형태로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재편해 나간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선진 국가들에서도 구조조정의 기본 과정은 ‘위기발생⇒공

적자금을 통한 금융기관의 국 화⇒구조조정⇒민 화’의 수순으로 나타난다. 한국

의 구조조정 과정 역시 이러한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

위기와 공적자금 투입과정을 통해, 국가는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과 출자 

등을 통해 94%에 이르는 시중 금융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권은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의 이행사항과 경과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

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려는 자구노력의 성과에 따라 다시 해당 금

융기관의 민 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이 금융구조조정의 정상적인 이행과정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 다시 금융권의 민 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또는 근본적으로 금융권 민 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공적자금을 통한 국가의 시장 개입은 국가적 위기

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가의 개입의 수단과 방식이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대한 차별적 

개입 방식과 통제의 방식은 금융권을 국가의 선호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통제에 

용이한 방식으로 배열하고자 하는 일정한 의도를 보인 개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다음의 은행권의 구조조정 과정과 비은행권의 구조조정 과정의 비

교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또한 공적자금이라는 금융자원은 단순히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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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하도록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 정당

화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측면을 밝혀 보도록 한다.

4-2-1. 은행권의 구조조정과정

    정부는 1998년 상반기부터 3차에 걸친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

작하였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은 그 지원 규모와 방식에 있어서 큰 차별성을 보여

준다. 먼저 그 규모면에서도 전체 지원된 공적자금의 53.16%가 은행권에 지원되

었다. 또한 그 지원방식을 보아도, 다음의 <그림 4-1>에서 보듯이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 볼 때, 출연이나 예금대지금의 청산이나 정리방식이 아닌, 출자 방식을 이

용하여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조정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금융권에 대

한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출자는 앞서 확인한 바 있듯이, 일

종의 투자 형식으로 출자한 만큼의 일정한 기업에 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주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방식이다. 즉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민 화를 통

해 은행권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가던 시점에서, 국가는 오히려 외환위기를 기회로 

은행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지원방식

에 있어서도 국가의 금융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

다.  

    그 결과 다음의 <표 4-3. 은행권의 구조조정 현황>에서 보듯이 은행권은 강

도 높은 구조조정의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외환위기 당시 33개에 이르던 기관수가 

2003년 6월말 현재 19개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 외에도 은행권은 

공적자금의 투입의 결과, 그 지배구조 상에 격심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이러한 

은행권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과 연관지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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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은행권의 구조조정 현황

1997년

총기관수

구조조정현황

신설 등
2003. 6월말

현재 기관수인가

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비중

은행20) 33 5 10 - 15 45.5 1 19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그림 4-1>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방식(단위: 조원)

20) 은행권 합병과 신설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합병: 하나=하나+보람+서울, 조흥=조흥+충

북+강원, 농협=농협+축협, 우리=한빛+상업+한일+평화, 신설: 국민=국민+장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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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적자금 투입 후의 은행권의 소유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1998년과 2002년의 은행권의 대주주현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금융외환

위기 이전까지 일반은행 가운데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은행은 민영화 이

후에도 정부의 일부 지분이 남아있던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 뿐이었다(한국은

행, 1998: 75)21). 그러나 공적자금이 1차로 투입된 이후 일반은행의 1998년 말 

현재 소유구조(아래의 <표 4-4> 참조)를 보면, 은행주식의 소유한도가 원칙적으

로 4%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소유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우

선 11개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정부 및 예금

보험공사의 은행주식 소유비중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표 4-4> 일반은행의 대주주 분포 현황(1998년 말 현재)

지분

10% 이상

지분

5-10%

지분

3-5%

지분 

1-3%
계 최대주주

시

중

은

행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평화

1

1

2

2

2

-

1

1

3

-

-

-

-

-

-

-

2

1

-

-

5

-

-

-

-

-

-

1

2

-

1

3

6

-

1

-

-

2

9

2

7

9

8

10

1

2

2

2

4

12

6

8

13

16

16

예금보험공사(91.1)

예금보험공사(94.8)

정부, 예금보험공사(각 46.9) 

정부, 예금보험공사(각 46.9)

한국은행(33.6)

정부(8.2)

정부(16.1)

재일교포(총 38.2)

BOA, 대우, 삼성(각 16.8)

동부(7.5)

국민은행(5.0)

지

방

은

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1

1

1

1

-

1

-

-

-

4

1

1

1

1

-

3

2

2

1

4

3

3

6

4

3

6

4

11

9

삼성(9.1)

롯데(15.1)

금호(11.4)

천마(57.3)

삼양사(12.1)

효성(6.7)

출처: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9

21) 일반은행은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은행이 산업자본에 의해 사금고

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동일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에 대한 규제는 

1982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강화되었다. 현재는 동 소유한도가 1998년 1월 개정된 은

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 이내로 되어있다(한국은행, 199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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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권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민간자본의 일반은행 소유지

분은 급락하며, 그 반대급부로 정부의 소유지분은 급증하게 된다.  다음의 <표 

4-5>는 2003년 현재 공적자금 투입 이후 시중은행의 주식을 통한 지배구조 현황

이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기업이 퇴출과 합병,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보유한 은행주식이 상당수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정부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순수 민간은행에서도 사실상 정부가 여타 시중은행에서 행사하는 

만큼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를 찾기는 어렵다. 결국 공적자금을 통해

서 국가는 80년대 이후 민 화되었던 시중은행들을 다시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

게 되었다. 

<표 4-5. 2002년 현재 은행권의 지배구조 현황(2003년 6월 말 기준)>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은행사
최대주주

(보통주 기준)
지분 기타 최대 주주22)

정부

자본

경남은행 우리금융지주23) 100 -

광주은행 우리금융지주 99.99 -

국민은행 대한민국정부 9.33 Bank of New York(11.49)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18.15

코메르츠 은행(23.62)
한국은행 17.78

제일은행 예금보험공사 45.92
KFB Newbridge Holdings

(50.99)

제주은행 예금보험공사 31.96 신한금융지주회사(62.42)

조흥은행 예금보험공사 80.04 신한금융지주회사 매각 진행

하나은행 예금보험공사 27.84 Allianz(8.16)

민간

자본

신한은행 대교 1.46 건설 알포메(0.23)

대구은행 삼성생명보험 7.36 삼성증권(0)

한미은행 KAI 15.9 삼성생명보험(8.39)

부산은행 롯데제과 14.11 Small Cap World Fund(5.4)

전북은행 삼양사 9.09 수당장학회(1.82)

특수

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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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부의 지분보유가 명목적인 지표일 뿐이며, 사실상 최대주주로서의 정

부는 은행경 에 참여하지 않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 다면, 이러한 지표

들이 은행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의 증명해주는 지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사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은행들간의 자율적인, 그리고 시장 효율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의한 간섭과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더 강하다. 1999년 7월 대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각 

은행들에게 대우채를 사도록 유도를 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 평화은행이 큰 타격

을 입고 이후 우리은행에 합병되기에 이른다(국회사무처, 217회 6차: 19)24). 평화

은행의 사례 외에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등 은행권의 대대적인 합병들

이 자율합병인지 아니면, 정부의 강요에 의한 합병인지에 대한 문제와 과도한 정

부의 간섭에 대한 문제는 공적자금 투입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던 문제 다

(국회사무처, 216회 3차). 

    또한 정부는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에도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

입하여 초대형 국유은행을 만들었다. 애초에 국유화는 경 정상화 이후 민 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두 대형 부실은행의 합병의 결과로 민 화가 한층 어려울 전

망이다. 왜냐하면 이 합병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

과 의사를 갖춘 전략적 투자가를 찾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고 잠재적 투자가에게

는 위험이 한층 증가한 투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한국경제연구원, 2001: 183).  

22) 기타 최대 주주에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 또는 사업체만을 포함시켰다. 

23)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예금보험공사 87.7%의 지분 사실상 국영화된 상태라 할 수 있기에 정부자

본에 포함시켰다. 

24) 국가의 은행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공적자금관련 청문회의 일문일답

에서도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국회사무처, 217회 6차: 35).

안택수의원: 한국 정부가 제일은행의 경 권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미국인 회사의 행장에게 

현대전자 회사채를 사달라,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외국인 입

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은행장 Wilfred y. Horie: ... 금융감독원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약하다고 

보이는 여러 대기업, 몇몇 대기업의 채권을 사들이는, 한꺼번에 모든 은행들이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한 것은 거기에 참가를 하든 안 하든 그

것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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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금융자본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는 더욱 배제되

었으며, 이는 결국 은행권의 민 화가 더욱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

제로 위의 <표 4-4>와 <표 4-5>를 통해,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되던 1998년과 3차 

구조조정 과정에 있던 2002년도의 은행권의 지배구조 현황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2002년도에 정부의 은행지분소유가 더욱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적자금 투입의 결과, 국가는 일시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은행권

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를 확보하 다.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경 정상화와 함께 

은행권의 민 화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의한 금융자원 

통제를 장기적으로 구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에 대한 판단은 공적자금의 회수와 금융권의 경 정상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공적자금을 통해 진행되었던 시중 은행

권의 구조조정의 과정, 예를 들면 민간 자본의 참여 배제와 대형은행으로의 합병

추진 등의 정책들은 시중은행의 민 화와 자율성 확보를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은행권의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4-2-2. 비은행권의 구조조정과정

    그렇다면 은행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그에 수반된 구조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은 주로 종합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투자신탁회사(이하 투신사), 저축은행, 신용협

동조합(이후 신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합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국가의 금융권에 대한 지배의 의도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특히 금융권의 성격과 

그 구조조정의 방식은 큰 관련성을 보이는데, 주로 금융권의 산업자본과의 연계성. 

금융권의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자본유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여기서는 산업

자본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금융자본에 대한 국가의 지배 의도를 비은행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살펴보는 것을 일단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금

융사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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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는 지급결제업무, 보험업무, 가계대출업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달리 주

식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다. 기존 회사의 경우 합작 당시부터 산업자본이 참여하

였으며 외국자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자본이 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전

환회사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많았다(종금사의 산

업지배 현황은 아래의 <표 4-9> 참조). 

<표 4-6> 종합금융회사의 자금운용 추이(기말 기준)

1985 1990 199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예치금 71 3.4 144 2.8 1,100 5.2

유가증권 657 32.1 1,449 27.8 4,183 19.6

대출금25) 433 21.1 545 10.5 7,536 35.3

외화대출금 421 20.5 454 8.7 591 2.8

리스자산 - - 2,247 43.1 6,730 31.5

고정자산 3 0.1 4 0.1 171 0.8

기타자산 465 22.7 368 7.1 1,038 4.9

합계 2,050 100.0 5,211 100.0 21,349 100.0

출처: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통화금융,      단위: 십억 원,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각 년도)

   이러한 종합금융사의 성격으로 볼 때, 주로 기업들에게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

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취급한다26). 위의 <표 4-6>에서 보듯이, 종합금

융사의 자산운용추이에서 기업어음할인업무를 포함하는 대출금 항목이 큰 비중을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이나 채권은 그 발행

25) 할인어음 포함

26)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이며,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콜, 기업어음, 양도성예

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등이 거래되며, 자본시장에서는 주식, 국채, 회사

채 및 금융채가 거래된다(한국은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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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까다롭고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27), 직접 대출이나 어

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대출이 기업 입장에서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자본의 주식참여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접근 및 지배가 

가장 용이한 금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신탁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현재 투신사의 경우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다28)(투신사의 산업자본 주식현황에 대한 내용은 <표 

4-9> 참조). 

    투신사는 그 자산의 규모로만 보면, 시중 은행권을 제외하면 비은행권 가운데

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합금융사와 비교해 볼 

때 투신사 역시 기업이 주식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유

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표 4-7>에서 보듯이, 그 업무의 성격을 

보면, 종금사의 단기기업금융과는 달리 주로 유가증권에만 그 업무가 한정되어 있

어 기업에 대규모의 금융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힘든 제약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도 기술했듯이, 주식과 채권은 발행이 제한되어 있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신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금융의 대규모의 동원에 그

리 적합한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채권과 주식거래를 주로 

업무로 하며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용이한 자본공급처

라고 볼 수 있다.

27) 회사채 발행규모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약의 4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주식시장

에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야 하며, 자본금 50억원,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최근연

도 매출액이 각각 150,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 주식분산비율, 소액주주의 수 등 까다

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한국은행, 1999). 

28) 한때 증권업과 투자신탁업간의 상호진출을 허용하면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둔 적도 있었다. 

즉 1995년 12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기존회사에 대해서는 15%(서울 소재 회사)와 

30%(지방 소재 회사)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하였다. 신설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10대 

재벌에 한해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투자

신탁회사 지분을 각각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일인에 의한 복수투자신탁회사 지배

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의 증자를 통해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이 촉진

될 수 있도록 1998년 9월 주식소유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 50 -

  

<표 4-7> 투자신탁회사의 자금운용 추이(기말 기준)

1985 1990 199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예치금 178 3.0 491 1.6 2,021 2.7

유가증권 5,048 84.0 26,145 85.3 61,725 81.2

(주식) 458 7.6 9,726 31.7 13,430 17.7

(채권) 4,590 76.4 16,419 53.6 48,285 63.6

기타자산 791 13.0 4,013 13.1 12,236 16.1

합계 11,065 100.0 56,794 100.0 137,697 100.0

출처: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통화금융,           단위: 십억 원,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년도) 

    보험회사는 크게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명

보험회사의 소유규제는, 5대 재벌이 신규로 생명보험업에 진입하는 것을 200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였다29). 즉, 5대 재벌은 2개 이상의 부실 생명보험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업에 참여할 수 없다. 외국회

사를 제외한 24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소유구조를 보면, 5대 재벌 및 6-10대 재벌 

계열회사가 각각 2개, 4개로 종합금융사나 투자신탁회사에 비해 재벌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는 없다. 현재 국내 

13개 손해보험회사(외국회사 지점 제외) 가운데 5대 재벌 및 6-30대 재벌 계열회

사가 각각 3개회사이다. 

    보험회사는 영업업무의 성격상, 주로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자산

29) 생명보험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참여제한은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1989년 규제 도입시 

15대 재벌은 1988년 2월 이후 설립된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16-30대 재벌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 5월 주식소유 

금지대상을 5대 재벌로, 지분율 50% 미만의 규제대상을 6-10대 재벌로 각각 축소, 조정하였다. 

1988년 2월 이전에 설립된 기존의 6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8월 5대 재벌에 대해서는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진입을 허용하였으며 아울러 6-10대 재벌에 대한 지분 규제를 철폐하였다. 1999년 7월부터

는 5대 재벌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어 2개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인수, 합병시에만 신규진입

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인수합병 이후 시장점유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배적 경영권을 갖

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인과 합작하거나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준수하고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으

로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한국은행, 199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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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용하기 때문에 단기금융의 역할이 상대적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자산규모와 기관수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보험업에 대한 소유규제가 ,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접근 및 지

배가 제한적인 업종이라 볼 수 있다.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는 기업

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저축자의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 증권회사의 경우 소유구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는 

없다(증권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현황은 <표 4-9> 참조). 그러나 증권회사

는 그 업무의 범위가 유가증권의 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가진다.

   상호신용금고는 일정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

의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1999년 6월말 현재 203개사가 

영업중이며 총자산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신용금고는 상대

적으로 산업자본과의 연계성이 낮고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영세 자본이라

는 점에서 논의상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와 같이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각각의 성격을 단기금융의 취급 비중과 소유

규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앞의 <표 4-8>에서 보여주는 기업들의 

차입금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은 단기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고 볼 수 있다(1996년도 수치를 보면 단기 차입금이 전체 차입금의 59.2%를 차

지하기까지 한다). 즉, 앞서 살펴본 금융권별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종금사와 투

신사가 기업들에게는 단기 금융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그 소유규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금사, 투신사, 증권회

사에 대한 소유지배가 가장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4-9>에서 보듯

이, 특히 종금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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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30대 기업집단의 차입금 구성연도별 추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

부채1)(%)

장기차입금

(%)
회사채(%)

차입금총액수

(10억원)어음차입금 그 외

1991 10.99 37.96 13.69 27.77 20.57 70,001

1992 12.05 41.78 16.30 24.94 16.98 84,798

1993 14.82 42.48 14.52 23.92 19.08 92,413

1994 14.51 41.73 13.81 23.50 20.96 105,338

1995 16.74 42.82 14.66 21.16 21.36 129,870

1996 17.56 41.67 14.01 22.02 22.31 166,112

1997 8.72 41.69 13.89 22.78 21.64 228,851

1998 6.89 31.44 16.77 18.41 33.38 240,882

1999 3.73 26.45 22.59 20.61 30.35 170,986

2000 3.56 27.03 30.32 17.34 25.31 144,426

  자료: 한국신용평가, KIS-LINE     단위: 십억 원, %

<표 4-9>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연계 현황

1999년 6월 기준 2002년 4월 기준

전체 

수(A)

5대 

재벌(B)

6-30대 

재벌(C)

B+C/A 

비율(%)

전체 

수(A)

5대 

재벌(B)

6-30대 

재벌(C)

B+C/A 

비율(%)

생명보험사 24 2 430) 25 이상 35 2 2 11.4

손해보험사 13 3 3 46.15 12 1 3 33.3

증권회사 32 7 6 40.62 44 3 5 18.2

종금사 11 7 63.63 3 2 66.7

투자신탁회사 24 10 41.67 32 7 21.9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0) 6-10대 재벌만을 포함시킨 수이다. 



- 53 -

    그렇다면 이러한 각 금융권의 성격과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과정은 

어떠한 맥락에서 서로 관계가 있는가. 아래의 <표 4-10>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2003년 6월 현재의 구조조정 현황이다. 이 표를 통해 각 금융권별로 공적자금 투

입과 함께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표 4-10> 비은행권 구조조정현황

금융권별
1997년

총기관수

구조조정현황

신설 등
2003. 6월말

현재 기관수
인가

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비중

종금 30 22 6 - 28 93.3 1 3

증권 36 5 3 2 10 27.8 18 44

보험 50 8 6 2 16 32.0 13 47

투신 30 6 1 - 7 23.3 9 32

저축은행 231 100 27 1 128 55.4 12 115

신협 1,666 2 106 463 571 34.3 9 1,104

리스 25 9 1 1 12 48.0 4 17

계 2,068 152 151 469 772 37.3 66 1,362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개, %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는 전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 지원방

식을 혼용하여 사용해 왔는데, 대체로 투자신탁회사의 경우는 주로 영업을 지속시

키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일부 합병방식을 병행하였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주로 

합병방식을 채택한 반면에 증권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서는 주로 청산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금융 구조조정과정의 결과,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실질적인 지배구도의 

변화를 맞이하는데, 위의 <표 4-9.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연계현황>에서 확인되

듯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참여율이 급속하게 하락하게 된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위축된 부문은 종금사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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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이르면 종금사는 2001년 6월 4개사에 불과하고 총자산규모도 77.9조원에서 

7조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2003년 6월 현재는 불과 3개 종금사만이 영업을 계

속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금융 구조조정은 원래는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던 기

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차입금에 의존한 무리한 경영,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권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원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높은 유동성을 담보해주는 금융권일수록 강도 높은 구조 

개혁과 정리 작업이 가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은행권의 

수가 구조조정 이후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과 유가증권의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31). 

이렇게 볼 때, 원래의 금융 구조조정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비은행권 금융시장

의 규모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채권과 유가증권의 발행 조건이 중소기

업보다는 대기업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점과 관련해 볼 때, 구조조정 과정은 오히

려 대규모 기업집단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8월 15일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이전에 제시한 구조조정의 5대 원칙

을 보완하기 위한 3대 원칙이 추가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대기업

의 금융지배 차단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금융지배 차단이 자동적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연쇄부실의 위기를 차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의 결과는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금융자본에 대

한 지분참여만을 제한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차단했

을 뿐, 금융구조조정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높은 부채비율

31) 특히 투신사와 종금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방식을 비교해 보면, 금융구조조정의 원

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과 잠재적 부실해소를 목적으로 

종금사에 대해서는 퇴출을 전제로 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대다수의 종금사를 정리하였다. 그

러나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비은행

권에서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통해 오히려 그 영업력을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결국 기존의 종금사의 역할을 투신사에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 원래의 목적을 퇴

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신사에 대해서는 무원칙적이고, 비효율적인 공적자금 지원에 대

해서는 5장에서 더욱 자세히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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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입금에 의존한 무리한 경영, 그리고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을 궁극적으로 해

소하지는 못하였다. 

4-3. 공적자금 운용의 결과: 산업자본의 재편

    여기서는 국가의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를 산업자본의 구조변화의 측면에서 규

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가 공적자금을 통해서 지배한 금융권에 대

한 기업들의 예속성을 규명해 보고, 그 결과 산업자본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

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는 산업화 시기의 정책금융의 결과, 몇몇 소수 대기업 중심

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경제력이 집중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자금 역시 금융권

을 매개로 산업자본에게 실제 유의미한 향을 어떤 방식을 주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4-3-1. 기업의 시중은행에 대한 종속성: 금융동원 루트 단순화

    아래의 <표 4-11>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체 기업부문의 금융부채 내

역을 정리한 표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

역들은 대출금, 장기채권, 정부융자, 출자지분 등이다. 여기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

머지 세 항목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기업입장

에서는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출금은 높은 유

동성을 지니며, 그 실질적인 거래양도 월등히 많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경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대출금액 중 예금은행으로부터의 대

출 비중이 1997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은행예금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규모 금융권의 전반적인 파산과 정리작업을 통해 예금

은행을 제외한 보험, 종합금융사, 투신사 등으로부터의 단기대출금 동원이 제한됨

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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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구조조정의 예고된 결과 다. 

<표 4-11> 기업부문 연도별 금융부채 상황

기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채합계(A) 752727 932614.8 938351.9 973790.5 1033656 1091620 1186975

대출금(B) 270839.8 335809.1 312276.3 312582.1 326820.9 327883.9 376864.9

한은대출금 0 0 430 370 410 590 950

예금은행

대출금(C)
130779.6 161136.6 156318.9 170690.9 184968.8 188759.3 229527.4

보험대출금  23763.1 26507.3 20764.4 21021.8 22210.9 20738.1 21267.2

단자대출금 16253.6 18319.8 12135 10751.9 4859 3865.4 4057.8

기타대출금 100043.4 129845.3 122628 109747.4 98686.3 97314.3 103328.9

여신전문

기관대출금
0 0 0 0 15686 16616.7 17733.6

장기채권 130421.5 173901.2 216357.4 213111.6 200448.4 218492.4 213077.9

정부융자 4033.3 7295.3 8170.6 9863 14698 15275.6 16494.6

출자지분 22412.6 25066.9 26263.5 28877.2 33605 39620.3 42486.5

기타부채 325019.8 390569.3 375284.1 409356.6 458083.7 490347.8 538051.1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단위: 십 억

<표 4-12> 기업부채 중의 예금은행 대출 비율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C/A 비율

(%)
17.37 17.28 16.66 17.53 17.89 17.29 19.34

C/B 비율

(%)
48.29 47.99 50.06 54.61 56.60 57.57 60.9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기업의 부채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

가 없는 반면, 대출금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금의 비중이 1996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여, 2002년에 이르러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예금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금융권으로부터 동원하는 자금을 보여주는 보험, 단자, 기타 대출금의 항목은 일부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기채권을 통한 부채금

액이 1998년 이후 급증한 것은 대출금을 통한 단기자본의 동원이 제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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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을 통한 방식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업

의 자금동원 방식이 단기자금에서 장기자금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통

제가 가능한 예금은행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동원은 1998년 이후 급증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예금은

행에 대한 대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기업의 예금은행에 대한 종속성의 심화는 시중은행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을 확보하고 있던 국가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산업자본에 대한 대내적 자율성

을 높여가고 있음은 물론, 이러한 증대된 자율성을 점차 구조화 해나가고 있는 과

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2.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위에서 확인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투입, 그리고 그러한 금융권(특히, 예금은

행)에 대한 기업들의 종속성의 심화는 발전국가 모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

가의 금융지배를 통한 산업자본 지배의 재강화된 면모를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과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구조개혁의 결과, 발전국가 모델의 한 특징

인 경제력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4-13>와 <표 4-14>에서 보

듯이, 공적자금 투입 시기와 시장개혁 이후 경제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공적자금을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의 간접적인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4-13>을 보면, 전체 기업 자산 가운데 20대 기업집단 자산의 비중이 1999년

에 급증하 음을 보여준다. 특히 <표 4-14>에서 5대 기업과 20대 상장기업의 순

이익 점유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공적자금

을 투입하여 각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기업들의 채권과 부채를 국가가 대

신 해결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금융권으로부

터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와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금융권들이 투자와 대

출의 위험이 따르는 중소기업보다 대규모 기업집단을 선호하게 된 결과, 경제력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집중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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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20대 기업의 자산 변화 추이

1996 1997 1998 1999

전체 기업 자산 

합계(A)
348245.7 417785.6 409572.4 433069

20대 기업 자산 

합계(B)
54831 61343 59232 96732

B/A 비율

(%)
15.74 14.68 14.46 22.33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단위: 십 억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표 4-14> 5대 및 20대 상장기업의 순이익 점유비율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상반기

상위 5대 기업 38.7 41.6 40.8 43.7 44.6

상위 20대 기업 58.2 61.6 65.1 66.3 70.0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0.32) [유철규(2001)에서 재인용]     단위: %

    공적자금이 1997년 닥친 당장의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

된 것만은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비판 받아왔

던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차입금에 의존한 무리한 경 과 높은 채무비율을 

해결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한국경제를 개혁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오히려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왔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발전국가적 특성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는 공적자금 관련정책은 물론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구

조개혁의 실패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적자금이라는 금융자원을 

32) (주)대우의 순이익은 제외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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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가가 산업자본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력과 지배력을 확보해 나간 과정에서, 

발전국가 모델에서 보여지듯이 국가가 증대된 대내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여 국가의 정책적 선호와 우위에 따라 금융 지원의 수혜대상을 소

수의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통제와 지배에 용이한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증대된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의 결과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4-4. 소결: 공적자금 투입과 국가 자율성의 변화

    80년대부터 김 삼 정부 시기에 보여지는 기업-국가 관계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변화된 기업-국가 관계의 비교는, 김대중 정권 시기의 국가 자율성이 극대

화된 원인과 과정을 설명해준다. 장상철(1999)은 80년대 이후에서 김 삼 정부에 

이르는 시기의 금리자율화와 은행 민 화 등의 금융자율화 조치를 이전까지 한국 

국가가 보여주어 왔던 국내자본에 대한 우위와 자율성에 변화를 나타내는 정책으

로 인식하 다. 이 두 가지 경제조치는 시장자율화와 국가의 시장으로부터 철수과

정을 그 내용으로 하면서, 발전국가로부터 규제국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여전히 재벌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지양하되 새로운 방식으로의 시장개입을 강화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김상조는 김 삼 정권의 국가의 독점재벌과 노동대중이 국가로부터 상

대적 자율성을 획득함으로써 결국 그 어떤 계층계급도 새로운 질서확립의 주체로 

기능할 수 없었던 시대로 기록한다(김상조, 1998). 김은미(Kim, Eun-Mee, 1997)는 

Chalrmers Johnson과 마찬가지로, 발전국가는 그 내적 불안정 또는 모순33)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전적 특징에서 규제적 특징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가-기업 관계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전두환 시기부터 이

33) 김은미가 설명하는 개발국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내적으로 불안전하다. 1) 복지국가나 자유방임

주의 국가와 달리 finite end point가 있는 목적(경제발전)을 가진다는 점, 2) 특정 서비스의 제공

을 둘러싸고 국가와 기업이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Kim, Eun-Me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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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80년대부터 보여지는 발전국가 모델의 

변화 또는 약화는 그 원인과 구체적 현상에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

로 국내 자본, 기업에 대한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의 약화를 짚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7년의 경제위기는 약화된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에 그 회복

의 기회를 제공하 다고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본의 부실과 해외자본의 

투자회피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충당될 수밖에 없었

다. 국가는 이렇게 외부에서 제공된 기회, 즉 대외적 자율성의 변화를 통해 그동안 

약화되었던 기업과 시민사회세력들에 대한 대내적 자율성을 회복하고자 시도하

다. 문제는 그 대내적 자율성 회복의 방식이 개발국가 시대의 국가가 자본에 대한 

우위와 지배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는 공

적자금이라는 금융적 수단을 통해 국내 금융자원을 지배하 고,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 다. 

    그렇다면 유사한 자율성의 정도와 자본지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

후의 시장개입의 결과가 발전국가 시대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즉,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발전국가 모델에서의 

‘국가-금융-산업자본’이라는 연합구도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의 효

율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앞에서 논

의했듯이, 다시 한 번 국가 자율성이 선험적으로 국가 역량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절에서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 역량

의 측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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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적자금을 통한 국가 역량의 분석

    국가 자율성의 측면에서 국가가 자신의 의지대로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집

단들의 이익에 반하기도 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정책집행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러한 국가 자율성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으로서 국가 역

량이라는 차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Rueschemeyer와 Evans(1985)의 지적대

로, 자율성은 사회구조적 조건에 한정되어 배태되어 있는 것이며 효율적 개입이 

자율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국가자율성이 국가능력 내지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역량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국민국가적 국가 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국가 역량의 차원을 국가 외부의 

다양한 계급세력들간(특히, 자본 세력)의 관계와 국가관료제 내부의 권력배분의 

문제 즉 power over private capitalist enterprises와 power over other state 

economic policy agencies(Chibber, 2002)의 두 차원을 동시적으로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그리하여 후자의 국가 내부의 권위배분의 문제에서 첫 번째 관료제적 제

도의 배열의 문제를 살펴보고, 전자의 자본과의 관계에서 시장 개입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적 측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방식에 

대한 결정 및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권과 기업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그리고 

회수 과정은 국가의 역량의 외부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 실행을 책임지는 관료 기구들의 능력은 국가 역량의 내부적인 

측면의 지표가 될 것이다. 

5-1. 국가 역량의 내부적 측면: 효과적인 국가 개입을 위한 권위의 제도적 배열

    Chibber는 권력 배분의 차등적 제도화는 국가 내부에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

고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경제 기구간 갈등과 투쟁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관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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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성을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국가가 설정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제도들의 문제에서도 

유의미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공적자금의 운용과 그와 관련된 금융 부문, 기

업 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을 담당하는 제도들간의 권력의 배분의 문제와 그 관료

적 응집성의 문제를 평가해 보는 것은 국가 역량을 평가해 보는 주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매각심사소위원회와 감사

원, 국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등의 관련 기구들이 어느 정도의 제

도적 완결성과 관료적 응집성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는가를 구

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공적자금과 관련된 다양한 관리주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공적

자금의 투입이 시작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필

요가 있다. 이는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재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와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공적자금의 전반적인 운용의 과정과 관리주체가 불

연속적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997년 말부터 1999년 

말까지의 1차 공적자금 투입 시기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재정된 이후의 2차와 

3차 투입 시기를 나누어서 제도적 변천과 정책집행의 주체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배열과 관료제적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5-1-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공적자금의 관리주체 부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전의 공적자금운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앞의 

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이 시기의 공적자금 운용 체계는 당장의 위기를 대처

하기 위한 임시대응책으로 운용된 체계 기 때문에, 전반적인 장기적인 운용체계

의 가이드 라인 없이 과도기적으로 운용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노출된 운용상의 문제점이 2000년 이후 어떤 식으로 구조가 개선되었는가

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짧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식적인 공적자금관리체계와는 별도로, 청와대 산하의 ‘경제대책조정회

의’라는 조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주로 현안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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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회

의이며, 현재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종의 경제협의체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회의기구는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 명시된 바가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의 대부분의 경제 현안들에 대한 대책과 정책구상들

이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상의 공적자금의 전반적인 

운용의 틀 역시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1998년 4월 14일 4차와 1998년도 5월 

20일 6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실제로 정리대상 여신 100조를 산정하고 그과 관

련된 공적자금 투입의 여러 가지 규모와 방식을 결정되었다.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들은 이후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국

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이송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경제

대책조정회의를 포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전의 공적자금 관련 기구들의 

위계와 제도적 배열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특별법 제정 전의 공적자금 관련기구들의 제도적 배열>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당시 관련 정책의 입안은 재경부, 금감위, 청와대 비서

실 등이 담당하고, 정책의 실행은 금감원, 양대 공사가 맡는 식으로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즉,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실행을 전담하고 책임질 공

정책

입안 ↕
청와대

금감위 재경부

정책

실행 ↕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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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기구가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의 경

제정책대책회의는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 외에도, 경제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정

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전념

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의 공적자금의 운용은 금융산

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 등,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령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공적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  그리고 그 결과를 관리, 감독하는데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정책과 집행의 혼선이 따르

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고 감독 행태가 느슨한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다(임주 , 2001).  

    이러한 Nodal Agency의 부재의 문제는 공적자금 운용 초반에 여러 문제로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그 첫 번째는 1차 공적자금 투입시기에 나타나는데, 회사채 

처리와 투신사 정리와 관련하여 일부 구조개혁단의 정책관료들이 주장했던 것처

럼 1998년 8월 회사채시장 문제와 투신사 문제를 시장원리와 당시 현행 금융관련

법대로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였더라면 비록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충격은 있었

더라도 금융사업과 기업에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었으나 당시 개혁참여세력의 

경험 부족과 이로 인한 중도하차로, 이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두 번째 문제는 1999년 말 2차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대우 부실 처리에서 

발생하였다. 대우 회사채 처리는 시장원리의 철저한 적용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소위 금융대란설과 정치논리에 의해 무참히 패배하는 우

를 범하고 만다. 또한 청와대 직속의 비공식 협의체가 공적자금의 관리에 관여하

게 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이 여과없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역시 

이후 정책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정부는 낙관론자

들의 정치논리에 떠밀려 구조조정과 관련된 공적자금의 투입원칙은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만다(권영준, 2001). 결국 자금시장은 신뢰를 잃은 구조조정 정책을 불

신하여 경색되고 2000년 내내 금융시장은 실패한 기업구조조정으로 표류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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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1차 공적자금 운용의 실패는 바로 권위의 분산과 명시된 책임 주체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5-1-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 관료적 응집성의 결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공적자금의 투입 이후, 공적자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비공식적인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공식화된 

회의체 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통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공

적자금 운 을 일일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에서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전의 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운용에 대한 감독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

위원회, 2001). 이리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2001년에 들어서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전에 산재되어 왔던 공적자금에 대한 지

원, 부실산정, 회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는 하

나의 단체 하에 통합적으로 집중된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그림 

5-2>와 같다.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공적자금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조성과 전반적인 관리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구체적인 투입결정과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 자산관리공사(경 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운 위원회)

에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2001). 그러나 사실상 주요 사안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가 결정함으로

써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법에서 명시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한국경제연구원, 2001: 232). 또한 자산관리공

사는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둠으로써 의사결정기관

과 집행기관과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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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사의 결정 권한이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간의 권위의 분산과 응집성의 결여는 공적자금 의사결정 과정에

서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특별법 제정 후의 공적자금관련 기구들의 제도적 배열>

    또한 그 권위의 제도적 배열을 보면, 재경부가 우선적으로 위계적으로 정책적 

우선성을 확보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 국회, 대법원 관련 관료들이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면서 수평적으로 배열된 형태를 볼 수 있다. 특히 청와대나 대법원, 국

회 등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와 정책적 지향성이 다른 기구들이 참여하면서 그 정

재정경제부

↑

정

책

입

안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5) 정부위원(3)

대통령 추천 2인 재경부 장관

국회의장 추천 2인 금감위 위원장

대법원장 추천 1인 기획예산처 장관

↑

정

책

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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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일관성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 즉, 관료적 응집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적자

금 위원회라는 기구가 여전히 재경부 산하에 자리함으로써 공적자금이라는 정책

적 우선성만큼의 권위의 우선성을 보장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그 관료적 응

집성을 기준으로 볼 때, 권위와 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관련 부처간 갈등의 가능성

이라는 문제를 노출하여 효율적인 정책실행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더라도 공적자금의 전반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어떤 방

식으로 권한과 책임이 구조화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칙이 부재하

다. 특별법의 제정 이후, 공적자금의 조성․투입․회수 등의 각 단계마다 분산되어 

있던 책임과 권한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과도하게 통합되어,  

그 공적자금 운용실패의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 소재가 불분명하다.  

    즉, 앞에서 살펴본 공적자금과 관련된 기구들의 구조에서 볼 때, 국가가 설정

한 정책 우선성의 방향에 맞게, 다른 여타 경제 기구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이익세

력들을 압도하는 권위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배분받은 기구로서의 Nodal Agency

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적자금과 관련된 관료제적 기구에서 보

듯이, 산업정책에 전념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위의 부여받은 기구

의 부재와 각각의 경제기구들간의 낮은 중앙집중화의 문제는 결국 다음 절에서 

살펴볼 국가 역량의 외부적 측면의 실패로 연결된다. 

5-2. 국가 역량의 외부적 측면 : 국가의 금융권별․기업별 선별작업

    여기서는 시기별 공적자금 지원과정의 비교를 통해서 국가가 투입시기별로 

어떻게 산업자본들을 규제하고 수혜대상을 선별하고 개별 기업 단위의 구조조정 

과정에 향력을 행사하 는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차 투입을 통해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업들이 2차 내지 3차에 걸

쳐 다시 지원을 받은 사례들을 통해 국가의 선별작업의 부재 또는 실패를 살펴보

고자 한다. 당시 국가 신인도가 대폭 하락한 상황에서 국내 민간금융시장은 제 기

능을 잃고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는 더욱 요원한 상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가 유일한 자본의 공급처일 수밖에 없었고, 국가 정책 차원의 공적자금의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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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부문으로 유입된 자금이 기업구조조

정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기업 생산성과 효율성 개선에 어떤 향을 주는지

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원칙 없이 공적자금이 관리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는 공적자

금을 지원할 뿐, 지원받은 기업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관리는 시장에 맡긴다는 기

조를 유지한다. 즉, 자본지원은 해주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효율성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업의 경쟁과 선별과정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

긴다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원칙으로 공적자금을 운용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실상 조기에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에(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례(예를 들면 현대생명, 대한생명 

등등)가 늘면서 기업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비효율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공적자금의 낭비만이 아니라, 낭비를 스스로 초래한 국가

의 정책상의 오류와 규제 및 감독 기능의 부재 또는 실패의 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정부실패가 가져온 시장실패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앞 

절에서 동아시아 발전국가 논의에서 대비시켜 본 시장보완적인 국가 개입이 공적

자금 운용 및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의 실패로 이어졌음을 규명하

고자 한다. 

5-2-1. 공적자금 운용의 사례

    공적자금에서 나타나는 국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각각 공

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군의 각각의 사례를 모두 살펴보는 것 역시 유의미할 것

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부가 경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된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공적

자금의 운용과 그 수혜기업의 선별과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 역량을 가늠해 보도

록 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공적자금의 운용사례로 제일은행과 대한생명, 그리고 개별 

사례가 아닌 금융권별 운용 사례로 투자신탁사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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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생명보험업, 종금사 그리고 투신사는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사업

부문이다. 그 중에서도 은행권과 생명보험사, 투신사는 다른 금융권들과 달리 출자 

방식을 통해 상당 부분의 공적자금이 지원된 업종이다(본문 28쪽 참조). 즉, 종금

사나 신협은 출연과 예금대지급 방식을 통해 일회적인 공적자금 지원으로 해당 

금융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전개했던 것에 비해, 은행권, 생명보험사, 

그리고 투신사에 대해서는 출자 형태로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사의 업

을 지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전개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금융권에 대해

서 경 정상화와 부실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이를 통

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즉, 이들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과 운용 사

례는, 국가 관료제 외부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율(discipline), 또

는 관리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 역량의 외부적 측면을 평가해보는 좋은 

지표가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은행권과 생명보험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자

금이 투입된 제일은행과 대한생명34)의 사례와, 투신사 전체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외부적인 국가 역량을 살펴보도록 한다.

◎ 제일은행의 매각 사례

    제일은행의 해외매각 처리 방식은 서울은행의 매각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 정

리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이병천, 2001). 이 두 은행은 사실 1998년 

퇴출된 5개 은행(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보다 더 심각한 부실은행인데도, 금

융시장에 줄 충격 때문에 해외 매각을 추진하 다. 제일은행의 구체적인 매각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제일은행은 1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파산위기에 

있던 제일은행의 97%에 이르는 채권을 매입한다. 그 후 당장의 금융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일은행을 1999년 말까지 반드시 매각

34) 제일은행에는 총 17조 3,109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전체 공적자금의 10.8%에 해

당하며, 은행권에 지원된 공적자금 가운데 2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액수는 은행권은 물론  

금융권 전체에서도 단일 기업에 지원된 금액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대한생명에는 전체 5조 2026

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적자금의 3.2%, 보험업계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24.5%에 해당하

는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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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고 공표하 고, 곧이어 미국계 금융사인 Newbridge Capital과 매각을 추진

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49%의 지분을 넘기게 된다. 

    1999년 예금보험공사가 미국의 Newbridge Capital과 제일은행 매각을 위해 

체결한 내용에 따르면, 그 조건으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소유주식의 49%의 의

결권을 뉴브리지에 위임하며 기본부실에 대해서는 2년,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에 

대해서는 3년간 정부가 책임진다는 조건(풋백옵션)이 들어 있다. 제일은행이 인수

한 자산과 관련된 충당금 적립 및 손실보전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일은행이 인수한 여신이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부실해질 경우 예금

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는 제일은행의 요구에 따라 부실자산을 매입해주도록 되어

있다. 매각협상이 이루어지던 1999년 당시,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2조 

5,000억원이었으며 풋백옵션 4조 5,000억원까지 해서 1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이었으며, 당시 제일은행의 자산평가액은 24조원이었다. 이 공적자금과 제일은

행의 총자산을 합치면 약 4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Newbridge사는 5,000억원에 제

일은행을 인수하게 된다(국회사무처, 2001). 

    그 결과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에 대하여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581원억을 출연하 고, 부실자산 매입을 위하여 총 816억원을 지원하 다. 출연 

자금의 세부내역으로는 자산건전성 재분류에 따른 충당금 지원 57억원, 고정금리

채 수익률보전 453억원, 기타 손실보전 71억원 등이며, 부실자산매입의 경우 자산

건전성 재분류에 따른 부실자산 매입 181억원, 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 여신 631

억원, 기타 부실여신 매입 4억원 등이다. 그 비율로만 보아도, 1997년부터 2003년

까지 은행 부문에 지원된 전체 공적자금은 788,167 억원 중, 21.96%인 173,109억원

이 제일은행에 투입된다.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의 

<표 5-1>와 같다.

   그러나 아래의 제일은행의 주요 재무제표 <표 5-2>를 살펴보면, 정부의 제일

은행 매각의 목표와 그 방법은 적절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매각이 이루어진 

1999년 이후 2000년부터 현재의 지표들은 제일은행의 업이익의 점증하는 손실

과 부채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일은행의 자제정상

화 가능성이나 그 부채상황을 잘못 파악한 결과이다. 결국 제일은행의 매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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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아나 대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퇴출되었어야 할 기업을 무리하게 경 정상

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여, 오히려 그 부실과 부채를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정부

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표 5-1> 제일은행 공적자금 지원 내역

1차 2차 3차
합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출자 0 7,500 42,086 0 0 0 8,162 57,748

출연 0 0 4,459 3,600 640 547 267 9,513

예금대지급 0 0 0 0 0 0 0 0

자산매입 0 0 31,196 31,104 5,961 6,645 631 75,537

부실채권매입 15,275 6,066 8,970 0 0 0 0 30,311

합계 15,275 13,566 86,711 34,704 6,601 7,192 9,060 173,109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억 원

<표 5-2. 제일은행 주요 재무비율>

구분/년월 2000.12 2001.12 2002.12 2003.06

자기자본증가율 32.90 17.14 9.18 1.29

순이익증가율 0.00 -26.86 -54.70 -194.37 

업수익증가율 -33.16 -9.19 -5.70 22.13

업수익대 업이익률 10.11 7.08 4.20 -2.23 

업수익대순이익률 13.09 10.54 5.06 -4.29 

유보율35) 32.90 55.68 69.97 57.79 

부채비율 1,853.07 1,635.42 1,833.80 2,185.90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대한생명의 사례

    대한생명은 1998년 초부터 자체적으로 Metlife와 외자유치협상을 진행하 으

35) 유보율은 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두고 있

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잉여금(자본총계-자본금)총액이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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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실사과정에서 거액의 부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부터 

약 1개월간 금융감독원이 자산․부채실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무리한 

사업확장, 자회사 등에 대한 부실대출, 경 진의 회사자금 임의사용, 유가증권 평

가손 등의 부실경 으로 순자산부족액이 2.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감독위원회는 자체 경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 국제입찰을 통하여 투자제안서를 접수하 으나 적합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매각을 중단하 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자본감소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순자산 부족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출자 요청을 하 다. 이에 따라 2조 500억원이 지원되었고, 이후에도 정부는 

대한생명의 자산부족 규모, 경 개선 추이 및 경 컨설팅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00년에 1조 5천억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그리고 2001년 1조 5천억원을 출자 지

원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 정상화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의 부채 

및 부실 상황이 개선이 없자, 정부는 2002년 결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당초 해

외매각이라는 목표를 수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출자지분을 한화컨소시

엄에 매각하기로 의결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자가 된 것에 대해 인수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 다. 즉, 한화그룹은 보험업법상 주요 출자자 요건에 미달하

고, 당시 한화계열사의 분식회계 적발 등 사회적 신용이나 인수․경  능력에 문

제가 있으므로 인수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제일은행 매각 사

례때와 마찬가지로, 헐값매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 다. 대한생명의 매각

가격으로 책정된 1조 6,150억원은 당시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5조 1,742억원(2002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고, 최근 매년 7-8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대한생

명의 기업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이리하여 대한생명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52,02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에 지

원된 공적자금 총액 210,198 억원의 24.75%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다. 그 구체적

인 내역은 다음의 <표 5-3>와 같다. 특히 경 정상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정부

는 부실이 심각한 상태 던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을 대한생명에 인수키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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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생명에 지원

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오류로서, 부실 정리가 

아니라 부실을 확대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결국, 대한생명의 경우는 사실상 회

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 정상화

를 통한 해외매각’이라는 당초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국내 금융사와의 헐값

매각으로 마무리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5-3> 대한생명 공적자금 지원 내역

1차 2차 3차
합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출자 0 0 24,493 173 15,000 0 0 39,666

출연 0 0 2,368 698 9,010 0 236 12,312

예금대지급 0 0 0 0 0 0 0 0

자산매입 0 0 0 0 0 0 48 48

부실채권매입 0 0 0 0 0 0 0 0

합계 0 0 26,861 871 24,010 0 284 52,026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억 원

◎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정부가 은행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자 시중자금은 98년초부터 은행권에서 

비은행권, 특히 투신사로 이동하였다. 자금이 투신권으로 이동하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급격하게 늘

리게 된다. 그 결과 투신사들의 자산은 1997년 말 89조원에서 1999년 7월말 

246조원으로 18개월만에 세 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팽창은 이자율의 하

향안정화와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은 바 크지만, 한편으로는 투신사가 제대로 심

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금중개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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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에 있던 투신사들이 은행을 대신하여 자금중개기능을 맡은 과정에서 부실

대기업의 생존연장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대기업들은 생존

을 연장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실의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다(한국경제

연구원, 2001:185-6) 결국 대우그룹의 몰락과 함께 투신사의 문제의 대규모 부실

채권으로 금융이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면서, 2000년 이후 2, 3차에 걸친 대규모

의 공적자금 투입이 다시 시작된다.

    투신사 자체로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정부는 편법을 사용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 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자보호법상 예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신용금

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만이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이 아

닌 투신사에 공적자금이 편법적으로 지원된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 2001: 231). 

예를 들어 정부는 신세기 투신과 한남투신의 신탁자산을 한국투신과 현대투신에 

각각 계약 이전시키고 후에 이들 투신사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편법적인 

공적자금을 지출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특히 투신사의 경우는 국가에 의한 1차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구조조정이 가져온 직접적인 시장 실패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5-2-2. 공적자금 회수 실적

 

    앞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적자금의 회수의 상황

은 전반적인 국가의 공적자금관리 능력의 부재를 말해준다. 아래의 <표 5-4>에서

는 전반적인 공적자금 회수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파산배당과 자산매각, 그

리고 자산관리공사 등의 회수실적은 기업경 정상화와 구조조정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기업자산 매각과 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자금회수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금운용능력과 기업관리능력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보기 힘들다. 여기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출자부문의 회수실적이 국가 역량을 말해주는 유의미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5-4>에 나타나듯이, 출자부문의 회수상황을 보면 연도에 

따라 전반적인 변화 없이 1%를 웃도는 수준을 보여준다. <표 5-5 금융권별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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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회수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공적자금의 회수가 부실채권의 매각과 파산

배당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 졌으며, 경 정상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출자금 회

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3장의 <표 3-4. 금융권별 공

적자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의 공적자금이 출자의 형태(60,3

조원, 전체 공적자금의 37.6%)로 지원된 바 있다. 이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출자자

금의 회수는 사실상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5-4> 연도별 공적자금 회수상황(1998년 11월-2003년 8월말) 

연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36) 정부 계
출자금회수 파산배당등 자산매각등

1998 - - - 2.4 - 2.4

1999 1.4 2.9 - 9.7 0.04 14.04

2000 1.0 2.9 2.2 8.9 0.005 15.005

2001 1.4 1.4 1.3 5.3 - 9.4

2002 1.2 0.9 0.5 3.8 6.6 13

2003 1.2 2.1 0.3 1.6 1.0 6.2

누계 6.2 10.2 4.3 31.7 7.6 60.045

 출처: 윤석, 2003. 단위: 조 원

 

<표 5-5> 금융권과 지원주체별 공적자금 회수 상황(2003년 6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계

출자금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환매해제 매각

은행 48,523 14,765 41,351 92,061 164,183 76,068 436,951

종금 345 48,208 - 6,698 4,923 - 60,174

보험 4,387 2,162 1,278 2,576 14,644 - 25,047

증권/투신 - 73 - 425 21,689 - 22,187

저축은행 - 21,081 - 601 1,061 - 22,743

신협 - 11,277 - - - - 11,277

누계 53,255 96,738 42,629 102,361 206,500 76,068 577,551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억 원

36) 자산관리공사의 회수방식에는 국제입찰(1.6%), ABS 발행(4.5%), AMC․CRC․CRV 매각(1.8%), 

개별매각․법원경매․직접회수(10.6%), 대우채권회수(2.9%), 환매․해제(10.3%) 등이 있다. 



- 76 -

     <표 5-6>에서 출자방식의 공적자금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던 은행권과 생명

보험업, 그리고 투신사의 회수율을 보면, 특히 보험사와 투신사 부문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투신사와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사례

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출자부문의 공적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 능

력의 부재를 보여준다. 은행권의 회수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지만, <표 5-5>에서 은행권의 회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경

정상화와 부채해소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출자금 회수가 아닌, 주로 기업의 자산

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금융권별 공적자금 회수현황(2003년 6월말 기준)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단위: 조 원

    이러한 출자부문의 저조한 회수실적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적자금의 

지원에 앞서 기업의 부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조사능력의 결여로, 국가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 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조기에 퇴출

되어야 할 기업들의 업을 연장해주면서 전반적인 공적자금 운용의 비효율을 가

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고 

볼 경우, 지속적으로 경 정상화를 위해 기업을 관리하고 규율하며, 감독하는 역할

을 국가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국가의 

금융권

지원 현황 회수 현황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부실채

권매입
계 회수액 회수율

은행 34.0 13.7 - 14.0 24.6 86.3 43.7 50.6

종금 2.7 0.2 17.2 - 1.6 21.7 6.0 27.6

증권․투신 7.7 - 0.01 - 8.5 16.2 2.2 13.6

보험 15.9 2.9 - 0.3 1.8 20.9 2.5 12.0

신협 - - 4.7 - - 4.7 1.1 23.4

저축은행 - 0.2 7.3 0.6 0.2 8.3 2.3 27.7

계 60.3 17.0 29.2 14.9 39.1 160.5 57.8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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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역량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다. 

<표 5-7> 금융감독원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추궁현황

(1997. 11월-2003. 6월말 현재)

구분
공적자금

지원기관수(A)

대상기관수

(B)

B/A 비율

(%)

검사결과조치(임원)

신분상 형사상

은행 33 18 54.5 1,050(300) 177(32)

증권/투신 32 6 18.8 82(53) 38(30)

보험 32 19 59.4 240(166) 92(62)

종금 34 22 64.7 218(144) 122(119)

저축은행 122 100 82.0 511(373) 307(241)

신협 329 303 92.1 1,433(597) 679(312)

계 582 468 80.4 3,534(1,633) 1,415(796)

  

  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괄호안은 부실관련자.

    국가의 관리, 감독 능력의 부재는 부실금융에 대한 감독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위의 <표 5-7>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추궁현황을 말해

주고 있다. 공적자금이 지원된 전체 기업 가운데 조사를 받은 기업의 수를 보면, 

신협과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검사 현황이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이 수치

는 2001년 이후에 변화가 없다. 이는 2, 3차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진 후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와 부실책임에 대한 추궁이 거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01년의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나와있는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보험사에 대해서 1

곳, 금고에 대해서 8곳, 신협에 대해서 124곳만이 추가로 검사를 받았을 뿐37), 종

금사는 물론, 대규모로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 은행, 증권․투신사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책임추궁을 위한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2차 공적자금 

지원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권(27.20%)과 증권․투신사(26.14%)에 

대해서 2001년 6월 이후 아무런 추가적인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37) 2001년 6월말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부실금융기관 검사를 받은 곳은 은행 18곳, 증권․투신 

6곳, 보험 18곳, 종금 22곳, 금고(저축은행) 92곳, 신협 179곳으로 총 335 기관이다(공적자금관

리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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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는 물론, 국가 역량의 결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3. 소결:  탈규제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방식의 가장 극명한 특징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이, 그 개혁의 이중성에 있다. 즉, 구체적으로 국가주도적 개혁/국가-자본의 분리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개념 중에 시장보완적 개입으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크게 자원배분에 있어서 수혜대상을 개발시대와 마찬가

지로 국가 정책과 선호에 의해 선별해낸 데 비해, 지원된 자원이 기업 차원에서 

전용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또는 일시적으로 실패한 시장의 

경합기능에 이를 맡긴다는 기조 하에 이에 대한 선별작업에서는 국가 철수를 주

장하 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국가 개입 방식은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화를 추

구한다는 점에서 이미 기존의 발전국가 모델-즉, 시장 대체적 입장들과 반대편에 

선 것이었고, 더 나아가 기존의 국가의 경합모델을 대신할 선별 메커니즘에 대해

서 효율성에 기반한 시장적 메커니즘을 추구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높은 국가자율성에 기반하여 자원배분에 있어서 비시장적 메커니즘에 의지하 다

는 점에서 시장보완적 개입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즉, 국가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의도와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강하

게 시장에 개입하는 동시에, 이러한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관리․감독과 규

율,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는 약한 개입을 

하 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1) 경쟁질서 확립, 2) 노동시장의 유연화. 3) 

민 화, 4) 대외개방 등이라고 볼 수 있다(김균․박순성, 1998: 389). 이러한 정책

들은 이전까지 정의되어온 발전국가의 강한 시장대체적 기능을 일차적으로는 시

장보완적인 것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장과 국가의 분리를 지향한 것들이었다. 

이와 달리, 박정희 정권은 자원의 투입과 그것의 수혜대상기업의 선정과 기업차원

의 관리 등 전방면에 걸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



- 79 -

요한 것은 수혜대상기업들에 대해 그 업적을 기준으로 지원 철회와 특혜를 적절

히 조절함으로써 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하 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의 발전국가의 시장개입은 시장대체적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김대중 정권 시기의 국가개입 방식

은 그 기능을 시장보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IMF 이후의 국가개입방식은 Weiss가 한국의 IMF 사태를 묘사했던 관

리된 상호의존(Governed Interdependence)을 방기한 사례와 마찬가지 해석이 여기

서도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능력과 국가의 역할방식을 시장자율화나 대외

개방 요구에 압도당해 또는 기존의 국가개입을 IMF를 불러온 원인이라 지적하는 

여론에 려, 이러한 능력을 포기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차 공적자금 

투입에서 국가의 임의적인 선별과정에 의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기업들이 

시장퇴출의 상황에서 다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시민사회내 여론과 단기

적인 시장상황 악화를 두려워한 국가는 공적자금을 재투입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

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공적자금의 전반적인 운용과정은 스스로 자원낭비와 

역량 쇠퇴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의 한 예로, 2000년 중반에 정책당국이 먼저 추가공적자금 조성(제 2차 공

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우여곡절 끝에 40조원의 추가조성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파급효과가 대우를 능가할 것이 분명한 현대의 처리문

제 등 돌발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여건 하에서는 그 규모가 부족했을 뿐 아

니라,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더 이상의 식언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급기야는 은

행 소유 및 증자에 재벌이나 연기금 등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금융산업과 산업

자본의 기본틀까지도 변경함으로써 개혁정책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정책 집행에서의 국가역량의 실패는 다시 국가자율성

을 침해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연호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에서 나타나는 규제국가적 특징과 발전국가적 

특징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규제국가의 등장”의 가능성으로 평

가하고 있다. 그러한 증거로,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어 2001년에 이르기까

지 9 차례의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상호출자금지 제도’, 



- 80 -

‘출자총액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등의 도입이 재벌집단에 대한 탈규제에서 

재규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판단한다(이연호 외, 2002). 이연호와 달리,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즉,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을 “ 로벌 스탠다드와 구체제의 악조합”으로 평가하는 흐름들이

다(이병천, 2001). 즉 김대중 정권의 개혁은 구체제의 ‘금융․기업 부실’, ‘무책임․

불투명’, ‘제도의 공백’이라는 문제들과 로벌 스탠다드의 ‘자본시장의 외형성장’, 

‘단기주의 금융유동성’, ‘국민경제 대외종속’이라는 문제점만이 결합되어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추락을 가져온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장상철과 유석춘은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의 이중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지만, 위의 두 대립되는 견해와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들

에 따르면 여전히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국가의 시장개입에 있어서는 발전국가적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시장자유화 정책들은 시장의 규칙을 설정

하고 이를 감시, 감독하는 서구식의 규제국가라기 보다는 탈규제 정책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명목 하에 공정거래법의 대기업 규제는 대체로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폐지되

었으며, 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려 비주력 사업의 분리․매각, 지주회사를 통한 외자

유치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

용되었다(유석춘․장상철, 2001). 

    즉 이들의 주장은 구체제 또는 발전국가적 효율성과 로벌 스탠다드의 탈규

제 또는 시장자유화의 조합이 문제 다는 것이다. 발전국가가적 산업정책과 정책

적 지원은 지속된데 반해, 그에 수반되어야할 수혜기업 선별과 감독(discipline)의 

기능이 전반적인 시장 자유화와 신자유주의적 개혁 기조 하에 사라짐에 따라 전

반적인 경제 역의 비효율과 부실로 이어졌다고 설명될 수 있다(김명수, 2004). 

    실제로 대규모 기업집단과 국가의 연합, 정경유착과 재벌이라는 기업구조는 

1960-70년대의 고도성장체제는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투자위험을 사회화하고 산업

정책을 통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선별․감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Lew, 2000: Chang, 2003: 조 철, 1999, 2003). 채권자 규율이 엄격했다면 모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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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위축되어 과감한 중화학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와 동시에 그 수혜대상에 대한 선별과 감시 역시 엄정

하고 엄격하 다. 국가가 부과한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재벌들은 다음 

신규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재벌 순위에서 리거나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8). 국가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이 존재했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특혜를 얻기 위한 재벌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특혜를 얻는 기득권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과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다(유석춘, 1998: 조 철, 2003). 

    이러한 면에서 김대중 정권 시기의 이중적인 시장정책은 ‘대마불사의 신

화’(Too Big to Fail)가 오히려 공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퇴출되

어야 될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상기업에 포함된 점이 그러하다. 

정부는 부실 기업들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과 정책적 선별 없이 공적자금을 지원

해 준 데 비해, 그 자체정상화 노력과 기업구조개혁의 성패여부와 그에 따른 기업 

퇴출은 전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

다. 그러나 실상, 기업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들 스스로가 부실기업을 퇴출시키

기 보다는 워크아웃을 선호하여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경향을 보 다. 

중요한 이유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게 되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부실금융

기관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이병천, 2001: 39).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효율적

인 작동을 통한 기업선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개혁의 이중성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구조적 제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든, 결국 시장보완적인 국가 개입의 현실적 모순과 실패를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궁극적 지향으로 하는 시장친화

적 또는 시장증진적 모델의 비현실성 또는 비적실성을 보여주는 동아시아의 사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8) 재벌 순위의 변동은 유석춘(Lew, 2000)와 조영철(20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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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국가 자율성과 역량의 차원이라는 포괄

적인 주제에 대해서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가 

자율성의 대내적 차원에 중점을 두어,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먼저 발전국가 모

델의 ‘국가-금융자본-산업자본’이라는 연합구도가 외형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시장에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IMF나 IBRD와 같은 국제 경제

기구과 해외자본과의 관계에서 변화하는 대외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가 어떻

게 대내적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갔는가를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국가 역량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적 측면으로 관료제 내부의 

권위의 배열과 관료적 응집성의 문제를 고찰해 보았으며, 외부적 측면에서 국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산업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의 변화를 발전국가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외환위기 이후의 국가는 발전국가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

하고 이를 통해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대내적 자율성을 증대시

켜나간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전국가는 이러한 높은 대내적 자율성

을 바탕으로 산업자본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강한 개입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며  

기업들의 효율성을 관리해 나갔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 국가는 높아진 대내적 자

율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산업자본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

율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가 역량 차원의 공백을 드러내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인 시장개입 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경우, 발전국가 모델의 일반화된 두 가

지 특성을 금융자원 통제를 통한 산업자본 지배와 그 지배 방식으로서 시장에 대

한 강한 개입과 산업자본에 대한 관리와 규율(discipline) 기능으로 응축시켜 본다

면, 김대중 정부의 국가의 역할은 금융 지원을 통한 산업자본 지배 자체에만 한정

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산업자본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율의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시장개입방식이 보여주는 국가 역량의 약화는 직접적으

로 공적자금 관련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실패의 원



- 83 -

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두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관계에서 이전까지 맑스주의의 계급론적 국가

론과 베버주의의 국가중심주의에서 국가 자율성이 강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

의 핵심 조건으로 규정되어왔던 것과 달리, 국가 자율성이 무조건적으로 국가 역

량을 담보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Rueschemeyer와 Evans의 통찰과 마찬가지

로, 국가자율성이 효과적인 국가행동의 전제조건, 즉 국가역량의 충분조건이긴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율성이 국가능력 내지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보증

해주는 것 아니다(Rueschemeyer & Evans, 1985: 62).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국가에 개입하 고, 또한 국민경제

적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시민사회적 합의는 국가

의 대내적 자율성을 극대화시킨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대외적 측면에서 있어서도 

국가는 차관을 대가로 요구된 해외기구들의 구조조정의 요구와 협상을 수행한 궁

극적인 책임주체 다. 실제로 국가는 증대된 자율성과 증가된 규모의 자원을 바탕

으로 발전국가시대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 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

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7년에 걸쳐 대규모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그 과정상의 정책 오류와 저

조한 회수실적으로 인하여, 현재 공적자금 관련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시장개입 그 

자체가 시민사회적 세력들로부터 불신과 저항을 받기에 이르 다. 이러한 공적자

금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여기서는 국가 역량의 관점에서 크

게 두 가지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첫 번째로는 국가 내부의 측면에서 관료적 제

도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로는 국가 외부의 측면에서 특히 국내 산업자

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개입의 방식과 선별정책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

다. 그 결과, 첫 번째로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기구들의 관료적 응집성과 권위

의 구조화의 실패로 인한 관료제적 국가 역량의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가의 시장개입과 기업선별정책에서의 일종의 규율(discipline)의 역할의 

부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은 해주되 규율을 하지 못한 국가의 시장 

보완적 개입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관리 능력의 부재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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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IMF 이후 한국사회에서 공적자금투입을 둘러싼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은, 

국가 자율성이 자동적으로 국가 역량을 보장해주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두 번째의 잠정적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최근 급증하는 세계화와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국가 

의 적극적이고도 올바른 시장개입 능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은 그런 점

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면에서 다시 동아시아 발전국가 논의

에 대한 재검토와 재인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상 발전국가 모델은 권위주의 정권과 재벌이라는 

특수한 친족경 집단의 존재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의 걸

림돌로 비판받아 왔었다. 또한 김은미나 Johnson 등에서 보듯이, 발전국가적 모델

은 경제발전 이후에 폐기되어질 전환기적인 특성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국가의 역할의 변화와 시장 상황의 변화와, 단적으로 공적

자금 운용과정을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일면들은, 과연 한국 

사회의 발전국가적 특성은 다른 특성으로 전환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가 라는 질

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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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after the Financial Crisis:

State Intervention and the Public Fund in Korea aft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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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in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focused on the public fund. In terms of 

internal aspects of state autonomy, it traces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coalition structures in 'state-financial capital-industrial capital.' It also 

examines the state intervention in markets in order to reveal how the state 

has strengthened its internal autonomy based on changes in its external 

autonomy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such as IMF 

and IBRD. Then, it divides the state capacity into the internal sector and 

external one, and tries to trace their changes through the arrangement of 

authority and the bureaucratic cohesion for the one, and the industrial policies 

to domestic financial capital and industrial capital for the other.

In result, this study reveals the extended autonomy of the state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started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the fact that the state intervenes the market as the primary 

actor proves the maximization of state autonomy as well as the general 

consent in the popular sectors on the state intervention. Likewis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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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aspects, the state is the fundamental body responsible for concluding 

an entente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s and meeting their needs. In fact, as 

in the development state, based on the extended state autonomy and enlarged 

financial resources, the state exerts a strong intervention into the market and, 

therefore, acquires the controling power over the financial capital and the 

industrial capital.     

However, because of the fallacy in the policy decision and the dull 

results in the recovery of public fund, now the state intervention including the 

public fund itself gets only the distrust and resistance from the civil society. 

There can be several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public fund. Above all, it 

would be most proper to the trace its reason in light of the state capac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bureaucratic system for the internal aspect 

of state capacity, and the methods of state intervention into the domestic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and the industrial policy for the external one.  

As for the former, it reveals the fragility in the bureaucratic state capacity 

caused from the failures in the bureaucratic cohesion and the arrangement of 

authority among the bureaucratic bodies concerned with the public fund. And 

the latter reveals the absence of discipling function in the state intervention 

and the strategic business policy: the market complementing intervention   

,supporting financial resources but never disciplining the capital, results in the 

absence of state capacity. 

    The state aut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s similar to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at the state extends its internal autonomy by 

attaining the controls over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fore, strengthening 

its dominance over the industrial capital. However, while the developmental 

state, based on such extended autonomy, performed the direct and strong 

intervention into the market and governed and disciplined the capital,  the state 

after the crisis, in spite of similar enlarged autonomy, fails in gover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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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ing the market only to reveal the vacuum in the state capacity. The 

weakening of the state capacity in the state intervention causes the failure of 

financial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ublic fund policy.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positive and proper intervention of 

the state. Moreover, it traces the continuity of som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te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the main 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Such a historical and social continuity in Korean 

society recalls the reappreciation on the East-asian developmental state. 

39)

KEY WORDS: public fund, financial crisis,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state 

intervention, financial support, discipline, the developmental state. 

market substituting, market complemen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