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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이후 사회학 공부의 큰 흐름을 잡아 주시고 자상한 가슴으로 직장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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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물질적 혜택을 주고, 심지어 ‘정부계
은행’이라는 학위논문의 주제마저 던져준 나의 직장 산업은행에게도 고맙고, 2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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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부터 검도장으로 뛰어가 “相磨以道義 相悅以歌樂”을 외치고 싶고, 이번
주말에는 밤새도록 “이뭣꼬” 화두를 잡고 싶다.
오늘은 종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다른 새로움을 추
구하기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치를 두고 싶은, 가장 평범한 세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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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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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정부계 은행의 차별적 동형화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론의 동형화이론을 중심으로 ‘정부계 은행의 차별적
동형화’를 연구한 것이다.
먼저 조직의 동형화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① 조직생태론자들과 신제도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완전히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② Scott and Meyer(1983)의 주장과는 달리, 동일한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도 개별
기업이 받는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③ Guillén(2001)은
조직형태의 폭 넓은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들은 동형화될 수도 있고
차별화될 수도 있다. ④ Guillén(2001)은 개별기업의 능력(capability)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기업의 변화에는 개별기업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⑤ Oliver(1992)의 탈제도화와는 달리, 영속기업 뿐만 아니라 도태기업에게도 적용
되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립 당시 비슷한 유형으로 출발
하였던 각국 정부계 은행들이 일정기간 존속하면서 국가별 및 은행별로 동형화
또는 차별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정부계 은행의 변화요인, 변화과정, 변화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첫째, 정부계 은행의 변화요인으로 기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 개별은행의 능력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술적 환경은 자국의 경제발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발전정도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제도적 환경은 정부의
정책방향으로서 정부계 은행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진로를 결정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은행의 능력은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해당 은행의 규모 및 국민경제
기여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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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단계 변화과정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유사한 경제
발전경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계 은행은 비슷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제2
단계는 동일한 경제발전경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경제정책에 따라 국가
별로 서로 다른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며, 제3단계로 동일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정부계 은행이더라도 개별은행의 능력에 따라 구체적인 변화유형이 결정된다.
셋째, 정부계 은행들은 3가지 변화요인에 의하여 3단계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민영화형,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강화형, 기능분리(Spin-off)형, 현 체제 유지형,
피합병형, 기능전환형, 청산․폐쇄형 등 8가지 유형으로 변화형태가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민영화형,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강화형, 기능분리(Spin-off)형은 정부계
은행의 기존 노하우를 계속 발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기능전환형, 청산․
폐쇄형은 기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로, 현 체제 유지형 및
피합병형은 현상유지(0)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세계 20개국의 85개 정부계 은행을 분석한 결과, 정부계 은행의
변화요인이 발생하는 시기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시점 또는 국내신용/GDP의
비율 1.0 상회시점이었으며, 상기 시점을 계기로 적절한 변화유형을 선택한 정부계
은행 또는 해당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정부계 은행들이라고 해서 조직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는 정부계 은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별은행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정부계 은행은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발전유형은 경제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발달정도, 설립목적의 달성여부, 향후
진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개별은행의 능력 등에 의하여 8가지 유형으로 ‘차별적
동형화’를 이루게 된다.

핵심 되는 말 : 정부계 은행, 동형화, 차별화, 동질화, 이질화, 기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 능력, 신제도주의, 탈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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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목적

모든 조직은 생성-성장-성숙-쇠퇴의 단계를 거치는 생명주기(life cycle)를 갖으며,
대부분의 조직들은 수명 3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결국 조직의 생명력은 환경변화와 조직의
생존전략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장기간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직형태 연구와 관련하여 막스 베버와 신고전경제학자들은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상황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생태론, 자원의존론 등은 기업내부의
생산과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시장환경 변화
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조직변화의 동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주의자들은 제도를 안정과 질서의 원천으로 생각한다. 특히 신제도
주의자들은 동형화(isomorphism)의 관점에서 조직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Meyer,
Hannan, DiMaggio, Powell 등은 오늘날 조직의 구조변화는 경쟁이나 효율성에 기인
한다기보다는 국가와 전문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화과정이며, 이러한 구조화된
조직부문은 개별행위자들에게 불확실성과 제약조건을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준거
틀이나 맥락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구조와 문화의 동질성을 유도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조직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표준적인 형태로 동형화되는가?’에 대하여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동형화 사례와 차별화 사례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Meyer et al.(1997)은 제2차대전이후 등장한 국민국가(nation-state)의 많은 특징
들은 문화적․연합적 세계화과정을 통하여 구성되고 전파된 세계적인 유형에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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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동형화되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욱 획일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Guillén(2001)
은 1950∼99년간 아르헨티나, 한국, 스페인의 구조적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업
단위 뿐만 아니라 산업단위에서도 경제적 행위와 조직적 형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
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조직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제도이론들은 ‘새로운 제도의 발생과 기존 제도의
확산과정’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10년간 새롭게 제기되는 이론들은
‘현존하는 제도의 쇠퇴와 소멸, 그리고 새로운 논리와 행위자 및 형태에 의한 대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다고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른바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제2의 운동’
(a second movement)1)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계 은행’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부계 은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
엇이며 어떤 유형으로 발전할까? 신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형화’현
상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탈제도화를 통한 ‘다양화’ 현상을 보일 것인가?
정부계 은행은 정부로부터 특수한 설립목적을 부여받고 정부의 전액출자로 설
립2)된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계 은행은 국가별 상이한 정치․경제환경 하에서 일정
1) '제2의 운동‘이란 Campbell and Pedersen(2001)이 주장하는 것으로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간 이론적 통합을 추진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즉 제도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나타남에 따라 패러다임간 相補性을 강화하고
패러다임간 상호교류 및 통합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패러다임간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당수 정부계 은행들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소유구조도 정부 전액 출자된다. 독일
재건은행(KfW)은 전후 독일경제 재건에 필요한 중장기자금 공급을 위하여 1948년 재건
은행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소유구조는 연방정부(80%)와 주정부(20%)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정책투자은행(DBJ, 기존의 일본개발은행)은 지역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1951년 일본개발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소유구조는 전액 정부출자로 되어 있다. 한국
산업은행(KDB)은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1954년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액 정부출자로 되어 있다. 반면, 싱가포르개발은행
(DBS)은 경제개발사업지원을 위하여 경제개발국(EDB)의 산업기능이 분리되면서 1968년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소유구조는 설립초기 전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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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존속하면서 설립 초기의 역할과 기능이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부계 은행은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조직해체, 또는 민영화 등 조직변화
를 추진하게 되고 또 다른 정부계 은행은 설립목적을 아직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환경이 급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변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부계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계 은행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발전유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각국의 정부계 은행의 변화는 차별화를 보이되, 제한
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화를 보이는, 즉 ‘차별적 동형화(differential isomorphism)’
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과제
Hawley(1968), Hannan and Freeman(1977) 등 조직생태론자들이 처음으로 제기한
조직의 동형화문제는 Meyer and Rowan(1977), Zucker(1977), Meyer and Scott(1983),
DiMaggio and Powell(1983), Scott(1987) 등 신제도주의자들에게 연결되면서 조직
의 변화는 ‘기술적 환경에 의하여 경쟁적 동형화 압력을 받는가?’ 아니면 ‘제도적
환경에 의하여 제도적 동형화 압력을 받는가?’의 변화요인에 대한 논쟁과, ‘조직이
동형화되는가’ 아니면 ‘차별화 또는 다양화되는가’의 변화형태에 대한 논쟁으로 확
산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는 “현존하는 제도화된 조직의 활동 또는 관행이 쇠퇴
하거나 단절되는 현상”(Oliver, 1992)을 의미하는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로
논쟁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존 패
러다임으로는

제도변화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2의

운동’(a

second

movement)이 필요하다(Campbell and Pedersen, 2001)는 방법론에 대한 논쟁도
전개되고 있다.

부출자에 의해서 출발하였으며 꾸준한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여 2003년말 현재 정부
관련기관의 지분은 69.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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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존 이론들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1) 조직의 변화는 기술적 환경
또는 제도적 환경 중 어느 하나의 변화압력에만 영향을 받는가? (2)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은 모두 동일한
압력을 받는가? (3) 동형화와 차별화의 양자택일의 형태로 변화되는가? (4) 영속
기업(going-concern) 뿐만 아니라 도태된 기업까지 설명할 수는 없을까? (5) 국가간
또는 동일한 국가내의 다른 기업들 간에는 동형화를 이루는가 아니면 차별화를 이
루는가 등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정부계 은행의 변화사례를 분석하여 (1) 주요국 정부계 은행
의 변화는 기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과 개별은행의 능력의 복합작용에 기인한다,
(2) 변화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조직유형은 몇 가지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중심
으로 차별적 동형화를 이룬다, (3) 정부계 은행이더라도 기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
개별은행 경영자의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한다,
(4) 정부계 은행의 변화유형은 민영화형, 종합금융그룹화형 등과 같이 발전된 사례
뿐만 아니라 기능축소, 청산 또는 폐쇄 등 쇠퇴한 사례도 포함한다 등을 밝혀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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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2.1. 신제도주의론(New Institutionalization Theory)
1970년대 중반 이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성과의 중요한 결정
인자로서 ‘제도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몇 가지 종류의
신제도주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신제도주의론은 통상적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
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or orgainzational

institutionalism)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Paster(2004)는 합리주의자와 구성주의자의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행위자중심 제도주의(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과 담론적 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로 분류하고 있으며, Strang과 Bradburn(2001)은 조직의 정당성
관점에서 생태학적 제도주의(ecological institutionalism), 구조적 제도주의(structural
institutionalism), 담론적 제도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Campbell과 Pederson(2001)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또는 조직론적) 제도주의, 담론적
제도주의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정치학적 제도주의와 경제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된다.
Moe, Shepsle, Weingast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학적 제도주의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늘리기 위한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체계가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공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형태와 지배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선출된 정치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정치제도가 정치적․사회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다.
반면, 경제학적 제도주의는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 관계, 집합재의 생산 등과
같이 행위자들이 교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제도를 형성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거래비용이론은 ‘자산특화(asset specificity)’와 비용
최소화의 정도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한다(Co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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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Williamson 1985)는 것이며, 주인-대리인 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정치학에 접목시킨 공공선택이론(Ostrom 1990)이다.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생산은 특성상 일반재의 생산과는 달리 사업부제 모형
(multidivisional form)과 독점시장, 자원교환구조가 결정된다(Williamson 1985)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어떻게 행위와 제도 구축에 대한 역량을 형성하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 또는 다른 제도의 변화가 행위자들의 행동, 정치적
결정, 제도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Steinmo, Thelen and Longstreth
1992).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역사’와 ‘맥락’에 관심을 두면서, 행위를 구조화하는

공식적 구조와 비공식적 법칙․과정을 모두 감안하므로(Thelen and Steinmo
1992)

제도를

역사적

산물로서

제도의 형태와

모습(institutional

forms

and

configurations)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문제
제기

신제도주의 이론들의 상호비교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담론적 제도주의

제도가 어떻게 교환과 제도가 어떻게 행위와 제도가 어떻게 문화적 제도가 어떻게 담론을
집합재 생산의 문제를 제도 구축에 대한 역량을 으로 구성되고 합리화 통하여 구성되고 형성
해결하는가?

형성하는가?

되며 합법화되는가?

변화 비용과 편익의 변화

위기와 외부충격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정치․경제적 위기 인지

조건

모순된 제도적 논리

정치․문화적 변화

이익에 기반된 투쟁, 이익,생각,이념에 기반 모방, 확산, 전이
변화 갈등, 협상, 전략적 을 둔 투쟁, 갈등, 협상
과정 문제해결
학습, 피드백, 실험

되며 변모되는가?

대안적 담론의 등장
전이, 대체, 브리콜라주

일반이론에 대한 실증 역사적 특수이론에 대한 이론에 대한 실증주의적 역사적으로 특수설명에
주의적․연역적 조사 비교 귀납적 조사

연역적 조사

방법론

대한 해석학적 귀납적
조사

역사적 특수설명에 대한 교재의 연구
해석적 귀납적 조사

자료 : Campbell and Pederse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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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적 제도주의는 다른 제도주의와는 달리, 담론(discourse)을 분석대상하고
사회현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담론적 제도주의에서는 담론을 통하여 제도가 어떻게
구성․형성․변모되는가에 의문점을 갖고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변화의 조건으로
인지하고 대안적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상호작용적 합의점에 도달한다.
따라서 변화는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석대상의 선택, 변화분석의 대상기간 선택,
개념적 범주의 선택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icouer, 1983).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형성의 합리성과 합리화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구성되고 합법화되느냐에 관심이 있다(Thomas, Meyer, Ramirez, Boli,
1987). 그리고 조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정치․문화적 변화에 따라 조직이 어
떻게 모방, 확산, 전이과정을 거쳐 변화되는가를 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출발점은 197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과 Parsons(1934) 및
Selznick(1957)의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안정성, 질서, 체제유지 등과 관련된 조직이
론들이 되어 넓게 형성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조직의 현상학적 관점을 강조
하여 조직의 형성과 재형성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조직의 환경이 자원의
공급과 산출물의 목표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의미의 원천으로서 개념
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Silverman 1971). 이런 관점에서 사회학
적 제도주의는 조직론적 제도주의라고도 한다.
1977년부터 사회학적 제도주의(신제도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Meyer and Rowan(1977)은 제도를 문화의 결합체로 보고 많은 공식조직은 합리화
된 제도적 법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대국가와 사회에서 제도화된 법
칙은 부분적으로 공식조직의 확산과 복잡성을 설명한다. 제도적 법칙은 조직이 합
법성, 자원, 안정을 얻고 생존전망을 높이는 신화(myths)로서 기능을 한다. 조직의
구조가 제도적 환경의 신화와 동형화될 때 합법성(legitimacy)을 얻기 위하여 내부
조정과 통제를 할 필요성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Zucker(1977)는 앞의 논문이 거
시측면분석이라면 제도의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s)를 강조한다. 사회적
지식이 일단 제도화되면 사실로서 그리고 객관적인 현실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되
고 여기에 기초하여 전달된다는 것이다. 즉 행위를 확정시키는(anchor) "인지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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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신제도주의는 1980년대 들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Dimaggio and Powell(1983)
과 Meyer and Scott(1983b)는 거시적 환경의 관점에서 분석수준을 제도화과정의 연
구에 적합한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으로 확장시켰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강압적, 모방적, 문화적 과정이라는 3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 조직
의 장을 통하여 구조적 동형화(structural isomorphism)한다고 주장하였으며, Meyer
and Scott(1983b)는 모든 조직은 기술적․제도적 힘에 의해 형성되지만, 조직의 형
태는 다른 조직의 형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신제도주의는
(contingency

기존의 조직환경론과

theory),

많은 점에서

조직생태론(population

차이가

ecology

난다.

theory),

상황이론
자원의존론

(resource dependence theory)이 기술적 환경(technical environment)이 조직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면,

신제도주의는

조직의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관심사로 하고 있다. 즉 상황이론과
조직생태론 및 자원의존론은 경쟁적인 기술적인 환경 속에서 조직의 능률성의 극
대화를 위하여 구조와 행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신제도
주의론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치, 절차 및 신념체계가 조직구조와
행태에 반영되는 것에 주목하여 조직생태학이 다루지 못하는 조직권력과 생존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나 투쟁현상을 설명하는데 보다 유용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제도주의론은 기존의 제도주의론과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Selznick
(1957)이 창시했다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주의이론과의 공통점은 합리적 행위
자 모델에 대한 회의, 제도화과정의 합리적 선택의 폭 제한 가능성, 조직과 환경의
관계 강조, 문화의 역할 강조 등의 점을 들 수 있으나, 차이점은 오히려 많다
(Powell and DiMaggio, 1991). 우선 분석방식에서 구제도론은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반면, 신제도론은 조직적인 접근(조직 자체의 발전)을 하며 조직의 구조에서 구제
도론은 비공식적 제도의 비합리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신제도론은 공식적인 제도
자체의 비합리성에 초점을 둔다. 환경에 대한 개념화에서 구제도론은 ‘지역사회’에,
신제도론은 ‘비지역사회’에 초점을 두며, 제도화과정을 연구할 때 구제도론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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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를, 신제도론은 일반적인 연구를 한다. 또한 제도의 목적인식에서 구제도
론은 제도의 목적 예측 불가능성에, 신제도론은 제도를 통한 행위자들의 이익 형
성에 초점을 둔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제도주의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제도주의론은 인간의 합리성은 불완전하고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Meyer and Rowan, 1977). 인간의 합리성이 항상 완전하게 발휘되는 것이 아
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
가 반드시 의도한 거시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Meyer, 1987). 즉
이미 존재하는 제도화된 구조가 의식적인 행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의식적인 행위
의 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분석단위가 다르다. 신제도주의론은 개별 행위자가 아닌 조직장, 혹은 조
직을 분석단위로 한다. 구조화된 사회의 행위자로서 각 개별주체를 대상으로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체의 상호작용의 합을 넘어서서 영향을 주고받는 제도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주체의 합으로 사회구조와 부단히 영향을 주고받는 조
직장 혹은 조직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제도적 환경을 중시한다. 신제도주의
론은 환경이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구조 자체를 형성한다고 주
장한다. 환언하면, 조직구조는 문화적 환경, 혹은 제도적 환경의 규정력이 내린 처
방이 구현된 것이라고 본다.
넷째, 조직의 정당성과 효과성간에는 내생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실재론적
인 집합주의적 접근에서는 조직의 내부 구성요소와 조직구조간에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제도주의론에서는 반대로 조직내, 조직간 다양한 층위
에서 매우 느슨한 연계(loose coupling)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신제도주의론이
효율성보다는 정당성(legitimacy)을 중시하는 이유는 조직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힘
은 외생적인 것이며, 정당성은 문화적 환경의 거역할 수 없는 신화화한 힘에 의해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제도주의론은 현실경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조직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어 매우 설득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주체들의 이익추구행위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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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으며 개별조직의 문화, 설립목적, 의사결정방법, 다양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에 의한 갈등관계 등 제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2.2. 동형화와 차별화
조직의 정당성(legitimacy)은 Weber(1978)의 관료제와 같이 합리성 추구를 통
하여 확보할 수 있겠지만, 조직생태론자들과 신제도주의자들은 조직의 동형화
(isomorphism)를 통하여 확보한다면서 조직생태론자들은 기술적 환경에 의해, 신
제도주의자들은 제도적 환경에 의해 동형화 압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
근 Guillén(2001)은 아르헨티나, 한국, 스페인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직의 수렴
(convergence)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다양화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신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조직의 변화요인을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조직의 변화형태로서 동형화와 차별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조직의 변화요인

신제도주의는 한 사회 내에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s)과 기술적
환경(technical environments)이 존재한다고 설정한 다음, 환경 속에 존재하는 압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태된(embedded) 조직이 등장하는 과정이나 행위자의 선택과정
및 선택결과에 관심을 갖는 이론이다(Scott and Meyer, 1983).
여기서 기술적 환경은 조직이 생산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시장에서 상품과 재화가 생산되고 교환되는 환경으로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기술적 환경 하에서 기술적
과정(technical process)을 통제․조정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기술
적 환경으로부터 핵심과정을 보호․완화하려고 시도한다(Thompson 1967).
반면, 제도적 환경은 개별조직들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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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과 필수요건으로서 정부부처, 관련 협회, 일반화된
신뢰체계로부터 만들어진다.
조직을 둘러싼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은 완전히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한다. 어떤 조직은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어떤 조직은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 중
일부를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미치는
상호 영향정도를 조합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Scott and Meyer, 1983).

<그림 2-1>

기
술
적

강하다
↑

환
↓
경 약하다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결합

전기․가스 등 공익설비
일반 제조업
은행
제약 회사
종합병원
정신병원
학교, 법률 사무소
교회

식당
헬스클럽

강하다 ←

→

약하다

제도적 환경
자료 : Scott and Meyer(1983)

먼저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을 동시에 강하게 받는 유형이다. 여기에 속하
는 조직들은 고도로 발달된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되어 필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효과성과 효율성 수요에도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직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행정구조를 갖게 되고 조직의 운영목
표도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전기․가스 등 공익설비, 항공회
사, 은행, 종합병원 등과 같은 조직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술적 환경을 강하게 영향을 받지만 제도적 환경을 크게 받지 않는 유
형이다. 여기에 속한 조직들은 기술적 요구는 강력하지만, 제도적 압력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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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게 받는다. 제도적 압력은 건강, 안전, 공해 등으로, 약하지만 변동성이 많은
부분이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셋째, 기술적 환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지만 제도적 환경을 크게 받는 유형이
다. 여기에 속한 조직들은 학교, 정신병원, 교회, 법률사무소 등과 같이 대부분의
전문 서비스조직들로서, 강한 제도적 압력과 약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기술적 압력
을 받게 된다.
넷째,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을 모두 많이 받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조직들은 개인서비스 업종으로서,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모두 발
달되지 않아 조직 자체도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작고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은 현대조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
일수록 기술적 환경 또는 제도적 환경이 강하게 받고 있다.

2.2.2. 조직의 변화형태: 동형화와 차별화

신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조합, 그리고 이에
따른 조직의 분류는 ‘동일한 업종은 모두 동일한 조직, 즉 '동형화로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형화(isomorphism)는 어떠한 조직이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들을 닮도록 이끄는 규제적인 과정(constraining process)을 의미
하며 조직이 일정한 생성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 안정되면 동질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Hawley, 1968). 아무리 새로운 조직의 형태를 추구하며 설립된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단체가 진입하는 영역에 지배적인 조직의 형태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 단체는 기존의 조직형태를 닮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제도주의자들의 동형화 주장은 조직의 정당성(legitimacy) 확보차원에서 제
기되었다. Weber(1978)는 관료제와 같이 합리성 추구에 의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원천으로 삼았으나, Parsons(1960)는 조직의 목표를 평가할 때 정당성의
개념을 적용한 반면, Meyer와 Rowan(1977)은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고도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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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환경에 존재하고 환경과의 동형화에 성공하는 조직만이 정당성과 생존에 필
요한 자원을 획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DiMaggio와 Powell(1983)은 관료제나 조
직변화는 조직부문에서 나타나는 구조화(Giddens, 1979) 과정의 산물이며 구조화
된 조직부문들은 제도적 동형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동형화는 두 가지 종류의 압력에 의해 형성된다. 첫째는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선택과

도태의

압력에

직면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적

동형화’(competitive

isomorphism)이고, 둘째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들간 적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의 압력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경쟁적 동형화이론은 Hawley(1968)에 의해 최초로 조직에 적용된 이후
Hannan and Freeman(1977)에 의해 경쟁이론(competition theory)과 적소이론
(niche theory)을 통하여 더욱 확장되었다. 경쟁이론은 시장경쟁에서 최적화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가 이루어지는 데, 부적합한 형태는 조직군에서 도태
(selection)되며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는 최적화를 학습하고 조직행동을 최적화로
조정(adaptive learning)한다는 이론이다. 또한 적소이론은 균형상태에 있는 사회조
직들은 자원환경의 특징에 전문화하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적소
폭에 따라 전문화된 조직(specialized organizations)과 일반화된 조직(generalized
organizations)으로 분류하고,3) 안정되고 확실한 환경 하에서는 전문화된 조직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는 일반화된 조직을 찾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DiMaggio and Powell(1983)은, 이러한 경쟁적 동형화이론은 조직혁신
의 초기과정 등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현대조직세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는 것을 지적하고 ‘제도적 동형화’를 주장한다. 즉 조직은 다른 조직들과 함께 자
원과 소비자에 대해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적합성(social fitness)을 위하여 정치권력과 제도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경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동형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하여 작
3) 전문화(specialism)는 한정된 범위의 자원을 이용(좁은 적소)하며 안정되고 확실한 환경을
선호하며, 일반화(generalism)은 광범위한 환경자원을 이용(넓은 적소)하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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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이다. 강압적 동형화는 정치적 영
향력, 정당성 문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어떤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
과 그 조직이 기능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의한 공식적인 압력의 결과로
동형화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구가 합리화될수록 사회영역의 전반에 대
한 지배를 확대하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는 점차 국가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제도화된 규칙을 반영하게 되고(Meyer and Rowan, 1983), 어떠한 조직이 다른 조
직에 대하여 자원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자원을 의존하는 조직은 자원을 공급하
는 조직과 유사해지며, 정부의 지침이나 규제, 국가의 법률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한다.
둘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적인 대응에서 결과되는 모방적 동형화로서 모
방의 과정(mimetic processes)은 환경이 불확실한 경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조직이 그들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조직을 모방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조
직환경이 불확실할 때, 조직은 다른 조직의 유형이나 업무수행방식을 따르는 경우
가 많으며, 경제성을 고려할 때 모방의 이득은 크다. 특히 조직이 모호한 원인과
불분명한 해결책에 직면한 경우에 모방은 적은 비용으로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Cyert and March, 1963).
셋째는 문화와 연관되는 규범적 압력(normative pressures)은 전문화에 기인
하는 규범적 요인이다. 전문화과정은 직업구성원이 그들의 작업조건과 방법을 규
정하고 생산방식을 통제하는, 그리고 직업자율성에 대한 정당성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집합적인 투쟁과정으로 이해된다(Larson, 1977; Collins, 1979). 전문화의
동형화 원인으로 대학교육 등의 공식교육과 정당화 측면, 그리고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문단체망의 성장과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요인을 기반으로
인력충원(filtering of personal)은 규범적 동형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인력충원의 기준이 비슷한 결과 조직의 신입, 전문직, 최고경영진 등은 비슷한 시
각으로 문제를 보며, 정책결정, 업무수행, 조직구조의 설계에서 규범적(normative)
이며, 정당화된 것을 공통적으로 수용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의사결정도 유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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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은 조직과 조직 사이의 관련이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자원을 지원받는 기업은 자원을 제공하는 조직과 유사해지며, 조직의 목표와 수단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모호하면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조직을 추종하게 된다.
또한 채용에 있어서 학력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경영자층 등이 다른 여러 전
문단체와 협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타조직과의 유사성은 높아지게 된다.
제도적 동형화의 결과로서 내부적인 조직효율성(organizational efficiency)이 증대
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 소속된 조직부문에서 다른 조직들과 유사성을 갖게 됨
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이나

혜택의 결과로서

조직의 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이 증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제도주의의 동형화이론에 대하여 최근 사례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연구는 동형화 주장과 부합하기도 있지만, 반대의 경
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사례연구로서 Meyer et al(1997)
은 동형화 사례를 제시한 반면, Guillén(2001)은 차별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Meyer et al.(1997)은 2차대전이후 등장한 국민국가(nation-state)의 많은 특징
들은 문화적․연합적 세계화과정을 통하여 구성되고 전파된 세계적인 유형에 기
원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동형화되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욱 획일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들간 자원,
전통, 의식, 지역경제력, 권력관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
된 세계의 제도적 문화적 질서의 압력에 의해 많은 국민국가들의 구조와 정책은
동형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형화사례는 Meyer et al.(1997)
이외에도 표준화된 교과과정으로 조직화된 교육체제에 관한 연구(Meyer et al.,
1992), 공식적으로 평등화된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Ramirez and Weiss,
1979), 환경정책의 팽창(Frank, 1997), 개발지향적 경제정책(Hall, 1989; Finnemore
1996) 등 많이 있다.
그러나 Guillén(2001)은 1950∼99년간 한국, 아르헨티나, 스페인의 구조적 변화
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업단위 뿐만 아니라 산업단위에서도 경제적 행위와 조직적
형태는 당황스러울 만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까지 3국은 외국무역과 투자로부터 국내제조업체 보호정책, 기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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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과 정부소유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였으나, 경제개발
이 본격화되고 세계화(globalization)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정치학적 제도와 정
부정책간에 상호작용한 결과 다양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재벌
과 수출 및 해외투자 증가 중심의 한결같은 민족주의를, 아르헨티나는 그룹중심의
세계화와 애증관계를, 스페인은 노동자 소유의 조합과 중소기업 중심의 실용적인
참여를 보이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경제개발과 세계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사용한 Guillén(2001)의
분석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궤도(trajectory)로 다양화되게 된 배경으로는 ① 부
존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과 같이 변경할 수 없는 요인 ② 국제관계에서의 제약요
인과 기회요인 ③ 이념, 전통, 문화규범, 국내정치, 국가구조 등 사회정치적 측면을
들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 하에서 각국의 정부, 기업, 노동조합의 행동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다양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Meyer et al.(1997)의 동형화 사례와 Guillén(2001)의 차별화 사례가 다르게 나
타난 것은 분석단위의 차이점 때문이다.4) Meyer et al.(1997)와 Meyer and
Hannan(1979)은 시민권, 인권, 사회경제발전정도, 교육 등 추상적인 지표를 사용하
여 합리화된 국가구조와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과 또는 구조적인 유사성
이 증가되는 현상으로서 동형화를 주장한 반면, Guillén(2001)은 GDP 대비 수출총
액, GDP 대비 자본유입량 등의 거시지표를 사용하여 산업단위 또는 기업단위로
분석하여 국가간 또는 동일한 국가 내의 폭넓은 차별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3. 탈제도화
변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된다(Scott, 2001). 하나는
신제도주의자들의 주장으로서 “제도는 안정과 질서의 원천이기 때문에 변화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변화는 새로운 제도의 등장이거나 새로
4) Guillén(2001), 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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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조직 또는 관행을 채택하도록 작용하는 압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지금까지 변
화에 대한 시각은 제도의 구성과 변화의 수렴과정만을 강조하는, 새로운 요소의
형성과 기존 형태의 확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현존하는 형태의 탈제도화 또는 새로운 제도에 의한
대체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제도주의자들이 구조화에만
관심을 갖고 탈구조화(destructuration) 또는 재구조화(restructuration) 과정을 무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Oliver(1992)는 “현존하는 제도화된 조직의 활동 또는 관행이
쇠퇴(erosion)하거나 단절(discontinuity)되는 현상,” 즉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기존에는 규제 완화, 규범 또는 의무감의 약화라고 인식되던
것을, Oliver(1992)는 기능적, 정치적, 사회적 압력과 엔트로피(entropy) 압력, 관성
의(inertial) 압력 등 다섯 가지 압력에 의하여 탈제도화현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규
정지었다.

탈제도화의 압력

<그림 2-2>
정치적 압력

엔트로피 압력

⇩
기능적 압력

⇨

점진적 소실
또는 폐기

⇨

탈제도화

⇨

점진적 쇠퇴
또는 단절

⇧
사회적 압력

관성의 압력

자료 : Oliver(1992)

여기서 정치적 압력(political pressures)은 현존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가 약화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제도화된 관행의 유용성(utility) 또는 정당성
(legitimacy)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때 쇠퇴 또는 대체의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기능적 압력(functional or technical pressures)은 제도화된 관행으로는 만
족할 만한 경영성과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으로, 제도화된 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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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s)은 조직의 차별화(differentiation) 또는 일치하지 않는 이질적인 신뢰와
관행이 존재할 때, 조직내 또는 조직환경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거나 현재의 권력
분포가 변화될 때, 전통유지의 도구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을 때 현존하는 제도
적 관행이 약화되거나 단절되는 현상이다.
또한 조직 고유의 특성으로 관성(inertial qualities)과 엔트로피(entropy)의 성
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체제는 안정성보다는 엔트로피의 특징을 갖고 있
으며 조직은 탈조직(disorganization) 또는 점진적인 쇠퇴(erosion) 경향을 보인다
고 Zucker(1988)는 주장한다. 따라서 조직의 엔트로피 성향은 제도환경의 점진적
인 쇠퇴 또는 붕괴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관성은 제도화
된 가치와 활동이 쇠퇴 또는 변화에 저항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Tushman and
Romanelli(1985) 등 다수의 논문에서 조직은 구조적인 관성과 현상유지 경향을 보
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성의 경향은 탈제도화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시키
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은 탈제도화에 대한 연구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쇠퇴현상에 대한 연구
(Geertz, 1971), 1980년대 대기업의 쇠퇴와 몰락에 대한 연구(Davis et al., 1994),
출판업계의 마케팅 유통에 의한 편집실 폐지에 관한 연구(Thornton, 1995), 노르
웨이 어업을 지배하는 위임판매조직의 발달과 몰락(Holm, 1995), 라디오방송국의
방송비율 변화에 대한 연구(Greve, 1995), 미국 교육기관에서 종신제도(tenure
systems)의 쇠퇴에 대한 연구(Tolbert and Sine, 1999) 등 이 있을 뿐 아직은 많
지 않다.
1980년대 대기업(conglomerate firm)의 쇠퇴와 몰락에 대한 연구에서 Davis
et al.(1994)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까지 유행하였던 비관련부문으로의 기업
확충은 포트폴리오 차원(firm-as-portfolio model)에서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 이
후 독점금지체제가 붕괴되고 적대적 인수로부터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이 등장하면서 탈결합화(deconglomeration)가 미국 산업계를 재구조화하였고 기업
전문화로 회귀하였다(Bhagat et al., 1990)는 것을 탈제도화의 사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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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안적 제도화
제도분석에 있어서 네 가지 패러다임(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담론적 제도주의)이외에 대안적 제도화, 즉 '제2의 운동(a
second movement)'이 최근 도입되고 있다. ‘제2의 운동’이란 패러다임간 이론적 상
호교류(cross-fertilization), 국가간 교류(rapprochement), 통합(integration)을 위한
가능성을 개척하기 위하여 패러다임간 건설적인 변화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Campbell and Pedersen, 2001).
‘제2의 운동’이 전개되게 된 배경은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존 패러
다임은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북미와 서유럽의 보
수주의 정부 등장, 남미의 안정화정책,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체제 붕괴와
시장경제 도입 등에 기인하여 시장의 탈규제, 국가의 탈중앙집권화 및 경제개입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전개되었다(Albert, 1993; Lash and Urry, 1987;
Przeworski, 1995).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투자의 변동성, 부채위기,
실업자문제, 국제경쟁, 비용 상승 등 정치․경제적인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
러한 변화의 물결은 제도의 변화를 촉발(trigger)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3>

신제도주의 변화의 모델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화적 변화
촉발 ⇩

환경의 제약요인
- 정치적 경제적 제도
- 담론수준의 제도
- 부존자원

조정
⇨

변화메커니즘
- 투쟁, 흥정, 협상
- 모방(동질화), 전환(이질화)
- 실험과 학습

결정 ⇩
적절한 침투와
신자유주의의 제도화
자료 : Campbell and Pederse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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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적․경제적 제도, 담론 수준의 제도, 부존자원 등 역사적으로 주어진
환경의 다양성은 변화과정을 조정(mediate)하여 새로운 변화메커니즘을 등장하게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투쟁(struggle), 흥정(bargaining), 협상(negotiation)
의 과정을 거쳐 다른 조직들의 제도를 모방(imitating)하거나 나름대로의 유일한
방법으로 전환(translate)한 제도를 채택하여 제도화되었다.
제도분석에 있어서 ‘제2의 운동’은 ‘코끼리 우화’(parable of the elephant)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적 정치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다양한 요인들을 동원하여 변화과정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제도분석에 있어서 ‘제2의 운동’을 전개하는 전략은 우선 범위를 구체화
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패러다임과 연계(link)하여야 하고, 다른 패러다임의 시각을
혼합(blend)하여야 하며, 모든 패러다임에 핵심이 되는 분석문제를 확인(identify)
하고, 패러다임의 요소들을 다른 패러다임에 포함(subsume)시켜야 한다(Campbell
and Peders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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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대상 은행

3.1. 정부계 은행의 정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2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5)에 따르면, 현재
683개의 정부계 금융기관(SOFI: State Owned Financial Institution)이 존재한다.
여기서 ‘정부계 금융기관(SOFI)’이란 정부(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혹은 기타
선출직 기관) 또는 정부기관이 지배주주로 있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
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을 지칭하며 상업은행, 전문은행, 개발은행, 비은행은
행,6) 보험회사, 보증회사, 투자회사, 연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정부계 금융기관 중에서 ‘정부계 은행’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경제주체(중소기업,
기능공, 영세상인)를 위하여 농업, 무역, 저축 진흥, 주택 금융, 법원 공탁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계 은행 중에서 개발은행은 사회간접자본, 경제발전, 저
소득층 주택건설 지원, 국제 무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은 의료보험 기금이나
퇴직 연금을 관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계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World Bank의 정부계 은행 연구에 따르면, 정부계 은행의 설립목적은 국가별
다양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달리 변화되어 왔다.7) 정부계 은행의 설립목적은 다음
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본주의 도입 초기 민간 상업은행들의
과도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정부계 은행으로 전환한 사례다.
예를 들어 부유층과 권력층이 개인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1832년 미
국의 Second Bank의 은행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1969년 인도의 은행은 대규모
5) IMF Survey of Supervis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Financial Sector, April
2004
6) “은행”(bank)은 예수금 수입과 대출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므로 “비은행
은행” (Non-bank bank)은 예수금 수입 또는 대출업무 중 어느 하나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7) Hanson(2003), Public Sector Banks and their Transformation,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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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힘을 축소하고 대출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화를 하였으며,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유화사례는 식민지 시절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은
행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82년 멕시코 정부는 페소화의 평가절하 책임을 물어
은행을 국유화한 바 있다.
둘째,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전략산업의 육성 또는
개발을 위해 정부계 은행을 설립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경우이다. 주로 계획
경제방식이나 사회주의경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이 채택한 전략8)으로 인도와 동아
시아, 동유럽 국가들의 정부계 은행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계 은행
을 설립한 경우이다. 장기산업자금, 영농자금, 중소기업, 주택자금, 무역자금 등을
지원하여 시장실패를 방지한 사례로서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 대다수 개발도상국
에서 개발은행이나 주택은행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실제로 World Bank가 1950년
부터 1984년까지 집행한 350건의 개발은행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부계
개발은행들을 경유하여 민간에게 지원되었다.
넷째, 일부 국가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민간은행을 국
유화한 사례이다. 헝가리, 체코, 멕시코, 우간다, 인도네시아, 한국 등의 경우 금융
위기 등으로 부실화된 민간은행을 인수하거나 민영화를 실패한 은행을 다시 국유
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2. 정부계 은행의 특성
정부계 은행은 정부기관이면서 일반적인 행정부처와는 다르며, 은행이면서 민간
은행과 다르고, 각국에 정부계 은행이 존재하지만 국별로 독특한 경제적․사회적
문화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계 은행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Gerschenkron(1962)은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공공은행이 대규모의 산업화와 장기대출을
위하여 은행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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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
인 반면, 공기업은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행정적․재정적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영목적에
서 나타난다. 사기업의 경영목적이 이윤극대화 또는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한다면,
공기업은 영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 큰 차이점은 손실책임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사기업의 손실발생은 기업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공기업의 손실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분담하
고 있다.9) 따라서 공기업인 정부계 은행의 경영목표는 이윤 극대화 또는 비용 최
소화에 있지 않고 독특한 설립목적의 충실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
부계 은행은 특수한 설립목적10)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주주인 정부로부터 매년 업
무를 지시받게 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정부계 은행으로서의 특성이다. 정부계 은행은 정부기관이라는 큰 범위
내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정부조직,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자기관)과
는 엄격히 구분된다. 설립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서 자기자본비율규
제(BIS비율)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민간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즉 소유
구조 등 조직관리는 엄격히 정부기관으로 통제를 받지만,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
등 영업활동은 시장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한국전력 등 독과점적 정부계 기업과
는 엄격하게 다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비중이 높은 정부계 은행일수록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셋째, 정부계 은행은 각국의 금융제도에 따라 조직유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각
국의 금융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금융거래 관행을 배
경으로 그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계 은행은 각국의 독특한 금융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계 은

9) 정부계 은행이 상업성 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보전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의 정부계 은행들의 손실은 정부 예산 또는
정부 보유채권으로 보전되고 있다.
10) 대다수의 정부계 은행들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거나 공적
자금관리,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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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라고 하더라도 설립목적이 다르며, 설사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형태는
다를 수 있다.

3.3. 정부계 은행의 존속에 대한 논란
정부계 은행이 탄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란이 바로 정부계 은
행의 존속필요성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 학계 및 정치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계 은행의 존속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크게 사회적 관점, 정치적 관점,
대리인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11)
첫째, 사회적 관점(Social View)은 1980년 Atkinson and Stiglitz(1980)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정부계 은행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
며 경제발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Stiglitz, 1993)는 주장이다.
둘째, 정치적 관점(Political View)은 Shleifer and Vishny(1994)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정부계 은행은 고용의 극대화 또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금융 제공 등 정
치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자
들에게 자원을 이전시키는, 의도적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효율
성을 증가시킨다(Shleifer, 1998)는 주장이다.
셋째, 대리인 관점(Agency View)은 Banerjee(1997), Hart․Shleifer․Vishny(1997)
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서 기본적으로 정부계 은행은 사회의 복지를 극대화시킨
다는 사회적 관점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동시에 부패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절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즉 정부의 관료제 때문에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은 정부계 은행의 경영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족을 초래한다
는 것으로, 정부계 은행의 궁극적인 효율성은 조직내부의 효율성과 자금할당의 효
율성간 상충관계(trade-off)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Tirole, 1994).
이와 같은 세 가지 견해이외에 수익성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정부계 은행의
11) Paola Sapienza(2002), What do state-owned firms maximize? Evidence from the
Italian banks, CEPR(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series
No.316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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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필요성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즉 정부계 은행들의 수익성 및 경영성과는 민
간은행보다 월등히 낮다는 지적이다.12) 그러나 정부계 은행은 ‘공적 임무 수행’이
라는, 수익성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계 은행의
기능축소 또는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정부계 은행의 고유 업무영역을 인정하
고 관리․감독의 투명성 보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는 주장(Sapienza, 2002)도 있다.13)

3.4. 연구대상 은행의 선정

1990년대 이후 정부계 은행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금융의
세계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통합화라는 큰 물결이외에도 1990년대 초 동유럽 국가
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1990년대 중반 남미와 아시아국가의 경제위기 발생,
199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의 등장 등은 각국 정부계 은행을 변화시키는 요인으

12) Moody's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Moody's의 신용평가는 세계 781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
는데, 그 중에서 122개 은행이 정부계로 분류된다. 781개 은행의 총자산은 2002년말 현재
43.3조달러이며 이중 122개 정부계 은행의 총자산은 6.25조달러로 14.5%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계 은행은 민간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

수익 창출력
순이자 마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평

균

표준편차

정부계 은행

민간은행

정부계 은행

민간은행

정부계 은행

민간은행

119
120
120
121

651
640
655
652

1.48
2.47
0.55
7.14

1.76
2.92
0.78
7.86

1.24
1.82
1.27
0.65

1.29
2.10
1.19
0.61

자료 : Special Comment, Moody's Investors Service, April 2004
13) IMF의 최근 연구에서도 ‘공적 임무 수행’을 무시하고 정부계 은행의 기능을 축소하거
나 민영화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므로 고유 업무영역을 인정하고 관리․감독의 투
명성 보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Fiechter and Kupiec (2004), Promoting the Effective Supervision of State-Owned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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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여 왔다. 동유럽 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국가보유 은행
들이 상업은행으로 전환되거나 합병 또는 폐쇄되는 기회가 되었고, 남미와 아시아
국가의 경제위기 발생은 기존 민간은행들의 국유화와 정상화 이후 민영화 추진의
기회가 된 반면, 기존 정부계 은행들도 민영화, 기능전환, 청산 또는 폐쇄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출현은 각국 금융감독이 하나의 기준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계 은행도 하나의 기준에 의해 기능이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로 인하여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정부계 은행의 효율적인 개
편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정부계 은행의 성격은 첫째, 설립당시부터 특수한 목적
을 부여받고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한 주요국 정부계 은행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
며14) 둘째, 경제개발 지원, 특수자금 관리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은행(specialized
banks)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변화유형을 연구하기 때문에 설립된 지 최소한
10년(2000년 기준)이 경과한 은행(즉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은행)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넷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계 은행의 설립은 국가별 정치적․경제
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정부계 은행만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
다고 판단되어 세계 20개국의 정부계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다섯째, 동일한
국가내의 정부계 은행의 변화유형을 고찰하기 위하여 특정국가에 한하여 여러 개
의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은행을 선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의 신용평가 대상은행(2002년) 781개 은행 중에서 정부계 은행 122개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 위에서 설명한 연구대상 정부계 은행의 성격에 부합한 32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둘째, The Banker(국제 월간지)에 게재15)된 세계 30대 개발은
행 중에서 국가간 개발은행(예; 세계은행)을 제외한 국가단위의 개발은행 18개를

14) 설립 당시부터 특수한 목적을 부여받은 정부계 은행이 아닌 사례는 많이 있다. 우리나
라에서 사례를 찾아보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정부의 공
적자금 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정부계 은행이 된 ‘제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서울은
행’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되며, 이들 은행들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15) The Banker, 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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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셋째, 세계은행의 세미나 자료 등 기타 문헌을 통하여 정부계 은행으
로 알려진 은행 5개(대만교통은행, 싱가포르 개발은행, 이탈리아 Sanpaolo은행, 키
프로스 개발은행, 이탈리아의 산업부흥공사)를 추가하였으며, 브라질의 구조조정
은행 등을 포함시켰다. 다만 1990년대 전후 체제 이행국(동구권, 중국 등)의 정부
계 은행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은행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이

렇게 선정된 은행 중에서 중복되는 은행을 제외하여 총 85개 은행을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정부계 은행

<표 3-1>
국가

개수

해 당 은 행

남아공화국

1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그리스

3

Agricultural Bank of Greece, ETBA, ETEBA

네덜란드

2

Bank Nederlandse Gemeenten, Nederlandse Waterschapsbank

대만

2

독일

19

멕시코

1

Mega Financial 그룹, Land Bank of Taiwan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KfW), Deutsche Postbank AG,
Bayerische Landesbank을 비롯한 Landesbank
Nacional Financiera

브라질

36

BNDES, BANACRE, BANAP 등

싱가포르

1

Th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온두라스

1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tion Economic

요르단

1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이탈리아

3

인도

2

일본

2

Sanpaolo IMI, Mediocrediti Centrale, IRI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of India,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Development Bank of Japan, Shoko Chukin Bank

캐나다

1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쿠웨이트

1

Kuwait Finance House

키프로스

1

Cyprus Development Bank

태국

1

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

프랑스

3

필리핀

3

한국

1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 BDPME, AFD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National
Bank,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Korea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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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론적 주장과 분석의 틀

4.1. 이론적 주장

4.1.1. 문제제기

제2장에서 기존 이론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변화요인과 변화형태를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Hawley(1968), Hannan and Freeman(1977) 등 조직생태론자들이 처음으로
조직의 동형화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술적 환경에 의하여 경쟁적 동형화 압력을 받
아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한 조직들은 동질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Meyer and Rowan(1977), Zucker(1977), Meyer and Scott(1983), DiMaggio
and Powell(1983), Scott(1987) 등 신제도주의자들은 기술적 환경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에 의하여 제도적 동형화 압력을 받아 동질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동형화 주장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동형화 사례를 검증하였지만,
아울러 차별화(다양화) 사례 또한 많이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Guillén(2001)은
①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과 같이 변경할 수 없는 요인 ② 국제관계에서의
제약요인과 기회요인 ③ 이념, 전통, 문화규범, 국내정치, 국가구조 등 사회정치적
요인 등과 같은 환경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각국의 정부, 기업, 노동조
합이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 차별화를 주장하고 있
다.16)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16) 유석춘(1997)은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Guillén과 같이
사회정치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유교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설명하면서
경제행위의 주체가 되는 기업조직의 제도적 특성이 동아시아 3국에서 공통점보다는 차별
성의 부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제도의 특징은 각각의 국가에 존재하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과 배태되어 있는 국가의 경제개입의 ‘차별성’ 때문이라고 주장하
고 있어 Guillén의 주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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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Oliver(1992)는 “현존하는 제도화된 조직의 활동 또는 관행이 쇠퇴하거나 단
절되는 현상”을 탈제도화로 정의를 내리면서 기능적, 정치적, 사회적 압력과 엔트
로피(entropy) 압력, 관성의(inertial) 압력 등 다섯 가지 압력에 의하여 탈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초기단계에서는 동형화로서 정태적인 형태를 갖
고 있지만, 점차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탈제도화로 분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4-1>
주요학자

기존 이론의 조직의 변화요인과 변화형태
변화요인

변화형태

Hawley, Hannan, 기술적 환경에 의한
Freeman

경쟁적 동형화 압력

Meyer, Scott,

제도적 환경에 의한

경쟁적 동형화

기회요인, 이념 등 사회

크기는 서로 다르다.
차별화, 다양화

정치적 요인

Dickmann, Tinsley 엔트로피, 관성의 압력

완전히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의

국제관계에서의 제약 및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은

제도적 동형화 -동일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받는

부존자원, 지정학적 요인,

Oliver, Davis,

제 점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DiMaggio, Powell 제도적 동형화 압력

Mauro F. Guillén

문

-기업들의 시장에서의 위치와 향후
전략에 따라 동질화 압력과 차별화
압력을 다르게 적용받는다.

탈제도화
차별화

-현재 영속하는 기업에만 적용가능
하고 도태된 기업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기존 이론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과정과 변화요인을 적
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조직생태론자의 경쟁적 동형화와 신제도주의자들의 제도적 동형화에서
조직은 기술적 환경 또는 제도적 환경 중 어느 하나만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완전히 배타
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Scott and Meyer(1983)는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직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동일한 업종은
동일한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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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일한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도 개별기업의 전략적 위치선정(positioning)에
따라 개별기업에 작용하는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
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Guillén(2001)은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동질화의 한계’(Limits of convergency)를 주장하고 국가간 또는 동일한 국
가 내에서도 조직형태의 폭 넓은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들은 복합
적인 압력을 받더라도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따라 동형화될 수
도 있고 차별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기술적 압력을 받는 기업들
은 상호 동형화될 가능성이 많지만, 다른 크기의 제도적 압력을 받는다면 동형화
가 아니라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동형화되기 위해서는 같은 크기의 기술적
압력과 같은 크기의 제도적 압력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Guillén(2001)은 개별기업의 능력(capability)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개별기업의 변화는 기업의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개별기업의 조직유
형은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 이외에 기업의 환경대처능력, 경영혁신능력, 독자
생존능력에 따라 기업의 생존여부와 조직유형의 차별화가 발생한다.
개별조직유형은 해당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개별기업의 능력(capability)에 따
라 결정될 뿐 아니라 정부계 은행의 경우에는 경제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어
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거시 경제환경)에 따라 국가별 동형화 또는 차별화가 발
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개별은행의 능력 차이와 정부의 상이한 정
책 적용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Oliver(1992)의 탈제도화는 영속기업(going-concern)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영속기업도 존재하지만 도태기업도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변화
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변화를 통하여 영속하는 기업을 분석할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도

동시에

분석하여야

하는데,

Oliver(1992)의 탈제도화는 도태기업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1) 주요국 정부계 은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2) 경제의 실물 및 금융 부문의 발전(기술적 환경)
과 정부계 은행의 변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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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어진 기술적 환경 하에서

정부의 정책 차이(제도적 환경)는 은행의 조직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주어졌다면 동일한 국가 내에서 개별은행간 차
별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개별은행의 능력차이 때문인가?” 라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부계 은행의 동형화 및 차별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4.1.2. 정부계 은행의 변화요인

정부계 은행은 설립당시부터 경제개발 지원 등 특수한 설립목적을 부여받고
정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거시경제 환경은 물론, 의사결정
권자인 정부(주인)의 정책방향, 대리인(개별은행)의 능력(capability) 등이 변화요인
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거시경제 환경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특히 실물부문
과 금융부문의 발전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은 해당은행의 설립목
적 달성여부 판단과 향후 진로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경제 환경은 기술적 환
경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제도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별은행의 능력은
기술적․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 요인

<표 4-2>

구

분

변 화 요 인
기술적 환경

조 직 의

제도적 환경

변화요인

변화요인의 주요내용
- 경제발전정도
(실물부문의 발전정도, 금융부문의 발전정도)
- 정부의 정책방향
(설립목적의 달성여부 판단, 향후 진로 결정)
- 기술적․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개별은행의 능력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과
해당은행의 규모 및 국민경제 기여도

파급효과 동질화 압력과 이질화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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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부계 은행의 기술적․제도적 환경 및 개별은행의 능력은 각국별
로 그리고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질화의 압력으로 작
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의 ‘크기’가 모두 같은 은행들 간
에는 동질화의 압력으로, 다른 크기의 압력을 받는 은행들 간에는 이질화의 압력
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 기술적 환경

일반적으로 경제는 실물자산(real assets)이 교환되는 영역(개인, 기업, 정부, 해
외부문)인 실물부문(real sector)과,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이 교환되는 영역인
금융부문(financial sector)으로 구분된다.17)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
하여 다양한 경제정책을 동원하게 되는데, 정부계 은행은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
또는 국제기구(IBRD 등)로부터 받은 대하자금 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 조달
한 자금을 정책적 성장분야에 우선적으로 공급․관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
립된다. 따라서 저발전 국가일수록 정부계 은행의 수요가 많으며 선진국일수록 정
부계 은행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좁은 의미에
서의 경제, 즉 실물부문(또는 실물경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
미에서의 경제, 즉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상 저발전 국가의 경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모두 낙후되어 있기 때문
에 정부는 정부계 은행을 설립하여 실물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pipe-line)을
부여함으로써 실물부문의 발전을 촉진(promotional role)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17) 국민경제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전학파 경제학으로부터 비롯된다.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양분하여 실물경제에서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나 재화간의 교환비율, 즉 상대가격체계가 결정되고 화폐경제에서는 절대
가격체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구분방식을 ‘고전학파의 이분법과 화폐
의 중립성’(classical dichotomy and neutrality of money)이라 한다. 실물부문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금융업 제외) 등과 같이 재화와 용역이 생산․지출․분배되는 경제활
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부문은 은행시장, (단기)화폐시장 및 증권시장(채권시
장, 주식시장) 등과 같이 실물부문의 화폐적 유통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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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상으로 실물부문이 발달되거나, 금융부문이 실물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정
부계 은행은 필요가 없게 된다.
세계 주요국을 분석해 볼 때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모두 발달된 국가가 있는
가 하면, 실물부문은 발달되어 있으나 금융부문은 미발달된 국가, 금융부문은 발달
되어 있으나 실물부문이 미발달된 국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모두 발달되지 않은
국가 등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별 상이한 거시
경제 환경요인은 자국의 정부계 은행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세계화(globalization) 분석이나 일반기업(비금융기업) 연구논문에서는
GDP대비 수출, 내국인과 외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비교(OFDI/IFDI), 자본시장
의 개방성, 정부 보조금, 세계 정보화지수(ISI) 등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
계 은행의 발전유형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의 양축인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계 은행의 변화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제도적 환경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요인은 제도적 환경, 즉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정부는 정
부계 은행의 주인으로서 정부계 은행의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경
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계 은행을 설립하기도 하고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정부계 은행의 ‘설립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고 정부계 은행을 계속 존속시킬 것
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 그리고 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
인가 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부계 은행은 최초 설립당시부터 특수한 목표를 부여받은 한시적인 조직이므로
정부계 은행이 설립목적을 달성하였느냐 달성하지 못하였느냐, 향후에도 수행하여
야 할 역할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정부계 은행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정부계 은행은 일정기간동안 존속하게 되면 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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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으로 인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이 때 존속여부의
잣대는 정부계 은행의 존속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문제로 귀착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설립목적의 달성여부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발달할수록 정부의 산업 및 금융정책은 시
장친화적이고 경쟁증진적으로 전환되므로 경쟁제한적인 정부계 은행의 존속 필요
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 설사 정부계 은행을 존속시키더라도 시장친화적인 형
태로 정부계 은행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저발달되어 있
을수록 정부는 경제운용에 많이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선
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사회주의
적 성향이 많은 국가 또는 독일과 일본과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많
은 국가는 경제가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계 은행을 민영화시키는 않는 경향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 개별은행의 능력

세 번째 중요한 변화요인은 개별 은행의 능력(capability)이다. 정부가 주인으로
서 정부계 은행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인 개별은행과 협의하게 된다. 평소 정부계 은행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충
실한 대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느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시장
상황과 조직의 역량,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능력 있는 대리인’으로
서 역량을 발휘하였느냐 그리고 해당 은행의 자본금․총자산 규모 및 국민경제에
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정부계 은행의 진로는 다를 수 있다. 정부계 은행이라는 주
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독자 생존할 수 있
는 능력을 구축하고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영성과가 좋을 뿐 아니라 국책에 순응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면, 정부로서도 정부계 은행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계 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 구
성원을 포함한 경영자(엘리트)들의 역량18)은 매우 중요하며 조직변화의 중요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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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소가 된다.
결국, 경제발전정도(기술적 환경)에 따라 큰 틀이 결정되고, 국가별 정책방향
(제도적 환경)에 따라 중간단계의 구도가 확정되며, 개별 정부계 은행의 능력이
세부적인 변화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4.1.3. 경제발전과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

가. 경제발전단계와 정부계 은행의 역할

경제발전과 금융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여
왔다. Robinson(1952)은 경제성장의 필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축되어진 장치가
금융시스템이므로 경제성장과 금융시스템의 상호 무관함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Schumpeter(1912)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고 기술혁신을 촉발하는, 은행
및 신용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Patrick(1966)은 경제 발전과 금융
발전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공급선도(supply-leading)형과 수요추종(demandfollowing)형으로 구분하여 상호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공급선도형은 금융
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요추종형은 실물경제의 발전에
18) 맑스주의자들과 전략적 상황이론과 자원의존론에서도 엘리트중심론을 전개하고 있다.
Baran and Sweezy(1966)는 맑스의 자본론을 계승․발전시켜 경쟁적 자본주의와 독점적
자본주의를 비교분석하면서 독점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소수의 경영자, 즉 엘리트의 의사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엘리트 중심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Katz(1975)는 일반직원들
은 표준적인 업무수행을 하지만 중요의사결정시 자본가․엘리트가 정책결정과정에 깊
이 참여하게 되고, 이들의 결정은 제도화되어 오랜 기간동안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즉 엘리트가 그들의 권력행사를 통하여 적정한 조직구조나 정책을 규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맑스주의자들의 엘리트중심론에 대하여 Barnouw(1966-70)는 초
기 방송산업에 대한 연구, Weinstein(1968)은 진보당에 대한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상황이론(Child, 1971)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
결정권자들이

전략적인

조직변화를

Pfeffer(1976)의 자원의존론은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Aldrich

and

조직의 외부요인들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리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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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하여 금융이 발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공급
선도적인 금융이 실물부문의 발전을 유도하고, 실물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금융
의 공급선도적 역할은 점차 쇠퇴해 가고 수요추종형 금융이 지배하게 된다는 주
장이다.
반면, 198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은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 또는 동시적 선도관계가 존재한다면서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은 국가는 단순한 형태의 금융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점차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복잡한 형태의 금융시스템으로 이행된다는 주장(Greenwood
and Jovanovic, 1990; King and Levine, 1993)이 있는가 하면, 금융의 기초가 미약
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질 수 있으므로
다른 변수들(거시경제 변수들의 안정성, 경제개방의 정도, 교육수준 등)이 건실하
더라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한 학자들(Berthelemy and Varoudakis, 1996)도 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을 종합할 때 저개발국가의 경우 금융을 활용하여(국내신용
확대기능) 실물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계 은행을 설립하며, 금융시
장이 충분히 발달된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루
어지므로19) 정부계 은행을 민영화시킨다는 것이 일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단계별 정부계 은행의 역할

<표 4-3>

구

금 융
부 문

분

실
저 발 달

물

부

문
발

달

발 달

정부계 은행
선별적 필요영역(Ⅲ)

정부계 은행
불필요 영역(Ⅰ)

저발달

정부계 은행
필요영역(Ⅳ)

정부계 은행
선별적 필요영역(Ⅱ)

19) 기존에는 은행들의 심사기능(monitoring과 screening)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통하여 자
원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논의되었지만, 최근에는 자본시장에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기능에 의한 심사와 자원배분, 가격결정이 이루
어지는 ‘자본시장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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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제발전단계별 정부계 은행의 역할은 <표 4-3>과 같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발전정도에 따라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물부문과 금융
부문이 모두 발달한 Ⅰ의 영역에 있는 국가의 정부계 은행들은 시장기능의 작동
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민간은행과 자본시장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계 은행은 민영
화 또는 다른 은행으로의 피합병을 추진하게 되고 정부는 단순히 시장조정자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정부가 경제에 깊이 개입하거
나 네덜란드 및 프랑스와 같이 특수목적 수행을 위하여 정부계 은행을 계속 존속
시키는 경우도 있다.
Ⅱ의 영역은 실물부문은 발달되어 있으나 금융부문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
은 영역이다. Ⅱ의 영역에 해당되는 국가는 실물부문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계 은행의 설립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정부계 은행을 민영화시
키고 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 등 금융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된
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성향에 따라 정부계 은행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시장실패
영역을 지원하는 정부의 특수목적을 수행하게 하거나, 상대적으로 미발달된 금융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계 은행의 기능을 상업은행 수준으로 확대
시켜 민간은행들과 경쟁시키고 민간은행들이 아직 개척하지 못한 첨단금융기법의
개척자로 활용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게 된다.20)
반면, Ⅲ의 영역은 금융부문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하였지만, 실물부문은 선진
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다. Ⅲ의 영역에 있는 국가는 금융부문의 국내신
용 창출이 충분하고 민간금융기관들이 시장기능에 의해 실물부문에 자금을 원활
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계 은행의
존속 필요성은 없다. 따라서 정부계 은행을 민영화시키거나 다른 은행에게 피합병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의 정책은 미래 성장동력산업 개척, 중소기업 육성,
20)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Junk

Bond

Market,

ABS,

CRC,

CD-REITS, Options 등 투자은행업무나 북한지역 개발 등 공공성이 있지만 리스크가
매우 크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영역에 시중은행이 활발하게 진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이와 같은 영역(marketable area)의 개척, 조성 및 확장(market
making)은 정부계 은행이 선구자적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국내 금융시장은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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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 수출 증대 등 실물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실물부문의 발전 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부계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계 은행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으로 실물지원기능을 이관시켜 계속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모두 발달하지 못한 Ⅳ의 영역은 실물경제의 발
전 촉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계 은행을 계속 존속시키거나 신설할
수도 있으며 기존 민간 상업은행을 정부계 은행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
개발국가의 특성상 정부계 은행의 경영이 투명성이 부족하여 부패정도가 심각하
거나 경영성과가 부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을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정부계 은행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일부 정부계 은행을 청산․폐쇄하거
나 정부 기구에 기능을 흡수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나. 경제발전경로와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

본 연구에서 경제발전단계의 구분은, 실물부문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금융
부문은 GDP 대비 국내신용의 비중(Domestic Credit/GDP)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존의 세계화 분석자료 또는 경제발전 논문에서는 수출(또는 수출입)/GDP,
외환거래규모/GDP, 해외직접투자규모 비교(OFDI/IFDI), 자본시장의 개방정도, 정
부 보조금, 세계 정보화지수(ISI) 등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물부문과 금융
부문과의 연관성이 많은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
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발전정도
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금융시장과 경제성장간 내생적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인당 GDP 증가율, 1인당 자본축적률, 생산성 증가율, 국내
총투자/GDP를 사용하고, 금융부문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유동부채/GDP,
M2/GDP, 예금은행 국내자산/(예금은행 자산+중앙은행 국내자산), 민간부문 민간신
용/총국내신용, 민간부문 국내신용/GDP를 사용하고 있다(King and Levin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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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논문(Goldsmith, 1969; Ghani, 1912)에서는 금융부문 지표로 금융중개자
산/GNP, 총금융자산/GDP, 민간신용/GDP 등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지표로서 ‘1인당 GDP’, 금융부문의 발전
지표로서 ‘국내신용(domestic credit)/GDP’21)을 사용하고자 한다. 민간신용을 사용
하지 않고 국내신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신용
정책이 분리되어 있지 못하여 정부신용과 민간신용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정부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정부신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신용과 정부신용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신
용’의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1인당 GDP는 통상 2만불 기준으로 선진국 여부를 구분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2만불을 기준으로 발전정도를 분류하고자 한다.22) 금융부문의 발전정도를 나타내
는 국내신용/GDP의 비율은 기존의 연구논문에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1.0을 기준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23) ‘국내신용
/GDP ≥ 1.0’이라는 것은 정부와 은행 및 민간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국내신용)한다는 것으로, 국외부문의 자금공급(국외신
용)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실물부문 투자 및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1) ‘국내신용’은 정부신용과 민간신용으로 구분된다(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004년 6월 참조). ‘민간신용’은 기업 및 가계에 공급된 자금의 규모를 말하며, ‘정부신
용’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공급된 자금의 규모를 말한다. 1990년대 이후 금융발
전을 은행부문과 주식시장부문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주식
시장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상장주식총액/GDP, 주식거래액/GDP, 주식거래
액/상장주식총액 등을 사용하고 은행부문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통화량, 국
내신용, 은행대출금 등을 사용하고 있다.
22) 2002년 기준으로 2만불을 돌파한 국가는 OECD 가입국 중 15개국에 불과하며 이들 국
가들은 일시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위기를 반복하여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으며 대부분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2만불을 달성하였다.
23)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본 연구의 기준치(1인당 GDP 2만불, 국내신용/GDP 1.0)는 절대
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국가는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으며,
어떤 국가는 기준치 전후의 수준에서 10년동안 머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점으로 ‘2만불 내외, 1.0 내외’로 판단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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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초점은 국가별 경제발전에 따른 정부계 은행의 변화과정 분석에 목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별 경제발전
은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 기술수준, 교육수준, 지도자의 능력, 제도 및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또
는 경제발전)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
서 경제성장요인으로 정치경제학적 측면, 즉 소유권 확립, 시장의 작동여부, 거시
경제정책의 안정성, 사회적 안전망, 기업경영방식 등 양질의 제도 여부를 강조하고
있다(Rodrik, 2003).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더욱 확
대되는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많으며, 개발도상국
이 ‘클럽수렴’(club convergence)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내 불가능
하고 ‘조건부 수렴’이 불가피하다(Galor, 1996).24)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발전경로는 <그림 4-1>과 같이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발전경로 ①은 ‘Ⅵ→(Ⅲ→)→Ⅰ’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물부문
과 금융부문이 균형발전 또는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선진국
의 수준(Ⅰ 영역)에 도달한 경로이며, ②는 ‘Ⅳ→Ⅱ→Ⅰ’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물부
문이 먼저 발전하여 금융부문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로를 말한다. ③은 ‘Ⅳ→Ⅱ’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물부문은 발전하였지만 금융부문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발전하여 Ⅱ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경로이며, ④는 ‘Ⅳ→Ⅲ’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물부문보다는 금융부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Ⅲ의 영역에 도달한 경로이며,
⑤는 ‘Ⅳ→Ⅲ→Ⅱ→Ⅲ→Ⅰ’ 또는 ‘Ⅳ→Ⅱ→Ⅲ→Ⅱ→Ⅰ’의 단계를 거치면서 Ⅰ의 영
역에 안착하기까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유형이다.

24) 199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수렴’)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 많
은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렴’은 절대적 수렴, 조건부 수렴, 클럽 수
렴으로 나뉘어진다. ‘절대적 수렴’이란 세계의 모든 국가의 국민소득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조건부 수렴’이란 각국의 다양한 조건(교육수준, 저축률 등)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클럽 수렴’이란 각국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유사한
조건을 갖춘 국가들간 수렴하는 현상(선진국들은 선진국의 성장경로로, 후진국은 후진
국의 성장경로로 수렴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수렴함정’이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기
술격차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 40 -

각국의 경제발전경로

<그림 4-1>

금 Ⅲ 영역
융
부
문

Ⅰ 영역
①
④
②

⑤

1.0
⑦
⑥

③

⑧

Ⅳ 영역

Ⅱ 영역
2만불

실물부문

주 : 국가별 경제발전경로는 <부록> 자료 참조.

경제발전경로 ⑥, ⑦, ⑧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모두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여
Ⅳ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태이다. 현재에도 Ⅳ의 영역
에서 머무르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브라질, 멕시코 등과 같이 성장과 후퇴를 반복
하는 국가(⑥)가 있는 반면, 한국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발전경로를 거치면서 1
인당 GDP 2,000∼15,000불 또는 국내신용/GDP 0.5∼1.0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⑦)
와, 1인당 GDP 2천불 미만 및 국내신용/GDP 0.5 미만의 절대빈국(⑧)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국가도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다양한 경제정책(산업정책, 금융정책)을
전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계 은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계 은
행들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모두 저발달되어 있는 시기에 설립되었다가, 1인당
GDP 2만불 또는 국내신용/GDP비율 1.0을 초과할 때 설립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정부계 은행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되고 정부는 자국의 정책방
향과 개별은행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계 은행의 적절한 발전유형
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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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개국을 대상으로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 시점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의 발전정도를 분석한 자료는 <그림 4-2>와 같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모두
발달한 Ⅰ의 영역에는 일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포함되며, 실물부문은 발달
되었지만 금융부문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된 Ⅱ의 영역에는 이탈리아, 싱가포르,
캐나다가 포함되며, 1인당 GDP가 2만불 미만이지만 국내신용/GDP의 비율이 1.0
을 초과하는 Ⅲ의 영역에는 대만, 그리스, 키프로스, 태국이 포함되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모두 발달되지 못한 Ⅳ의 영역에는 한국, 쿠웨이트, 요르단, 남아프리
카공화국, 인도,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온두라스가 포함된다. 많은 국가들의 정부
계 은행들이 1인당 GDP 2만불 또는 국내신용/GDP비율 1.0을 초과할 때 체제 변
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Ⅰ 영역의 일부 국가들과 같이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를 추진하지 않은 국가도 있었다.
<그림 4-2>

국가별 실물 및 금융부문의 발전정도

주 : ( )내는 각국의 정부계 은행들의 조직변화가 있었던 연도를 표시하며, ( )가
없는 국가는 2000년 이전에 2만불 또는 1.0을 초과하였지만 조직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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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정부계 은행이 설립되고 발전유형이 변화하게
되는데, 변화요인이 발생하는 시점은 1인당 GDP가 2만불 내외를 상회하거나 국내신용
/GDP 비율이 1.0을 상회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물론 Ⅳ의 영역에 있는 국가들의 정부
계 은행들이라고 해서 조직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며 Ⅰ의 영역에 있는 국가
들이라고 정부계 은행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가 정부계 은행을 변
화시키는 것은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변경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별은행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4.1.4. 정부계 은행의 변화유형: 차별적 동형화

정부계 은행은 경제발전단계라는 국가 단위의 거시적 경제환경에 의해 1차적
으로 영향을 받지만, 개별은행의 목적달성 여부와 향후 진로에 대한 주인(정부)의
판단에 따라 2차적으로 영향을 받고, 대리인(개별은행)의 능력에 따라 3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계 은행의 변화유형은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Ⅰ․Ⅱ․Ⅲ․Ⅳ 영역
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경제발전경로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가간 정부계 은행의 발전
유형이 차별화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정책방향(‘설립목적의 달성’과 ‘설립목적의
계속 수행’ 여부 판단 및 ‘향후 진로’ 결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동일한 국가 내
에서도 정부계 은행별로 발전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은 ‘개별은행의 능력’에 따른 것
이다.
일반적으로 Ⅰ의 영역에 속한 정부계 은행들은 설립목적을 달성한 경우로 분
류되므로 ‘민영화’ 또는 ‘타기관으로의 피합병’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 독일
과 같이 정부 개입이 많은 국가나, 네덜란드의 수리관리와 프랑스의 특수자금 관
리 등 국가별로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 정부계 은행을 존속(‘현 체제 유지형’)시
키면서 특수목적을 수행하게 하거나, ‘종합금융(그룹)화형’을 선택하여 점진적인 민
영화를 추진하거나, ‘기능분리형’을 선택하여 정부계 은행의 경영에 시장기능을 학
대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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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경제발전단계별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

정부계 은행 불필요 영역 (Ⅰ)

정부계 은행 선별적 필요영역(Ⅲ)

금

(A) 민영화형, 피합병형

(A) 민영화형, 피합병형

(B) 기능전환형, 종합금융(그룹)화형

(B)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분리형,
현 체제 유지형

융
부
문

정부계 은행 필요영역 (Ⅳ)

정부계 은행 선별적 필요영역 (Ⅱ)

(A) 민영화형 (성공가능성 적음)

(A) 민영화형, 피합병형

(B) 종합금융(그룹)화형, 현체제 유지형,

(B) 종합금융그룹화형, 현체제유지형

기능강화형, 기능전환형,
청산․폐쇄형

실

물

부

문

주 : (A)는 정부계 은행이 설립목적을 달성한 경우 변화유형이며, (B)는 정부계
은행이 설립목적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변화유형을 지칭함

Ⅱ의 영역에 속한 정부계 은행들은 실물부문이 발달되었으므로 설립목적을 달
성하였다고 판단하여 ‘민영화형’ 또는 ‘피합병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 취약한
민간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계 은행을 ‘종합금융(그룹)화형’을
추진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지배를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민간은행의 발전을 자극
하여 자국의 금융시장 발전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금융기관이 공
급하기 곤란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 체제 유지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Ⅲ의 영역에 속한 정부계 은행들은 자국의 금융시장이 발달되었다고 판단되어
민영화 또는 피합병시킬 수도 있지만, 실물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
기관(government agency)으로 기능을 전환(‘기능전환형’)하여 지속적으로 실물부
문의 취약한 분야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 정부계 은행의 국민경제적 기여
도를 감안하여 향후 민영화를 대비하여 ‘종합금융(그룹)화형’으로 육성할 수도 있
다.
Ⅳ의 영역에 속한 정부계 은행들은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실물부문 발전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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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기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입안자
들이 ‘민영화형’, ‘종합금융(그룹)화형’ 등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25)도 있으며 정

부계 은행들의 경영부진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청산․폐쇄시키는 경우
도 있다.
이와 같이 정부계 은행들은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정부의 정책성향, 개별은
행의 능력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민영화형,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강화형, 기능분리(Spin-off)형, 현 체제유지형, 피합병형, 기능전환형, 청산․폐
쇄형 등 8가지 유형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민영화형은 정부계 은행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재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비효율적 비용구조 개선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취급업무는 민간 상업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하며, 조직
형태는 은행의 특성에 맞게 지주회사형, 모자회사형 등을 선택하게 된다.
종합금융(그룹)화형은 기존의 개발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존속시키면서 설립
당시 업무영역이 매우 제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민간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
며, 금융이 발전된 국가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그룹으로 발전시키기도 한
다. 소유구조는 출범 초기 100% 정부 보유에서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되, 상당부
분을 여전히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능강화형은 설립 당시의 특수목적을 계속 수행하면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독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업무 취급을 지속적
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유형이다. 따라서 소유구조는 정부가 대주주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조직은 모자회사 형태로 자회사를 보유하게 된다.
반면, 기능분리(Spin-off)형은 자국의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여
전히 정부계 은행이 수행하여야 하는 특수업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정부계
은행의 공공부문과 상업부문을 분리하여 은행의 본체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25) 경제(실물 및 금융부문)가 발달하지 못한 Ⅳ 영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정부계 은행도
민영화시킬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Philippine National Bank의 경우
1996년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2002년 재 국유화를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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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서는 상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수용하는 발전유형
으로서 본체의 소유구조는 전액 정부출자이며, 자회사의 소유구조는 본체에서 지
분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4>

경제발전과 정부계 은행의 조직발전 유형

민영화형
Ⅰ,Ⅱ,Ⅲ,Ⅳ

Ⅰ 영역

(+)

종합금융(그룹)화형 (+)
설립목적 달성(A)
Ⅱ 영역

Ⅰ,Ⅱ,Ⅲ,Ⅳ
Ⅳ

Ⅰ,Ⅱ,Ⅲ

Ⅰ

Ⅲ 영역
설립목적 계속 수행(B)
Ⅳ 영역

Ⅰ,Ⅱ,Ⅳ

Ⅲ, Ⅳ

기능강화형

(+)

기능분리형
(Spin-off형)

(+)

현 체제 유지형

(0)

피합병형
(타 은행으로)

(0)

기능전환형
(Gov't Agency)

(-)

청산․폐쇄형

(-)

Ⅳ

기능전환형은 정부계 은행의 일반적인 금융업무는 중지시키고 특수업무는 정부
기관(government agency)으로 이관시키는 형태이다. 주로 수신기능(일반 예금)을
중지시키고 자금공급업무만 정부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되, 대출이 아니라 투자지출로
인식되어 민간 자금의 정치적 대출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살려
나가는 방법이다.26)
26) 또 다른 형태의 기능전환형으로 Narrow Bank를 들 수 있다. Narrow Bank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전액 정부 및 공공 부문으로 공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sovereign risk를 제외하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결제와
예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용성을 제공한다. 순수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 Irving Fischer, Milton Friedman, Tobin, Mishkin 등 다수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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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형은 설립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분을 다른 민간은행으로 매각
하거나 다른 정부계 은행으로 이관시키는 형태이며, 청산․폐쇄형은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청산․폐쇄하거나 타 기관으로 합병시
켜 버리는 형태로서 독자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금융시
스템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선택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민영화형,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강화형, 기능분리(Spin-off)형은 정부
계 은행의 기존 노하우를 계속 발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기능전환형, 청
산․폐쇄형은 기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로, 현 체제유지형
및 피합병형은 현상유지(0)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계 은행은 경제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발달정도, 설립목적의
달성여부, 정부의 정책방향, 개별은행의 능력 등에 의하여 동질화 압력과 이질화
압력을 상호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각국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
러나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은 제한적 다양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질화의 압력이 매우 강력하여 완전히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될 수도 있지만 금융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질화의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정부계 은행은 차별화를 보이되,
몇 가지 종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화를
보이는, ‘차별적 동형화(differential isomorphism)’를 이루게 된다.

4.2.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론의 동형화이론을 중심으로 ‘정부계 은행의 차별적
동형화’를 연구한다.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을 분석하되, 왜 주요국 정부계 은행들
은 제한된 숫자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중심으로 차별적 동형화 현상을 보이
는지, 경제발전과 정부계 은행의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별적 동형화 유형으로 변화되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자들과 World Bank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로 최근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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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틀

<그림 4-5>

<정부계 은행의 설립>
□ 소유구조 : 정부 전액출자
□ 업무영역 : 특수업무에 국한
□ 조직형태 : 자회사 없는 단일형태

동질화 및 이질화의 압력

1단계(기술적 환경) 경제발전경로별

경제발전정도(실물 및 금융부문의 발전정도)

2단계(제도적 환경)

국

정부의 정책방향 (설립목적 달성여부 및
향후 진로결정)

3단계(개별은행 능력)

각 은 행 별

가

별

환경변화 대응능력, 은행경영능력, 은행 규모
및 국민경제 기여도

차별적 동형화 (8개 유형)

민영화형

종합금융
기능강화형 기능분리형 피합병형
그룹화형

완전매각
정부
또는
소액주주
지분
소액주주

대주주

업무
상업업무
매우 다양 매우 다양
영역
보강
조 직 지주회사 지주회사
모자회사
형태 모자회사 모자회사

현 체제
청산 또는
기능전환형
유지형
폐쇄형

전액출자 타은행으로 전액출자 정부기구로 구조조정
업무․자산
전환
차원에서
특수업무
이관
추진
특수업무에
(자회사는
국한

다양한 업무)

모자회사

단일형태

앞서 정부계 은행의 차별적 동형화 요인과 변화유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
부계 은행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정부계 은행은 민간은행이나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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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를 뿐 아니라 비은행 정부계 기업과도 다르다. 이와 같은 정부계 은행의 특
성은 정부계 은행의 차별적 동형화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계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국의 정부계 은행을 유형
별로 분석한다. 각국 정부계 은행들은 초창기에는 대부분 정부의 전액출자 형태의
소유구조를 갖고 있으며, 업무영역은 특수영역으로 국한되고, 조직형태는 자회사가
없는 단일형태로 출발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존속하게 되면 국가별 상이한 정치․경제환경 하에서 서로
다른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역할과 조직이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먼저 1단계로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동질화 압력과 이질화 압력을 받아 주요
국 정부계 은행들은 동형화 또는 차별화가 된다.
주어진 거시경제 환경, 즉 동일한 경제발전경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별 제도적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또 다른 동형화 압력과 이질화 압력을 받아
각국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제2단계의 동형화 또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제3단계로 각국의 정부계 은행은 동일한 국가 내에 존재하더라도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때 작용하는 제3의 압력이 바로 개별 정부계은행의
능력이다. 환경변화 대응능력, 경영혁신능력, 신상품개발능력 등 경영자와 일반직
원들의 능력에 따라 청산․폐쇄될 수도 있는가 하면, 민영화될 수도 있으며, 종합
금융그룹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은 제1∼3단계의 동질화 압력과 이질화 압
력을 받아 '차별적 동형화'(differential isomorphism)현상을 보이게 된다. ‘차별적
동형화’는 신제도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경쟁적 동형화’와 ‘제도적 동형화’를 모
두 적용받게 되지만, Guillén(2001)의 주장과 같이 각국의 특성이 반영되어 ‘차별
화’를 받게 될 뿐 아니라 개별 은행의 능력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구체적인 발전유
형이 결정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동형화’ 현상은 조직생태론자, 신제도주의자, 역사적 제도주의자의 주장
과는 다르다. 조직생태론자의 ‘경쟁적’ 동형화는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기제이므로 기업과 기업외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iMaggio and Powell(1983) 등 신제도주의자들의 ‘제도적’ 동형화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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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외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로서 적실성이 매우 크며 학교조직이나 정부
조직 등과 같이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거나 제도적인 정통성을 추구하는 조직에
매우 적합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계 은행은 국가별
상이한 정치․경제환경 하에서 일정기간 존속하면서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에 의
하여 역할과 체제의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설명하
지 못한다.
Guillén(2001)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별 차별화를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개별은행의 능력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동질화되지 않고
차별화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계 은행이 차별적 동형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
석하면서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기
존의 비슷한 주제를 연구한 논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사회학과 금융부문의 접목을 시도하여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은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차별적 동형화’를 초래하는 요인, 즉 기
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 개별은행의 능력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각국의 정부계 은행들이 선택한 8가지 발전유형에 대하여 분류하고, 각각의 발전유
형에 대하여 심층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각국의 정부계 은행들은 제1∼3단계의 동질화 압력과 이질화 압력
을 받아 '차별적 동형화'(differential isomorphism)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개별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부계
은행의 설립목적, 특성,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를 연구․분석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한 다음, 정부계 은행들의 차별적 동
형화가 발생하게 된 조직환경을 분석하여 조직환경이 주요국 정부계 은행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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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국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은 각국
정부의 금융정책, 개별은행의 Annual Report와 인터넷 홈페이지, 세계은행의 연구
및 세미나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은
조직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며, 주요국 정부계 은행의 상이한 발전유형
을 비교함으로써 차별적 동형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환경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제발전정도는
IMF에서 발간하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을 활용하고자 한다.
설립목적 달성여부는 정부계 은행의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자본금 참
여비중을 통하여 측정하고, 정부의 간여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위스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활용하고자 한다. IMD 보고서는 세계 60개국의
경쟁력을 경제실적(Economic Performance),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기업의 효율성(Business Efficiency), 인프라(Infrastructure)의 4가지 측면에서 매
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효율성은 정부의 효율성 측정지표 중에서
국가효율성(State Efficiency)과 기업의 경쟁 및 규제(Competition and Regulation)
지표를 사용하여 양 지표의 합산으로 정부의 간여정도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은행의 능력(capability)은 개별은행의 경영지표(총자산규모, 자본금
규모), 국민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개별은행의 능력은
결국 경영지표를 통하여 나타나며 경영지표가 양호하고 규모가 큰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경제에의 기여도 분석
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각 은행의 재무제표를 얻기 위하여 각 은행의 Annual Report,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통계자료는 1960∼200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밖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950∼1959년의 자료와 2001∼
2003년의 자료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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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제발전경로와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

5.1. 경제발전경로별 변화요인 분석

5.1.1. 경제발전경로 ①

가. 기술적 환경 분석

본 절에서는 1인당 GDP와 국내신용/GDP의 지표를 사용하여 주요국 정부계
은행의 기술적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발전경로 ①은 ‘Ⅵ→(Ⅲ→)→Ⅰ’의 단
계를 거치면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균형발전 또는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발
전을 선도하면서 선진국의 수준(Ⅰ의 영역)에 도달한 경로이며, 해당되는 국가는
분석대상 국가 20개국 중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포함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만 ‘Ⅵ→Ⅰ’의 경로를 거쳤을 뿐 다른 국가들은 ‘Ⅵ→Ⅲ→Ⅰ’의 과정을 통하여
Ⅰ의 영역에 도달하였다.
일본경제는 통상적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를 고도성장기간
으로 분류되며 이 기간 중 연평균 10% 내외 성장하였다. 이후 석유파동, 버블경제의
붕괴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여 1970년대 중반∼1980년대까지 4% 내외,
1990년대에는 1∼2% 내외의 성장에 그쳤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플라자협정에
의한 엔고현상을 감안한 1인당 GDP는 오히려 1980년 중반이후 더욱 큰 폭의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부문은 은행과 산업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27)하여 ‘주
거래은행'(main bank)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은행 중심’ 및 ‘호송선단’형 금융체제가
정착되어 국내신용의 성장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버블
경제의 붕괴로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 금융기관
27) 일본의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Johns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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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경제발전경로 ①

금 Ⅲ 영역
융
부
문

Ⅰ 영역

1.0

Ⅳ 영역

Ⅱ 영역
2만불

실물부문

의 철수 등으로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불황을 경험하게 되자, 1996년 '일
본판 금융빅뱅'을 통하여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금순환구조의 재편'을 단행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시 15개이었던 정부계 금융기관은 1999년 10개로 감소하
게 되었다.28) 일본의 국내신용/GDP 비율이 기준치(1.0)를 상회한 시점은 1980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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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가 기준치(2만불)를 초과한 시점은 1980년대 후반인 것을 감안할 때, 늦어
도 1980년대 후반이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 발생 시점이었으나, 1996년이 되어서야
‘일본판 금융빅뱅’을 추진하였으며 1999년에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
였다.
독일의 경제발전경로와 정책은 일본과 유사하다. 2차대전 이후 독일 경제의 기초는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와 사회발전 원칙을 결합시킨 ‘사회시장경제체제’(social
market economy)29)이었으므로 경제 대국이면서도 정부의 개입이 많은 국가였다.
1950∼70년대 초반까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으로 연평균 6.0% 성장하였으나, 1970
년대 중반이후 안정성정 정책으로 전환하여 1∼3% 성장에 그쳤다. 이에 따라
1982년 기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장원리를 보다 강조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실물부문이 크게 발전하였다.
독일의 국내신용/GDP 비율은 1970년대 후반, 1인당 GDP는 1980년대 후반 기
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1980년대에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가 발생할 시점이었다.
그러나 주정부은행(Landesbank)을 비롯하여 공공은행 및 조합은행 등 유럽 최대
의 ‘은행과잉(overbank) 국가’30)로 분류될 만큼 은행들이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개혁도 지지부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독일 경제는 장기부진에 빠지고 주식시장의
거품도 붕괴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1990년대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독일의 은행산업구조는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주정부은행 등 정부계 은행에 대한
정부보증 폐지,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Basel Ⅱ), 민간신용 축소, 주정부은행의 통
폐합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금융제도는 기본적으로 겸업체제(universal
28) 1999년 일본정부의 정부계 금융기관의 통폐합은 국제협력은행(일본수출입은행 + 해외
경제협력기금), 일본정책투자은행(일본개발은행 + 북해도동북개발공고), 국민생활금융공
고(국민금융공고 + 환경위생금융공고), 중소기업종합사업단(중소기업사업단 + 중소기업
신용보험공고 + 섬유산업구조개선사업협회)이며, 그 밖의 정부계 금융기관으로는 상공조
합중앙금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주택금융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 沖繩
진흥개발금융공사이다.
29) Müller-Armach(1946)이 창안한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력(효율성)과 시장경제
의 성과로 나타난 사회적 진보(형평성)를 결합한 경제질서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30) 독일의 총 은행수는 2002년말 현재 2,365개(외국은행 지점 제외)로 프랑스 1,067개, 이
탈리아 814개, 스페인 281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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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달리 기능과 역할에서
큰 변화가 없다.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정부의 개입에 의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에너지, 교
통, 통신 중심으로 공기업부문이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1981년 미테랑 대통령 집
권으로 국유화정책 중심의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을 강화하여 1980년대 중반 성장
률은 크게 하락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저축증대를 통한 산업현대화로 통산산업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산업구조 개선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여 실물부문은 다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국내신용/GDP와 1인당 GDP 모두 1980년대 후반에 기준치를 상회하
였으므로 1990년대 초반에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가 발생할 시점이었으나, 실제
변화발생 시점은 1990년대 하반기부터다. 1997년 중소기업설비투자금융공사(CEPME)와
중소기업대출보증회사(SOFARIS)를 통합하여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개발은행
(BDPME)을 신설하였으며,31) 2001년 CDC의 공공부문과 민간상업부문을 분리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밖에 공정경쟁 개념을 중시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최소
화하고 정책금융기관 단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민간금융기관의 대출금 부담을 지원하거나 대출위험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
태로 변경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61년 경상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1986년 자본
시장 규제 완화, 1990년 은행과 보험회사간 업무영역구분 폐지 등을 추진하여
1993년부터 EU 역내 단일시장 출범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국내신용/GDP와 1인당 GDP 모두 1980년대 후반에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므로 1990년대 초반에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가 발생할 시점이었으나,
31) 프랑스의 공적 금융기관은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 예금공탁공사(CDC), 프랑스개
발청(AFD)을 포함하여 3개이다.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는 중소기업 전용 정책금융
기관으로 정부 54.53%, CDC 43.69%, AFD 1.78%의 소유구조를 갖는 지주회사이며, 예
금공탁공사(CDC)는 우체국과 저축금고 등에 예치된 우편저금 및 비과세저축 등을 공적
프로젝트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개발청(AFD)는 해외개발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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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수리관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2개 정부계 은행32)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제도적 환경 분석

정부계 은행의 제도적 환경은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크게 ‘설립목적 달성여부’
판단과 ‘향후 진로’ 결정이다. 정부계 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여부는 정부계 은행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최초 설립당시부터 특정목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정부 전액 출자은행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였
거나 달성할 필요가 없을 경우 존재의 정당성이 소멸되고 만다. 정부계 은행의 설
립목적 달성여부는 정부계 은행의 정부 지분 조정여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만약
정부계 은행이 목표달성을 하였다면, 정부로서는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제3자에게 매각(민영화)하게 된다.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일부만 매각하
고 최대주주로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 은행은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되므로 ‘설
립목적 계속 수행’ 은행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구조조정차원에서 정부계 은행
을 매각 또는 청산․폐쇄하는 경우에도 ‘설립목적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1 >
구 분
설립목적 달성

32)

‘설립목적 달성기준’에 따른 정부계 은행의 분류
국가

해 당 은 행

독

일

Deutsche Ausgleichsbank(DtA)

일

본

DBJ, Shoko Chukin Bank

설립목적

네덜란드

BNG, NWB

계속 수행

프 랑 스

CDC, BDPME, AFD

독

일

KfW, 다수의 Landesbank

Bank

Nederlandse

2개

정부계

은행은

Waterschapsbank N.V.(NWB)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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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eenten

N.V.(BNG),

Nederlandse

‘설립목적 달성기준’으로 경제발전경로 ①에 해당되는 국가를 분류하면, 피합병된
독일의 DtA를 제외한 정부계 은행들은 현재까지 모두 정부가 전액 지분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 계속 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계 은행의 ‘향후 진로’ 결정은 ‘정부의 개입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 기술적 환경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일본, 독일, 프랑
스 모두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국가로 분류된다. 스위스
IMD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분석의 ‘정부정책의 효율성’ 순위를 보더라도
‘정부의 개입정도’가 강한 국가로 분류된다.33)
‘정부의 개입정도’ 지표 현황

<표 5-2>

국

가

순
위
(60개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16위

30위

37위

독일
43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다. 개별은행의 능력

대부분의 정부계 은행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특정기업 또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시장실패영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이
때 정부계 은행이 단순히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임무만 수행하느냐 아니면 ‘능력
있는 대리인’으로서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은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
3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는 정부정책의 효율성은 다시 국가의 효율
성(State Efficiency)과 경쟁제약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국가가 효율적이고 경쟁제약
요소가 적을수록 정부계 은행에 대한 간섭이 상대적으로 없으며 국가가 비효율적이고
경쟁제약요소가 많을수록 정부계 은행에 대한 간여의 빈도와 정도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효율성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정부정책의 변화적응도, 투명성, 관료주의, 부
패정도 등 10개 항목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경쟁제약요소는 정부보조금의 비중과 성
격, 경쟁촉진법의 내용, 제품과 서비스의 기업활동 제약여부, 가격통제 등 9개 항목에 의
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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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양호하며 은행규모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개별은행의 능력을 측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금 및 총자산의 기준으로 세계 순위 및 국내 순위
를 비교함으로써 개별은행의 능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경제발전경로 ①
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계 은행들은 프랑스의 BDPME와 AFD, 독일의 Deutsche
Ausgleichsbank(DtA)와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를 제외하면, 대체로 규모
가 크고 자국 금융시장에서 ‘매우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경로① 소속 정부계 은행의 능력비교

<표 5-3>
국

가

정부계 은행

자본금

총자산

Development Bank of Japan(DBJ)

5(25)

8

Shoko Chukin Bank

9(90)

9

Bank Nederlandse Gemeenten

5(144)

4

Nederlandse Waterschapsbank

8(310)

7

7(52)

7

BDPME

-

-

AFD

-

-

9(75)

9

Deutsche Ausgleichsbank (DtA)

24(272)

22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22(261)

18

Bayerische Landesbank

4(50)

5

West LB AG

9(74)

8

Deutsche Postbank

14(128)

13

Landesbank Rheinland-Pfalz

17(204)

16

6(58)

7

15(131)

10

Japan

Netherlands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
France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KfW)

Germany

Landesbank Baden-Wurttemberg
Bankgesellschaft Berlin
주 : 국내은행의 순위이며 (

)내는 The Banker지에서 소개하는 세계순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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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경제발전경로 ②와 ③

가. 기술적 환경 분석

경제발전경로 ②는 ‘Ⅳ→Ⅱ→Ⅰ’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물부문이 먼저 발전하여
금융부문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로이지만 실제 해당되는 국가는 없으며, Ⅱ의 단계
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발전경로 ③(‘Ⅳ→Ⅱ’)의 유형은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 발
견할 수 있다.
캐나다는 서비스 산업이 GDP의 2/3이상 차지하고 무역비중이 GDP의 64%를
차지할 만큼 제조업의 기반이 약하고 지식집약적 산업구조와 고도의 개방경제체
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여 소기업 육성정책을 사용
하고 있다. 소기업의 육성정책은 소기업 성장에 적합하도록 소기업융자법(small
business loan act), 기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지역
경제개발청과 연방경제개발위원회(FedNor)를 통한 금융지원, 지역미래개발공사,
원주민기업국, 지역경제개발프로그램, 상업개발프로그램, 자원확보 협의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기업개발은행(BDBC)는 신규 창업한 소기업에서부터 중견
기업까지 일반대출, 운전자금, 벤처융자, 투자, 관광투자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국내신용/GDP 비율은 여전히 기준치
를 미달하고 있으나 1인당 GDP는 1980년대 후반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므로 1990
년대 초반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1995년 연방기업개발은행(Federal Business Development
Bank)을 현재의 기업개발은행(BDBC)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캐나다와 같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6,000여
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40%이상을 재수출하여 무역이 GDP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이라면 외자 주도에 의한 성장
으로 국내신용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개발 초기부터 정부 주도의 강력한 리더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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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경제발전경로 ②와 ③

금 Ⅲ 영역
융
부
문

Ⅰ 영역
②

1.0
③

Ⅱ 영역

Ⅳ 영역
2만불

실물부문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무부 산하 지주회사(Temasek Holdings)34)를 통하여
국내 주요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1986년 ‘싱가포르 경제 : 새로운 방향’이라는 산업
정책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산업과 화학산업 중심의 산업발
34) 테마섹 지주회사(Temasek Holdings)는 1974년 설립된 ‘국영투자회사’로서 정부가 주주
로 참여하고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테마섹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싱가포르 GDP의
13%,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시장 시가총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물류, 금융, 통
신, 인프라, 기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회사
는 Singapore Airlines, SingTel, DBS Bank, SMRT Corporation, Neptune Orient Lines,
Keppel Corporation, SembCorp Industries 등이 있으며 비상장 자회사로는 Singapore
Technologies, PSA Corporation, Singapore Power, Singapore Pools, Wildlife Reserves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미은행’ 및 ‘하나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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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략을 추진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Industry 21'의 정책을 통하여 첨단기
술 집약적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상호연계를 목표로 한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이
행을 추진하여 산업부문이 크게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금융산업은 외환시
장과 자본시장이 발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은행산업의 발전은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1인당 GDP는 1990년대 중반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국내신용/GDP 비
율은 여전히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싱가포르개발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1999년에는 은행 지배관행을 개선하
고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40%)을 철폐하는 등 금융산업 자유화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나. 제도적 환경 분석

경제발전경로 ③에 해당하는 국가의 제도적 환경 중에서 '설립목적 달성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하면, 캐나다의 기업개발은행은 국회 예산으로 운영되고 소유구조는
전액 정부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
히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2003년말 현재 정부 관련 보유지분은
69.65%이므로 ’설립목적 계속 수행‘으로 분류된다.
<표 5-4 >
구

분

경제발전경로 ③의 ‘설립목적 달성기준’
국

가

해 당 은 행

설립목적

캐 나 다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계속 수행

싱가포르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정부의 개입정도’를 살펴보면, 캐나다와 싱가포르 정부는
비교적 투명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정부계 은행의 존
재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대주주이지만,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스위
스 IMD의 국가경쟁력 분석에서도 총 60개국 중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정부
의 개입정도’가 약한 국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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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로 ③의 ‘정부의 개입정도’

<표 5-5>
국

가

순
위
(60개국)

캐나다

싱가포르

5 위

2 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다. 개별은행의 능력

경제발전경로 ③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계 은행들 중에서 싱가포르의 DBS는
국내에서 총자산 규모 1위, 자본금 규모 2위이며 자본금의 세계 순위도 87위에 해
당되는 만큼 ‘매우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BDC는 총자산 및
자본금 기준 10∼11위의 중상위로서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6>
국

경제발전경로③ 소속 정부계 은행의 능력비교

가

Canada

정부계 은행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Singapor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자본금

총자산

10(504)

11

2(87)

1

5.1.3. 경제발전경로 ④와 ⑤

가. 기술적 환경 분석

‘Ⅳ→Ⅲ’의 단계를 거치는 경제발전경로 ④는 금융부문이 먼저 발전하여 실물부
문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로로서 대만, 태국, 그리스, 키프로스가 해당된다. 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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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은 1950년대 수입대체 추진기, 1960년대 수출대체 추진기, 1970년대 중화
학공업 육성기, 1980년대 경제의 자유화 및 국제화 추진기 등을 거치면서 모범적
인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하였다. 대만 경제의 특징이라면 三民主意에 입각한 민생
및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과 ‘농업으로 공업을 배양하고 공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
는’ 농․공 병행발전 추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국내신용/GDP 비율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정
부계 은행의 변화시점은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1980년대 중반 과
도한 무역흑자로 인하여 통화팽창, 투기만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1985년 금리자
유화, 1987년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1996
년 이후 대만교통은행(Mega Financial 그룹으로 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상업은행이던 대만토지은행(Land Bank of Taiwan)을 1998년 연방정부 소유의 주
택, 농업, 토지정책을 수행하는 개발은행으로 전환한 것이 농․공 병행발전 추진전
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85년부터 국내신용/GDP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그리스의 경우 대표적인
개발은행이었던 Agricultural Bank of Greece을 1991년부터 종합금융업을 수행하는
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켰으며 2000년에는 상장을 추진하여 민영화를 시키고 있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1998년부터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국립산업개발투자은행(National Investment Bank for Industrial
Development; ETEBA)은 National Bank of Greece에 피합병시켰으며(2001년말),
그리스산업개발은행(Hellenic

Industrial

Development

Bank;

ETBA)는

P&K

Capital에 피합병시켜(2003년) 정부계 은행을 모두 민영화하였다.
1995년에 국내신용/GDP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태국의 산업금융공사(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는 2004년 태국군인은행(Thai Military Bank)에 피합
병시켰으며, 키프로스 개발은행(Cyprus Development Bank)은 1998년은 국제화를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2001년 상업은행의 면허를 허용하여 종합금융업무를 취
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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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로 ④와 ⑤

<그림 5-3>

금 Ⅲ 영역
융
부
문

Ⅰ 영역
④
⑤

1.0

Ⅱ 영역

Ⅳ 영역
2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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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부문

한편 경제발전경로 ⑤에 해당되는 이탈리아는 1975년 국내신용/GDP 비율이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GDP는 1990년에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한 후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였으나, 2002년부터 국내신용/GDP 비율과 1인당
GDP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Ⅱ와 Ⅲ의 영역을 반복하다 Ⅰ영역
으로 안착한 이탈리아는 1950년대 초반까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GDP의 20%)를
보유하였으나 그 후 국가 주도의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
라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나 여전히 지방 전통산업을 바탕으
로 한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35) 이탈리아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는 재정적자, 공공부채의 누적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신용의 확
대에 힘입어 국내신용(domestic credit)/GDP의 비율이 1.0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근간으로 한 상회하고 근처에 머물고 있어 경제발전단계로만으로는 정부계 은행
의 조직변경 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 만약 다른 조건이 양호하다면, 1990년대 초
반이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1인당 GDP가 2만불을 초과하자(1990년) 누적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1992년 ‘국영
기업체의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전환에 관한 법률’, 1993년 새로운 은행
법을 제정하여 은행 민영화 및 각종 제한적 규제 철폐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4∼97년 공기업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주식시장 개선 등 경제개혁이 원활히
진행되어 1994년 GDP의 12%에 불과하였던 증권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1998년
7월 45%로 크게 상승하였다.
대표적인 개발기관이었던 IRI(Is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estriale)는 1992
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여 2000년 6월 완전 민영화되
었다. 또한 기업투자은행(Mediocrediti Centra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은 1994년 주식회사 전환을 통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Sanpaolo IMI는
1994년 민영화를 추진하고 1998년에는 상업은행으로 전환하였다.

35) 1996년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비중(고용 기준)은 80.2%로서 세계 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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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적 환경 분석

경제발전경로 ④에 해당하는 국가의 제도적 환경 중에서 '설립목적 달성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였던 대만교통은행, 태국산업공사, 그리스농업은
행, 이탈리아의 IRI, Mediocrediti Centrale, Sanpaolo IMI 등과 피합병된 그리스의
ETBA, ETEBA 등이 ’설립목적 달성‘에 해당이 된다. 반면, 상업은행에서 정부계
은행으로 전환된 대만토지은행과 정부계 은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키프로스
개발은행은 ’설립목적 계속 수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발전경로 ④와 ⑤의 ‘설립목적 달성기준’

<표 5-7 >
구

분

국

가

해 당 은 행

대

만

Mega Financial 그룹

태

국

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

그리스

Agricultural Bank of Greece
ETBA(Hellenic Industrial Development Bank)
ETEBA(National Investment Bank for Industrial Development)

이탈리아

IRI (Is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estriale)
Mediocrediti Centrale(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Sanpaolo IMI

설립목적

키프로스

Cyprus Development Bank

계속 수행

대

Land Bank of Taiwan

설립목적
달성

<표 5-8>
국

주

만

경제발전경로 ④와 ⑤의 ‘정부의 개입정도’

가

대 만

태 국

그리스

키프로스

이탈리아

순 위
(60개국)

13 위

24 위

50 위

-

53 위

: 키프로스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국이 아님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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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정부의 개입정도’를 살펴보면, 대만과 태국이 정
부의 개입정도가 약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정부의 개입
이 많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이 2천불에 불과한 태
국이 실물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금융부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계 은행
을 과감하게 피합병시키는 것은 정부의 약한 개입정도를 대변해 주고 있다.

다. 개별은행의 능력

경제발전경로 ④와 ⑤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계 은행들 중에서 대만의 Land
Bank of Taiwan은 국내순위 3∼4위로서 ‘매우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Mega Financial도 ‘강한 능력’으로 분류된다. 그리스의 Agricultural Bank of
Greece, 이탈리아의 SanPaolo IMI, IRI도 ‘매우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으로 분류되며, 이탈리아의 Mediocrediti Centrale는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태국의 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와 그리스의 ETBA와 TEBA, 키
프로스의 Cyprus Development Bank는 ‘매우 약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발전경로 ④와 ⑤ 소속 정부계 은행의 능력비교

<표 5-9>
국

가

Taiwan
Thailand

정부계 은행

Cyprus

7(218)

12

Land Bank of Taiwan

4(197)

3

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

-

-

7(359)

5

ETBA

-

-

ETEBA

-

-

Cyprus Development Bank

-

-

13(210)

22

3(48)

3

-

-

Mediocrediti Centrale
Italy

총자산

Mega Financial

Agricultural Bank of Greece
Greece

자본금

SanPaolo IMI
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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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경제발전경로 ⑥

가. 기술적 환경 분석

경제발전경로 ⑥은 ‘Ⅳ’의 영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는 경
로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쿠웨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쿠웨이트의 1인당 GDP가 2만불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국내신용/GDP의 비율이
1.0을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석유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변동성이 많은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으로 별도의 특별한 금융정책을 동
원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도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크게 발달되지 않
은 상태에서 경기변동성이 매우 커 민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계
은행의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는 ‘자원의 보고’라고 일컬을 만큼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상당한
개발 잠재력을 가져 1968∼73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82년, 1987년, 1999년의 세 차례에 걸쳐 외채위기 또는 외환위기를 경
험한 국가이다. 브라질 경제의 문제점은 계층 및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고 대규모
지하경제구조와 공기업의 비중이 높으면서 인프라 미비, 과중한 조세 부담, 복잡한
규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1990년 ‘브라질
탈국가화프로그램(PND; Program Nacional DesestatizaҪấo)'에 의해 민영화를 추진
하고 1994년 ’레알플랜‘(Real Plan)36) 도입, 1995년 11월 ’금융부문 구조조정 프로
그램‘(PROER; Program of Incentives to the Restructuring and Strengthening of

36) 레알플랜은 인플레이션의 안정과 이를 통하여 경제 전반의 안정 추구, 시장기능 회복,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완화, 경제성장 회복 등에 목표를 두고, 첫 단계로 준화폐단위
(URV)를 도입하여 화폐가치를 달러에 연동시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화폐개혁을 통하여 준화폐단위를 Real이라는 화폐단위를 도입한 것을 말한다. 레알플랜
은 부실채권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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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로 ⑥

<그림 5-4>

금 Ⅲ 영역
융
부
문

Ⅰ 영역

1.0
⑥

Ⅱ 영역

Ⅳ 영역
2만불

실물부문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정부계은행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정책으로
1996년 8월 ’PROES‘(Program of incentives to the Reduction of the State-Level
Public Sector in the Bank Activity)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으로
정부계 은행은 청산 또는 폐지, 기능전환 등 다양한 조직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멕시코 또한 1982년과 1987년 외채위기, 1994년 페소화 위기를 거치면서 성장
과 후퇴를 반복한 사례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금융정책을 통하여 금융구
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정부계 은행인 Nacional Financiera는 중소기업 및 지역개
발을 지원하는 개발은행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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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적 환경 분석

경제발전경로 ⑥에 해당하는 국가의 제도적 환경 중에서 '설립목적 달성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하면, 모두 ’설립목적 계속 수행‘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의 일부 정부계
은행들이 1990년대 후반 민영화되었지만, 이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다한 정부계 은행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멕
시코의 경우에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정부계 은행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정부 소유의 상업은행들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쿠웨이트에서도 별다른
조직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계 은행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정부의 개입정도’를 IMD의 경쟁력
평가순위를 통하여 살펴보면, 브라질과 멕시코의 정부 개입정도는 매우 많은 국가
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약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표 5-10>

가

브라질

쿠웨이트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
위
(60개국)

49 위

-

56 위

25 위

국

주

경제발전경로 ⑥의 ‘정부의 개입정도’

: 쿠웨이트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국이 아님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다. 개별은행의 능력
경제발전경로 ⑥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계 은행들 중에서 Kuwait Finance
House와 브라질의 Banco do Brasil, Banco do Nordeste do Brasil, 멕시코의
Nacional Financiera,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은 각각 자국에서 순위가 높아 ‘매우 강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브라질의 다른 정부계 은행들은 ‘약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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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로 ⑥ 소속 정부계 은행의 능력비교

<표 5-11>
국

가

Kuwait
Brazil

정부계 은행

총자산

Kuwait Finance House

2(399)

2

Banco do Brasil

3(139)

1

12(684)

14

-

-

6(471)

3

2(320)

5

Banco do Nordeste do Brasil
다른 정부계 은행

Mexico

자본금

Nacional Financiera

SouthAfrica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5.1.5. 경제발전경로 ⑦과 ⑧

가. 기술적 환경 분석

경제발전경로 ⑦에 해당되는 국가는 한국, 인도, 요르단, 필리핀이다. 한국은
1997년 일시적인 외환위기를 경험한 것을 제외하면 성공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의 성장을 위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을 수행하여 한국의 경제는 실물부문 위주로 발전하였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부
실채권 축소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 각종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리스
크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외국자본에게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금
융부문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한 한국산
업은행(KDB)은 1954년 설립이후 경제발전단계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자금을 공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외환위기 직후
에는 외자조달을 통하여 한국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였으며 은행 중심의 기업구
조조정을 선도하여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1인당
GDP 및 국내신용/GDP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
물부문과 금융부문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정부계 은행의 변화시점에 도달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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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로 ⑦과 ⑧

<그림 5-5>

금 Ⅲ 영역
융
부
문

Ⅰ 영역

1.0
⑦
⑧

Ⅱ 영역

Ⅳ 영역
2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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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부문

요르단의 경제는 실물부문보다 금융부문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 해당
된다. 요르단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점진적인 경제성장에 두고 과
다한 통화량의 팽창을 억제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산업 육성에 주
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1인당 GDP가 1,000불이하의 저개발국으로 분류된다. 그러
나 금융부문은 18개 국내 은행이 600여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도 5
개 은행의 20개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걸프지역의 막대한 외화 유입으로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요르단 중앙은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과거 통제적 금융정
책에서 자율적 금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의 경제도 국내신용
/GDP 비율 및 1인당 GDP가 기준치를 크게 미달하고 있어 정부계 은행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경제발전경로 ⑧에 해당되는 국가는 온두라스이다. 1인당 GDP이 1,000불 이하
이면서 국내신용/GDP 비율도 0.5를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경제구조를 갖
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계 은행의 신설 등을 통한 경제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까
지 뚜렷한 경제 및 금융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발전경로 ⑦과 ⑧에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기술적 환경을 분
석할 때 정부계 은행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제도적 환경 분석

경제발전경로 ⑦과 ⑧에 해당하는 국가의 제도적 환경 중에서 '설립목적 달성기
준‘으로 국가를 분류하면, 대부분들의 정부계 은행들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소유하
고 있어 ‘설립목적 계속 수행’으로 분류된다. 다만, 인도의 2개 정부계 은행은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상업은행업무를 모두 허용
하여 ‘설립목적 달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Philippines National Bank은 1989년 민영화를 추진하여 1996년 정부계 은행에
서 민간은행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으나, 2002년 5월 정부의 유동성 지원과 함께 다
시 정부가 대주주로 전환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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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로 ⑦과 ⑧의 ‘설립목적 달성기준’

<표 5-12>
구

분

설립목적
달성

설립목적
계속 수행

국

가

해 당 은 행

인

도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한

국

한국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요 르 단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필 리 핀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National Bank

온두라스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tion Economic

경제발전경로 ⑦과 ⑧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정부의 개입정도’를 IMD의 경쟁
력 평가순위를 통하여 살펴보면, 필리핀은 전체 60개국 중에서 54위포 평가되어
정부의 개입정도가 ‘매우 강한 국가’로, 한국과 인도는 각각 41위와 25위로서 정부
의 개입정도가 ‘강한 국가’로, 요르단의 경우 27위로 ‘약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발전경로 ⑦과 ⑧의 ‘정부의 개입정도’

<표 5-13>

국

가

순 위
(60개국)
주

한

국

41 위

인

도

필리핀

요르단

온두라스

35 위

54 위

27 위

-

:온두라스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국이 아님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다. 개별은행의 능력
경제발전경로 ⑦과 ⑧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계 은행들 중에서 한국산업은행,
인도의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 of India, 필리핀의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Nation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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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의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온두라스의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tio는 자국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어 ‘매우 강한 능력’
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인도의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는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약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14>
국

가

Korea

경제발전경로 ⑦과 ⑧ 소속 정부계 은행의 능력비교
정부계 은행

자본금

총자산

Korea Development Bank

3(116)

4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 of India

2(267)

2

21위 밖

-

6(656)

6

5(655)

4

Philippine National Bank

4(584)

5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2(625)

2

상위권

-

India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Jordan

Honduras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tio

5.2. 발전유형 분류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은 기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 및 개별은행의 능력이 종
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먼저 제1단계로 경제발전경로에 따라 8가지의 경로
에 따라 동질화 압력과 이질화 압력을 받게 되고, 제2단계로 각국의 경제정책과
시장 개입정도에 따라 동형화 또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제3단계로
정부계 은행이 각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 구체적인 발전유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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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

<표 5-15>
구분

발전
경로

정부
개입

은행
능력

발전유형

DtA

①

－

－

피합병형(0)

Mediocrediti Centrale
Sanpaolo IMI
IRI

⑤

－－

＋
＋＋
＋＋

민영화형(+)
민영화형(+)
민영화형(+)

대만

Mega Financial

④

＋＋

＋＋

민영화형(+)

태국

Industrial Finance Corp.

④

＋

n.a.

피합병형(0)

Agricultural Bank
ETBA
ETEBA

④

－－

＋＋
n.a.
n.a.

민영화형(+)
피합병형(0)
피합병형(0)

인도

ICICI
IDBI

⑦

－

＋＋
n.a.

민영화형(+)
민영화형(+)

일본

DBJ
Shoko Chukin Bank

①

－

＋＋
현체제유지(0)
＋＋

BNG
NWB

①

＋＋

＋＋
현체제유지(0)
＋＋

①

＋

＋＋ 기능분리(+)
n.a. 현체제유지(0)
n.a. 현체제유지(0)
＋＋ 현체제유지(0)
＋＋ 종합금융(+)
＋＋ 기능분리(+)
＋
종합금융(+)

국가
독일

이탈리아

설립목적
달성

그리스

네덜란드

정 부 계 은 행

CDC
프 랑 스 BDPME
설립목적
AFD
계속수행

KfW
Bayerische LB
West LB
다수의 Landesbank

①

－

캐나다

BDBC

③

＋＋

＋

현체제유지(0)

싱가포르

DBS

③

＋＋

＋＋

종합금융(+)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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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전
경로

정부
개입

은행
능력

발전유형

Land Bank of Taiwan

④

＋＋

＋＋

기능전환(-)

키프로스 Cyprus Development Bank

④

n.a.

n.a.

종합금융(+)

국가
대만

정 부 계 은 행

한국

한국산업은행

⑦

－

＋＋

기능강화(+)

요르단

Housing Bank for Trade

⑦

＋

＋＋

종합금융(+)

＋＋

종합금융(+)

Development Bank of
필리핀

Land Bank of

⑦

－－

Philippine National
설립목적
계속수행

＋＋ 현체제유지(0)
＋＋

민영화(실패)
현체제유지(0)

온두라스 BCIE

⑧

n.a.

n.a.

쿠웨이트 Kuwait Finance House

⑥

n.a.

＋＋ 현체제유지(0)

브라질

Banco do Brisil

＋＋ 현체제유지(0)

BNDES를 포함 7개

n.a.

현체제유지(0)

n.a.

기능전환(-)

BANAP 포함 8개

n.a.

청산폐쇄(-)

BEA 포함 15개

n.a.

매 각(-)

BANACRE 포함 6개

⑥

－－

멕시코

Nacional Financiera

⑥

－－

＋＋ 현체제유지(0)

남아공

DBSA

⑥

＋

＋＋ 현체제유지(0)

주 : 1. 발전경로 ①∼⑧은 제4장에서 설명한 경제발전경로를 말함
2. 정부개입의 (＋＋)는 IMD 순위 1위∼15위, (＋)는 16위∼30위, (－)는 31위∼
45위, (－－)는 46위∼60위를 말함.
3. 은행능력은 자국에서의 최상위 (＋＋), 상위 (＋), 하위 (－), 최하위 (－－)를
표시

경제발전경로별 정부계 은행의 구체적인 발전유형을 살펴보면, 경제발전경로
①에 해당되는 국가는 1990년 전후 1인당 GDP와 국내신용/GDP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1990년대 초반 정부계 은행의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 실제 조사결과
일본은 1996년 ‘일본판 금융빅뱅’이 있었으며, 정부계 은행인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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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apan와 Shoko Chukin Bank는 1999년 정부계 은행간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실
제 조직의 기능과 형태는 ‘현 체제 유지형’에 속한다. 이는 경제가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시키지 않는 정부의 정책성향 때문이다. 실제 일본 정부의 개
입정도는 ‘강한(－)’ 것으로 IMD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1980년대에 조직변화가 발생한 은행은
없다. 이는 독일 정부의 개입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독일 특유의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체제로 인하여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겸업을 사실상 허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의 조직변화가 발생한 것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 유럽통합에 의한 유럽연합이 출범함에 따라 2002년 2월 독일 정부와 유럽연
합협의체의 협약에 따라 주정부은행을 개편하였기 때문이다. 자국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들은 ‘현 체제 유지형’ 또는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분리형’을
선택하고 있으나, 입지가 다소 약한 DtA는 중소기업 기능을 KfW에 이관하고 피
합병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국내신용/GDP 및 1인당 GDP의 기준치를 상
회하였으므로 1990년대 초반이 정부계 은행의 조직변화가 발생할 시점이었다. 그
러나 실제 정부계 은행인 CDC를 ‘기능분리형’으로 개편한 것은 2001년이었다. 이
는 프랑스 정부에서 CDC의 고유업무인 공적 자금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계 은행의 지위를 존속시키고 있었으나, 유럽연합 출범에
따라 2001년에 기능분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경제발전경로 및 정부의 개입정도, 개별은행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양호하여 민영화형이 유력하지만, ‘수리관리’라는 국가적 특수성으로 인하
여 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발전경로 ③에 해당되는 싱가포르는 1990년대 중반 1인당 GDP 2만불을
상회하여 1990년대 중반 조직변화가 예상되었는데, 실제 싱가포르개발은행의 지분
매각 및 종합금융그룹화 추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1999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반면, 캐나다는 경제발전경로, 정부의 시장개입정도, 개별은행
의 능력 모두 양호하여 민영화 또는 종합금융그룹화 등이 바람직하지만, 자국의
영세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과제 때문에 ‘현 체제 유지형’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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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로 ④에 해당되는 대만은 1인당 GDP가 아직 2만불에는 못 미치지
만, 1만불을 상회하였고 민간신용/GDP의 비율이 1.0을 상회하였으므로 정부계 은
행의 민영화형이 바람직하다. 실제 개발은행이었던 대만교통은행은 1996년부터 민
영화를 추진하여 1999년 완전민영화를 실현하고 2002년 Mega 금융지주회사로 재
탄생되었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농․공 병행 발전전략에 따라 대만교통은행의 민
영화의 대안으로서 1998년 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당시 상업은행이었던 대만토
지은행을 정부계 은행으로 전환시켰다.
태국의 개발은행인 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IFCT)는 경제발전정
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Thai Military Bank Public Company에 피합병된
것은 태국의 실물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금융부문의 발전정도를 감안한 정
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신용/GDP의 비율이 1.0을 상회한 것은
1990년 초반이었으나, 실물부문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다소 지연시킨 것으로 분
석된다.
그리스는 1990년대 들어 대형 정부계 은행인 Industrial Bank of Greece를 민
영화시키고, 소형인 ETBA와 ETEBA를 타금융기관으로 피합병시킨 것은 경제발
전경로와 일치한다. Cyprus Development Bank도 1998년 기능강화, 2001년 상업은
행으로 전환을 추진한 것은 경제발전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발전경로 ⑤에 해당되는 이탈리아는 1989년 IRI의 민영화 추진, 1994년
Sanpaolo IMI의 민영화 추진 및 Mediocrediti Centrale의 주식회사 전환 등이 이
루어져 경제발전경로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실물부문이 다소 불안하여 민영화 시
점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민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경로 ⑥에 해당되는 브라질의 경우 경제발전단계가 매우 낮아 정부계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잦은 경제불안과 정부계 은행의 경영난으로 정
부계 은행 및 민간 은행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상당수 정부계 은행을 청산․폐
쇄, 매각, 기능전환시킨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민간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지만, 대형 개발은행은
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국민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현 체제를 유지

- 79 -

하고 있다.
경제발전경로 ⑦에 해당되는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에는 경제발전경로상 정부
계 은행의 개편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성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개
편을 추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경제 현실을 무시하여 추
진한 정부계 은행(PNB)의 민영화는 몇 년 후 경영난으로 인하여 유동성을 지원하
면서 다시 국유화(2002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자국의 경제사정상 아직 민영화시점이 도달하지 않았지만, 은
행의 뛰어난 능력으로 기능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요르단의 정부는
자국의 1인당 GDP가 천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등 실물경제가 미약함에도 불구
하고 국내신용/GDP의 비율이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었다37)고 판단하고
정부계 은행을 1997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종합금융서비스체제를 구축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경제발전경로 ⑧에 해당되는 온두라스의 경우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의 미발달
로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7) 요르단의 국내신용/GDP의 비율은 1990년 일시적으로 1.0을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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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발전유형별 사례 분석
6.1. 민영화형

6.1.1. 대만 Mega 금융지주회사(성공사례)

대만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은 1907년 교통, 통신, 선박 등 주요사업
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28년 교통은행법이 제정되면서 공업, 광
업, 교통사업 등의 발전을 전담하는 특수은행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1975년 은행
법 개정과 함께 공업특화은행(specialized industrial bank)으로 지정되었고, 1979년
교통은행법 개정으로 국가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은행(development bank)으로 재편되어 공업, 교통, 공공사업 등의
개발을 중점 지원하였다.
정부계 은행으로서 개발은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대만교통은행은 1996년부터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당초 정부계 은행으로서의 설립목적을 완성하여
상업은행으로 변화하였다. 대만의 국내신용/GDP의 비율이 기준치를 1980년대 후
반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 정부의 금융정책은 적절하였다고 보여진다.
민영화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 대만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며 1999년 9월 완전
민영화를

실현하였다.

민영화 이후인

2002년

2월

국제증권회사(International

Securities Corporation)와 합병하면서 명칭을 CTB(Chiao Tung Bank)로 변경하였
으며, CTB금융지주회사(CTB Financial Holding Company)38)로 발전하였다. CTB
금융지주회사는 2002년 8월 Chung Hsing Bills Finance Corporation(CHBF),
Barits Securities Corporation(BS)을, 2002년 12월에는 Chung Kuo Insurance
Corporation(CKI),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ICBC)를 추가 합병하
여 명칭을 현재의 Mega Financial Holding Company(Mega FHC)로 변경하였다.

38) 대만에는 2001년 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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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사 및 국내 179개, 해외 24개의 지사를 포함하여 6개 자회사를 거느린
대형 금융지주회사로 성장하였다. Mega FHC는 합병과정에서 추가취득한 정부지
분을 현재 매각 중에 있으며, 2003년 3월 현재 지분구조는 정부 9.94%, 개발기금
(The Development Fund) 5.88%, 청화우체국(Chunghwa Post Co.) 4.88%, 타이완
은행(Bank of Taiwan) 2.56%로 되어 있다.
<그림 6-1>

Mega Financial Holding Company 조직도
Mega FHC
(순수지주회사)

BIS

CHBF

BS

ICBC

CTB

CKI

Mega FHC의 조직을 살펴보면, 순수지주회사인 Mega FHC의 산하에는
CTB(Chiao Tung Bank), International Securities Corporation, Chung Hsing Bills
Finance Corporation, Barits International Securities Corporation, Chung Kuo
Insurance Corpor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ICBC) 등 6개 자
회사와 15개 손자회사(Sub-subsidiary)를 보유하고 있다.

대만교통은행의

<표 6-1>

자금조달실적

(1998년중)

(단위 : NT$ billion, %)

연도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체신예금
재예치

무담보 채권

합계

금액

31,140

96,664

40,897

36,562

205,263

(비중)
(15.2)
(47.1)
자료 : Annual Report 1998년

(19.9)

(17.8)

(100.0)

대만교통은행이 1999년 완전 민영화 1년 전인 1998년 전체 자금조달실적을 살
펴보면, 총 조달금액 NT$ 205,263 billion은 요구불예금 NT$ 31,140 billion, 정기
예금 NT$ 96,664 billion, 체신금융 재예치 NT$ 40,897billion, 무담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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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debenture) NT$ 36,562bill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대만교통은행의 자
금조달은 전적으로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므로, 민영화의 가장 큰 장애물을 해결
하고 있는 상황이다.

6.1.2. 이탈리아 Sanpaolo IMI그룹(성공사례)

1931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IMI(Instituto
Mobiliare Italiano, 이탈리아 동산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이탈리아 특수금융기관의
중추적 은행으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중장기금융에 전문화한 소규모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점차 기능을 확대하여 공업설비자금을 위주로 공급하면
서 자회사들을 통해 다양한 금융 및 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
투자은행업무, 자산관리 업무, 투자상담 업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소유구조는 1992년까지 재무부 소속 the Cassa Depositi e Prestiti가 50%의 지
분을 보유하는 등 정부 소유지분이 59%이며, 이외의 지분은 저축은행, 신용금고,
보험, 금융회사 등이 소유하였으나, 1994년 민영화를 추진하여 정부 지분을 28%로
축소하였으며 이후 꾸준한 지분 정리로 현재는 완전 민영화를 실현하였다.
1998년 11월 San Paolo은행(Instituto Bancario San Paolo de Torino)과 합병하
여 당시 자국내 자산규모 1위의「Sanpaolo IMI」로 재탄생하였다. 1999년 Cassa
di Rsiparimo di Firenze S.p.A., 2000년 Banco di Napoli, 2002년 6월말 Cardine
Banca 등을 차례로 인수하여 2004년 3월말 현재 자산규모 기준으로 이탈리아 3위
(€207 bil, '04년 3월말 기준)의 대형 은행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Sanpaolo IMI 그
룹의 주주구성은 대주주와 자회사, 전략적 파트너 이외에 대부분 금융기관으로 구
성되어 있다.
1994년 이전까지 정부계 은행으로서 설립목적 달성여부를 살펴보면, 다른 정부
계 은행과는 달리 소유구조만 정부소유이었으나, 실제 영업은 정부계 은행으로서
의 역할보다는 민간 상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설립목적 달성은 민영화 이전에 이미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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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산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98년 Sanpaolo 은행과 IMI의 합병 이후 지속적인 인수합병으로 Gruppo
Sanpaolo IMI는 전국을 대상으로 상업은행 업무와 자산운용 등 투자은행

업무에

집중하는 은행으로 성장하였다. Napoli 은행과 Cardine 은행의 인수 결과 점포망
확장을 이용한 투자상품 판매 확대로 신탁자산과 비이자수익이 각각 52.6%,
74.7%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우수한 리스크관리 역량과 더불어 Cardine 은행의

인수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고객기반 확보로 급격한 외향성장에도 불구하고 NPL
비율은 오히려 감소(-1.4%p)하는 우량한 재무건전성을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수합병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 발생으로 ROE는 소폭
감소(-2.3%)하였으며 과도한 인력규모 확대로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
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은 비용 절감에 핵심을 두고 진행 중에 있다.

Sanpaolo IMI의 합병 전후 비교

<표 6-2>

‘98년말(A)

‘03년말(B)

증가율(B/A,%)

산 (€ mil)

158,289

202,580

+27.9%

신탁자산 (€ mil)

241,250

368,042

+52.6%

자

수익

- 순이자수익

2,651

3,716

+40.2%

(€ mil)

- 비이자수익

1,738

3,036

+74.7%

ROE (%)

11.3

9.0

-2.3%p

NPL 비율 (%)

2.3

0.9

-1.4%p

- 총직원수

24,527

43,465

+77.2%

- 투자상담사

4,497

4,675

+3.96%

점포망

- 국내

1,346

3,168

+135.4%

(개소)

- 해외

75

122

+62.7%

인력규모
(명)

자료 : Annual Report '9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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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필리핀국립은행(실패사례)

필리핀국립은행(Philippine National Bank; PNB)은 1916년 정부 전액출자의 개
발은행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공업과 농업 분야에 중
장기 대출금을 지원하였으며 1949년까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러나 1949년 중앙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PNB는 화폐 발행, 일반은행 예치금 관리,
정부기금의 예탁 등 중앙은행의 업무는 중지되었다.
1980년 PNB는 유니버셜 은행으로 기능을 대폭 확장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1989년 주식의 30%를 민간인에게 매
각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1992년에는 총자산 규모
가 1,000억 페소에 이르는 필리핀의 첫 번째 은행으로 성장하자, 정부는 제2차 정
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 정부의 지분을 46%로 낮추었으며 정부계
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000년 Lucio Tan 그룹이 PNP의 대주주가 되었으며, 그 해 정부 예탁금이 대
거 인출되면서 정부로부터 250억 페소를 지원받게 되었다. 2002년 제2차 유동성
지원을 받으면서 Lucio Tan 그룹의 지분은 68%에서 44.98%로 낮추고 정부의 지
분은 16.58%에서 44.98%로 높임으로써 다시 국유화되는 사례가 되었다.
현재 필리핀의 최대은행으로서 자회사는 손해보험사, 투자은행, 증권사, 외환거
래전문회사, 리스회사 등을 보유한 금융그룹이다.

6.2. 종합금융그룹화형

6.2.1. 싱가포르개발은행 그룹(DBSH)

싱가포르개발은행(Th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td.)은 경제개발사업
을 지원하기 위해 1968년 경제개발국(EDB)의 산업개발지원기능이 분리되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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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다39). 현재 DBS는 기업금융, 소매금융, 투자은행업무 등 종
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 내 최고의 은행으로 발전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최대의 점포망을 갖고 있다.
1998년 POSBank(Post Office Savings Bank) 인수로 자국내 최대 은행으로 성
장하였고, 1999년 DBSH(DBS Group Holdings Ltd.)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동남아 최고의 유니버설뱅크”를 목표로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확장
하고 있다. 2001년 홍콩 5위 은행인 Dao Heng Bank를 $55억에 인수하여 기존의
동남아 중심 확장 전략에서 현재 아시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
다. 2003년 말 현재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중국, 대만,
한국, 태국 등지에 5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DBS은행그룹의 조직도

<그림 6-2>

순수지주회사(DBSH)

싱가포르
개발 은행

리스회사
(Orix Leasing
Singpore Ltd.)

상업금융
부문,
기업금융
부문
자회사

증권부문
중간순수
지주회사
(DBS
Securities
Holdings
Pte Ltd.)

보험회사
(The Insurance
Corporation of Singapore
Ltd.)

투자부문,
자금이체부문
등 자회사

제조부문
자회사

카드부문,
벤처투자
부문 자회사

홍콩지역
중간순수
지주회사
(DBS Group
Holdings
Hong Kong
Ltd.)

부동산부
문,
신탁부문
등
자회사

IT부문
자회사

홍콩 소재
은행,보험,증권,
선물,부동산중개
부문 자회사

국내외
주식․채권
부문 자회사

39) 당시 싱가포르의 장기금융기관은 싱가포르개발은행(DBS)과 우편저축은행(POSB)으로 분류
된다. DBS는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개발은행업무를 담당하였고, POSB는 정부증권투자 및
주택금융을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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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본부는 소비자금융그룹(Consumer Banking Group), 기업금융그룹
(Enterprise

Banking

Group),

투자금융그룹(Investment

Banking

Group),

Treasury & Markets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금융그룹은 싱가포르 최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보험, PB, 자산운용 및 신탁 등 다양한 개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금융그룹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
키고 운영자금 대출, 채권 인수, 무역금융, 계정관리, 전자자금관리, 인터넷뱅킹 등
차별화된 채널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
자금융그룹은 싱가포르와 아시아지역에서 기업금융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종
합금융기관으로서 기업과 공공기관 고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Treasury & Markets부문은 외환, 이자율,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폭
넓은 시장상품을 통하여 고객들의 리스크 헤지 및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한편 소유구조는 설립 초기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본금 S$1백만은 정부
48.6%, 일반상업은행 25.9%, 기타 금융기관 7.6%, 기타 17.9%로 구성되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꾸준한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여 정부지분은 하락하였으나, 자사주를
포함할 경우 정부 관련 보유지분(자사주 27.17%, 테마섹 12.46%, Maju 홀딩스
15.74%, 래플즈 홀딩스 14.28%)은 2003년말 현재 69.65%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소
유구조 측면에서는 설립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정부계 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싱가포르개발은행의 자금조달 추이를 살펴하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차입금이 22.1%에 이르렀으나, 민영화 전후 시기 이후 자금조달금액 전체를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개발은행의 업무는

기업금융업무, Treasury 업무, 소매금융업무,

국제금융업무, 투자은행업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금융업무는 중점업무 중
의 하나로서 주로 인프라시설, 공장설비, 기계․장비구입 등에 자금공급을 하고 있
다. 통상 기업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도매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소매금융업무
를 취급하지 않으나, 싱가포르개발은행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당좌예금, 저
축예금, 대여금고운영, 신용카드, 송금, 단기성예금구좌(NOW계좌) 등 소매금융업
무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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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독일 Bayerische Landesbank

독일의 주정부은행은 주 정부가 운영하며 기업금융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최
근 West Landesbank, Bayerische Landesbank 등 대표적인 주정부은행들은 투자
은행업무, 국제업무를 확충하여 국제상업은행, 지역기반 중소기업은행, 지역내 저
축은행의 중앙은행 등 3대 기능을 수행하며 독일의 3대 민간은행에 버금가는 세
계적인 유수은행으로 변신하고 있다. 특히 Bayerische Landesbank(바바리아 주
뮌헨)는 구조화 대출, 자본시장 업무, 자산운용, 부동산금융 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다.
Bayrische

Landesbank는

1972년

Landesbodenkreditanstalt와

Bayerische

Gemeindebank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지분은 Bavaria주 정부와 Bavaria주
저축은행 연합이 각각 50%씩 소유하였으나, 1995년 Landesbank Act 개정으로 소
유구조는 주 정부 50%, 바바리아 저축은행 및 결제연합 50%로 변화되었다. 독일
의 유니버설 뱅킹제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업무를 확충하여 현재 정부, 기업, 금융
기관,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에 대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그룹
으로 발전하였으며, 국내외지점, 자회사 등을 통하여 대출, 보증, 인수, 채권 및 주
식 매매, 기업신탁업무, 주식투자업무 등 모든 상업은행업무 및 투자은행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2002년 2월 독일정부와 유럽연합협의체의 협약에 따라 주립은행들의 지급보증
의무를 점차적으로 철폐40)하는 새로운 주립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주정부
와 저축은행 및 결제연합의 BayernLB 지분은 모두 지주회사격인 BayernLB
Holdings AG(‘02년 8월 출범)로 이양하였다. 현재의 BayernLB Holdings AG은
Bayrische Landesbank와 자회사들, 그리고 지분투자 혹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
들로 구성되어 있다.
BayernLB Holdings AG은 Bayrische Landesbank와 자회사들, 그리고 지분투
40) 2005년 7월 18일부터 공공은행에 대한 정부보증은 독일 정부와 EU 집행위간 합의로 폐지될 예
정이며, 이에 따라 주정부은행의 신용등급은 현재의 AAA 수준에서 ‘05년 7월에는 BBB 수준으로
3단계 하락이 예상되어 주정부은행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 88 -

자 혹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Bayrische Landesbank는

1993년 이후 지속되어온 부문별, 지역별 경영관리를 탈피하고 2003년부터 통합구
조로 전환하였다. 영업지원부문에서 기획본부(Corporate Center)는 임원지원, 전략
개발, 법무지원, 홍보, 회계, 재무관리, 세무, 인사, 감사, 경제분석 및 조사 등을 담
당하고, 리스크관리본부(Risk Office)는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며, 지원부문
(Corporate Services)은 IT, 유가증권 결제, 지급, 개인고객 및 신용카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BayernLB Holdings AG의 조직도

<그림 6-3>

BayernLB Holdings AG
Bayern LB

Corporates
Corporate
Center

Financial
Institutions/
Sovereigns

Real

Global

Estate

Markets

LBS

Labo

Savings Bank, Bavarian Municipal/Corporates Division
Risk Office
Corporate Services

자회사
은행 및 자산운용
자회사(9개)

부동산 자회사
(9개)

보험, 신용카드, 컨설팅 등
기타 금융업 자회사(9개)

해외무역진흥
자회사(1개)

자료 : 2003년 실적발표 자료

BayernLB은 현재에도 지분구조만 주정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로
는 정부계 은행으로서 공적인 역할은 많지 않다. 대부분 금융시장에서 조달과 운
용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은 전액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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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능분리(Spin-off형)

6.3.1. 프랑스의 CDC 그룹

CDC는 대표적인 프랑스 공공금융기관으로서 1816년 특수자금 관리, 사회 및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시스템 근대화 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100% 출
자로 설립되었다. 명칭은 The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영문 : The
Bank of Deposit and Escow)이다.
설립목적은 특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민간자금의 관리(a haven of financial
security)로서 저축계정 예금, 법정 공탁금의 에스크로우 계좌, 지방정부, 병원, 국
가 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등이며, 사회 및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a unique contributor to France's infrastructures)으로 금융시스템의 근대화
지원, 연금 및 생명보험분야에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Personal risk insurance)을
들 수 있다.
최근 공공부문(본체)과 민간부문(자회사)을 Spin-off하여 운영하고 있다.
CDC그룹은 총자산 €380bn, 임직원 37,300명, ROE 12.8%(2003년말 기준)이며,
공공부문에서도 꾸준히 수익(2003년 순이익의 48% 차지)을 내고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정부에게 배당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의 주요 조세수입원에 해당된다.
아직까지 프랑스의 산업은 대부분 국유화 상태에 있어 CDC그룹은 정부의 대행자
역할(micro-manage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부문(본체)는 46백만명이 보유한 Livret A 저축계정을 통하여 주택 및 도
시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프로젝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발굴 및 혁신 지원,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장기 파트너로서 지역 개발 및 도시 개발 지
원 등이며, 특수목적의 자금 관리업무는 1999년 제정된 사회보장금융법(Social
Security Finance Law)에 의거 설정된 퇴직적립기금(Retirement Reserve Fund)
등 퇴직자금 관리와 지역개발국내 예금과 연금의 장기 관리를 들 수 있다.
민간부문(자회사)는 CDC Enterprises, EULIA, CNP, C3D, SNI 등 5개 자회사

- 90 -

로 구성되어 있으며 EULIA는 다시 투자은행업무 및 기업금융업무(CDC-IXIS),
소매금융(CNCE), 부동산개발, 보험업무 등 4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체(공공부문)는

Banking,

Savings

Deposits, Financing of Municipalities(산하에 24개 지역본부 설치), Retirement
Funds

등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자회사(민간부문)은

CDC

Enterprises(Private Equity), EULIA-CDC IXIS(투자은행업무, 기업금융, 보험, 소
매금융), CNP(개인 보험), C3D(지역별 서비스와 공공 건축), SNI(부동산) 등 5개
로 구성되어 있다.
CDC Group의 조직도

<그림 6-4>

공적 업무 수행
CDC 그룹

Banking

Savings
Deposits

Financing of
Municipalities

Retirement

그룹의 조정 및 통할
100%

CDC
Enterprise

50.1%

37%

CNP

EULIA

100%

C3D

100%

SNI

53%
Retail Banking
(CNCE)

Investment
Banking
(CDC-IXIS)

Real
Estate

Insurance

공공부문(본체)은 “Carried out at the request of, and on behalf of, the State”
를 표방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은행업무, 저축예금, 지방자치단체 관련업무, 연금
관리업무 등이다. 먼저 은행업무는 공공부문 대출로서 저소득층 주택 건설자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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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주택자금 대출, 도시 재개발 대출, 공공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자금
지원 등이며, 공공부문 투자업무로서 중소기업 개발과 혁신, 도심 재개발 등이 있
으며, 특별 은행업무로서 부도기업, 청산대상 기업의 공탁금, 사회보장제도 자금관
리 등과 향후 법률관련 특별 계좌 업무를 통합할 예정이다.
저축예금(Savings Deposits)은 특별예금 계좌 관리업무로서 정부의 요청에 의
해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가입된 비과세 예금(Livret A, Livret Bleu, Codevi,
Livret d'Epargne Popularie)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유동성을 대비하여 대출
이 아닌 유가증권 투자로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Financing of Municipalities)업무는 지방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투자로서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사업, 공공부문 조달, 지역별 포털 구축, 전
자인증 등의 인터넷 서비스, 지방의 인터넷 접근도 향상을 위한 Cyberbase 프로그
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쉽과 서비스 제공업무로서 창업 지원
을 위한 무이자 대출, 사회노동부와의 연합으로 지역별 공익 프로젝트에 대한 기
술, 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지역 개발업무로서 준국영 중소기업의 설립과 개발 지
원,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지역별 투자 회사 설립 등이 있다.
연금관리(Retirement Funds)업무는 공공부문 연금 관리로서 공무원, 병원 근로
자, 국영기업 근로자 등 현재 프랑스 내 퇴직자의 7분의 1 이상(250만명)을 관리
하고 있다. 향후 공공부문 연금 저축의 관리와 임기만료 예정 선출직 공무원들의
연금 운용할 예정이다.
프랑스 CDC그룹은 2001년 유럽통합에 대비하기 위하여 EULIA를 설립하고 금
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다. 본체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업무
는 Spin-off하여 자회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CDC는 여전히 정부의 100% 출자기
관이며 EULIA 등 자회사들도 50%이상을 CDC와 프랑스저축은행의 연합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설립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
한 정부계 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CDC그룹의 자금조달실적을 분석하면, 전액을 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있다고
분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CDC그룹의 임무는 특별예금 계좌의 관리 등이므로 대
부분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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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독일의 West LB

Westdeutsche Landesbank GZ는 1832년 설립된 Landesbank für Westfalen
Girozentrale과 1854년 설립된 Rheinische Girozentrale und Provinzialbank의 합병
으로 1969년 설립되었다. 이후 점차 업무와 점포망을 확대하여 현재 해외지점 12
개, 해외자회사 26개(국내 자회사 8개 별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상업은
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0년 통독이후 Deutsche Aussenhandelsbank AG (DABA)과 합작계약을 체
결하여 Deutsche Industrie-und Handelsbank AG (DIHB)를 신설하였으며, 1992년
에는

Wohnungsbauförderungsanstalt

Nordrhein-Westfalen(Wfa)과

Banque

Européenne pour l´Amérique Latine S.A. (BEAL)을 인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
융기관을 흡수합병하였다.
2001년 본체와 자회사를 분리(Parent-subsidiary Model)하였다. 2001년 8월 연
방정부와 EC는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보증책임을 2005년 8월 18일까지 폐지
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Westdeutsche Landesbank GZ는 상업금융업무와 공공업무
를 분리(업무는 ’02년 8월부터 각각 개시)하여 공공업무는 Landesbank NRW(개발
은행 및 North Rhine-Westphalia 주정부은행 역할)에서, 상업금융는 WestLB
AG(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에서 각각 수행하게 되었다.
Landesbank NRW (현재 NRW.BANK)는 2001년 Westdeutsche Landesbank
GZ에서 분리되어 2004년 3월말부터 발효되는 "Reorganisation Act"에 따라
Landesbank NRW는 NRW.BANK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North Rhine-Westphalia
주의 경제 및 사회간접자본을 개발․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
다.
즉 North Rhine-Westphalia주의 개발은행으로서 정치, 경제, 금융시장을 연결
하고 지식기반 정보사회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기존 경제․
산업기반의 구조적인 단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의 최대개발은행으로서
주정부의 경제적 구조적 요구사항을 극대화하고 개발금융분야에서 시장리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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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Rhine-Westphalia주의 투자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축적한
명성을 더욱 확충함은 물론, 경제개발 촉진,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사회기반시설과
지자체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주주구성은 North Rhine-Westphalia 주정부 43.2%, 저축은행협회 16.7%, 지로
협회 16.7%, Rhineland지역협회 11.7%, Westphalia-Lippe지역협회 11.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WestLB 그룹은 WestLB AG와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WestLB 그룹
은 Landesbank NRW(현재의 NRW.BANK)의 100% 자회사로서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WestLB)를 승계한 것으로 WestLB 그룹은 WestLB
AG, WestLB Int'l(룩셈부르그), Westdeutsche ImmobilienBank, WestLB Ireland
등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유럽을 거점으로 하는 종합선도금융그룹으로서 국제금융 거점으로 유럽
을 선택하여 현재 투자은행업무, 국제업무를 확충하여 독일의 3대 민간은행에 버
금가는 세계적인 유수은행으로 변신하고 있다. 구조화 대출, 자본시장 업무, 자산
운용, 부동산금융 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으며, 국제상업은행, 지역기반 중
소기업은행, 지역내 저축은행들의 중앙은행 등 3대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영은행으
로서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위상은 2003년말 WestLB 그룹의 자본금은 €3.9 bil., 총자산은 €256
bil.이며, 저축은행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WestLB는
North Rhine-Westphalia and Brandenburg지역의 150개 이상의 저축은행의 중앙
은행(central institution)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estLB는 BayernLB와 같이 현재에도 지분구조만 주정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정부계 은행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부분 금융시장
에서 조달과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은 전액 시장에서 조달하
고 있다. BayernLB와는 달리 기능분리(spin-off)를 추진하여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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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능강화형 : 한국산업은행(KDB)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개발금융기
관이다. 이후 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확충하여 경제발전단계별 기능을 달
리하여 왔다.
1950년대에는 정부의 전재복구와 경제부흥정책에 부응하여 전력, 석탄 등 기간
산업의 시설기반증강을 중점 지원하는 순수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
며, 1960∼70년대에는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부응하여 한국경제의 자립 및
공업화와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체제 구축을 중점 지원하는 개발금융기관으로 변
모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경제운용기조가 안정성장기조로 전환되면서 경제
체질개선 및 산업구조조정을 중점 지원하는 장기설비금융기관으로 변신하였다.
1990∼96년 경제의 국제화진전으로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집약
산업, 미래지향적 산업 및 기업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하는 종합기업금융기관으로
성장을 추구하여 왔다.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변화 추이

<표 6-3>

구

분

1950년대

산업은행의 지원분야와 역할
전재복구 및 기간산업 지원

재정자금공급

중화학공업, 수출전략산업 지원

개발금융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과 중화학공업의 고부가가치화

장기설비금융

1990년∼1996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해외투자 지원

종합기업금융

1960∼1970년대

1997년∼현재

경제 재도약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
업금융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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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업금융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기업금융
확대, 기업의 외화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외자 도입,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주도적 추진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신정책금융을 수행하였
으며 21세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금융 선도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소유구조는 정부전액출자기관으로 아직까지 소유구조 측면에
서는 설립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정부계 은행으로 분류된다.
한국산업은행의 1997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자금조달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장에서 조달하고 정부차입금과 기금은 각각 1.4%, 2.5%에 불과하였다. 산업은행
의 시장조달은 원화산업금융채권 발행이 5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IBRD, ADB
등 국제기구 차관자금과 은행단차관, 외화산업금융채권 발행 등을 통한 외국자본
도입비중은 25.0%에 이른다.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조달 추이

<표 6-4>

(1997년∼2003년 6월)
자기자본 정부차입금 원화산금채
합계
주

(단위 : 억원, %)

예수금

기금

외국자본

합계

53,692

16,928

724,587

81,010

30,453

302,238

1,209,252

(4.5)

(1.4)

(59.9)

(6.7)

(2.5)

(25.0)

(100.0)

: 1) 예수금은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의 증감액
: 2) 외국자본은 외화산금채, 공공차관, 은행단차관의 합임

자료 : 한국산업은행 50년사(2004년)

이와 같이 1954년 설립이후 한국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충하여 현재
국내외 위상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선 국내 최대의 설비자금 공급기관으로서
2004년 6월말 현재 국내 금융권 시설자금 대출의 약 26%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
표적인 금융채 발행기관으로서 2004년 6월말 현재 시장점유율은 27.8%에 이른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선도기관으로서 1995년 이후 총 121,952억원을 주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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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70%에 이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주선실적은 1위 , 세계 9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벤처투자은행으로서 1998년이후 총 446건의 5,585억
원을 투자하여 은행권 전체 대비 약 58%(2002년말 기준)에 이른다. 회사채 주선
주도기관으로서 시장점유율은 약 23%에 이르며 외자도입의 대표차주로서 우리나
라 외자도입의 약 10%(2004년 6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선도은행으로서 거래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문별 위상

<표 6-5>

부

문

시설자금 지원
금융채 발행
(잔액 기준)
프로젝트
파이낸스

벤처투자
회사채 주선

세

부

내

용

2004년 6월말 금융권 81.5조원, 산은 21.4조원(비중 26.3%)
2004년 6월말 금융채 100.9조원, 산금채 28.1조원(27.8%)
금융주선 : 2004년 목표 22,000억원, 2004년 10월말 39,505억원
1995년 이후 누계 121,952억원(약 70%, 2003년 기준)
* 2003년 프로젝트파이샌스 주선실적 아태지역 1위(세계 9위)
2004년 목표 1,200억원, 2004년 9월말 289억원,
1998년 이후 누계 5,585억원(약 58%, 2002년말 기준)
2004년 목표 72,500억원, 2004년 9월말 72,412억원(23.4%)
2004년 6월말 현재 총외채 $1,697억, 산은 조달 $163억(9.6%)

외자 도입

*EuroWeek지에 의해 Best Asian Sovereign Bond로 선정
(2004년 2월)
2004년 6월말 거래량 국내은행 1,102조원, 산은 334조원(30.3%)

파생상품

*Asia Risk지에 의해 국내 최고 파생금융기관으로 선정
(2004년 10월)

자료 :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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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피합병형

피합병형은 특정 정부계 은행이 설립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정부의 지분을
다른 민간은행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정부계 은행을 이관시키는 사례를 말하는 것
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DtArk KfW에 합병된 사례, 태국의 Industrial
Finance Corp.가 Thai Military Bank에 합병된 사례, 그리스의 ETBA(그리스산업
개발은행)이 P&K Capital에 매각되고 ETEBA(국립산업개발투자은행)이 National
Bank of Greece에 매각된 사례를 들 수 있다.

<표 6-6>

정부계 은행의 대표적인 피합병 사례

피합병 정부계 은행
Germany

Thailand

주요 내용

Deutsche Ausgleichsbank

1950년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설립,

(DtA)

2003년 KfW에 합병

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
ETBA
(그리스 산업개발은행)

1959년 개발은행으로 설립, 2004년 Thai
Military Bank에 피합병
1964년 설립, 산업 선박 광업 상업 등
지원, 2003년 P&K Capital에서 인수

Greece
ETEBA

National Bank of Greece(1841년 설립,

(국립산업개발투자은행)

그리스 최대은행)에서 인수(2001년말)

독일 KfW의 사업본부 중 하나인 KfW Mittelstandsbank (KfW SME bank)는
2003년 기존의 중소기업대출은행(Deutsche Ausgleichsbank: DtA)과 합병하여 중
소기업과 초창기 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대출, 옵션부 대출, 지분
취득, 컨설팅)한다. 피합병된 DtA는 1950년 독일 연방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
립된 이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환경 및 복지 관련분야에 투자를 한 대표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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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행이었다. 업무영역은 중장기 대출과 투자는 물론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에서 채권의 발행 및 인수업무를 담당하였다. 1999년 총자산은 46,416.6백만 유로
로서 자국내 22위이었으며, 자본금은 1,179백만 유로로서 자국내 24위, 세계 272위
에 해당되는 규모를 보유하였다.

독일의 DtA의 합병 전 주요 지표

<표 6-7>

(1999년)
항

목
현금과 예치금

자산

부채

액

항

목

금액(비율)

31,309

투자

4,641

순이자 소득

대출금

9,272

기타 소득

21

기타비용

292

고정자산

50

기타자산

1,144

합계

46,417

예금

43,699

기타 부채
합계

자본

금

(단위: 백만유로)

1,539
45,238

자본금

511

유보금

668

합계

순 이익금

376

105

순이익/자본금

8.91%

순이익/총자산

0.23%

자본금/총자산

2.54%

1,178

그리스의 국립산업개발투자은행(ETEBA)는 1963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자산관리, 채권․주식 투자 및 인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9년 총자산은 1,568
백만달러, 자본금은 163백만달러로서 자국내 9위 수준이다. 대주주는 National
Bank of Greece로서 2001년말 대주주와 합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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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현 체제 유지형

6.6.1. 독일 KfW은행그룹

독일 KfW는 전후복구를 위하여 추진된 ERP(the European Recovery Program
: Marshall Aid)를 관리하기 위해 1948년 설립된 개발금융기관이다. 설립근거법은
｢재건은행설치법｣이며 정식명칭은 Kreditanstalt fur Wiederahfbau(영문명칭 :
Reconstruction Loan Corporation)이다.
출범당시 자본금은 DM10억이었으며 연방정부 80%, 각주 정부 20%를 분담하
고 있으며 현재 자본금은 3,750백만 유로이며 소유구조는 출범 초기와 같이 연방
정부 80%와 주정부 20%의 출자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KfW법을 적용받으며 비과세, 무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이며 법적
지위는 독일 연방 은행(Deutsche Bundesbank)와 동일하며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
고 있다. 또한 KfW의 모든 채무행위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보증하고 있어 현재
S&P, Moody's의 신용평가등급은 AAA이다.
설립초기 전후복구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주력하였으나, 독일경제가 성장
궤도에 들어서면서 독일산업의 발전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공급을 전
문적으로 취급하면서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현재의 주요 지원분야는 산업
개발 촉진기능(promotional tasks),41) 공공법이 정하는 지방기관이나 특수목적 단
체 지원, 교육의 진흥과 순수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자금 지원, 수출 및 프로젝트
금융 : 독일의 자본재 수출 지원, 독일 및 유럽지역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 독
일 연방정부를 대신한 공기업의 민영화 지원, 통일 관련기구(Federal Agency for
Special Tasks, Compensatory Fund of Securities Trading Companies)의 관리,
독일과 유럽 경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 : 유럽 공동체 발전을 위해 유럽투자

41) 중소기업(SME), 설립초기단계 기업, 위험자본, 주택 건설 및 근대화, 에너지 및 환경
보호, 사회간접자본, 기술 진보, 국제적으로 합의된 진흥계획, 개발협력, 기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분야 등으로 지원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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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EIB)이나 여타 유럽 금융기관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유럽 연합 이외
의 국가들과의 수출 금융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협력, 컨
설팅, 기타 서비스업무 등이다. 조직은 4개 사업본부와 5개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
다. 4개 사업본부는 KfW Förderbank, KfW Mittelstandsbank, KfW IPEX-Bank,
KfW Entwicklungsbank로, 5개 자회사는 KfW International Finance, DEG, IKB,
FuB, dena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사업본부 중에서 KfW Förderbank (KfW promotional bank)는 기존의
KfW의 중심 업무인 주택 공급과 건설, 에너지 보존, 환경 보호, 주거 재개발 사
업, 지역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교육(금융교육과 직업 교육), 자산 유동화, 독
일의 유럽금융 중심지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KfW Mittelstandsbank (KfW
SME bank)는 2003년 기존의 중소기업대출은행(DtA)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과 초
창기 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대출, 옵션부 대출, 지분 취득, 컨설팅)
한다. 그리고 KfW IPEX-Bank는 독일과 유럽 지역의 이해를 위해 수출 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지원하는데, 동 업무의 단독 법인화를 요하는 KfW법에 따라
2008년까지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KfW Entwicklungsbank (KfW development
bank)는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해 수자원 개발 등 공적 부문에 대한 자금을 지원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KfW는 WestLB, BayernLB 등 주정부은행과 달리 은행감독에서 별개의 은행
으로 취급되고 있다. 업무범위가 매우 확대되어 있지만, 여전히 연방정부를 대신하
여 공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자금조달은 예금 수취나 당좌개설, 제3자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금지되어
주로 채권발행과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단기자금의 비중은 중장기 자금
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조달액 €50.7bn 중 €48.6bn(95.9%)을 국내
외 자본시장에서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2.1bn(4.1%)은 합성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 조달수단으로는 Benchmark Bond42) 42%, 공모 25%, 사모 22% 등
의 순서이며, 대출금은 1%에 불과하다.
42) Benchmark Bond는 유동성, 발행규모, 쿠폰 등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적정기준을 충족한 채권
으로서 연초 발행계획에 의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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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KfW의 자금조달 구조

<표 6-8>

(2003년 기준)
조달수단

비중

조달통화

비중

Benchmark Bond

42%

Euro

54%

Public Bond(without Benchmark)

25%

USD

32%

Private Placement

22%

GBP

3%

Exchangeable Bond

10%

JPY

8%

Loans

1%

기타

3%

자료 : Annual Report

6.6.2. 일본정책투자은행(DBJ)

일본개발은행(JDB)는 1951년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을 위해 일본개발은행법에
따라 정부 전액출자로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산업의 개발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자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업금융기관의 신
용공급기능을 보완하고 고양하는 것이다. 이후 지원분야가 다양화되었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 ; Development Bank of Japan)은 일본개발은행의 후신
으로 1999년 10월 신설합병형태로 일본정책투자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일본개발은행법과 북해도동북개발공고법은 폐지되었다.
설립취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민간사업의 보완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정책금융체제를 확립하고, 일반상업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보
완하거나 촉진시키기 위하여 장기금융 및 정책에 기반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며, 경
제 및 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속적인 개발 촉진, 생활의 질 향상, 지역의 자립도 제
고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향후 경제․사회의 활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 지원을 위한 기능을 담
당할 예정이다.
주요업무는 설비투자자금(대출, 보증, 사채취득 및 출자)을 공급하고 정책성 있
는 분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기피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장
기운전자금 융자 등은 한시적인 조치(일본정책은행법 부칙에 명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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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직접투자, M&A, 벤처투자, 기존의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과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1년 DBJ의
전신인 JDB 출신 다테나카 헤이조 금융상의 취임 이후, 부실자산 관리업무를 강
화하고 있으며 2002년 정리회수기구인 RCC(The Resolution and Collection Corporation,
일본 예금보호공사의 자회사)와 업무 연계, 부실기업 중 재생가능기업과 사업 분야
에 대해 출자 또는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 안정화에 기여하
고 있는데, 2001년 9.11 테러와 2003년 SARS로 인해 항공업계가 대규모 적자 등
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각각 2400억엔, 850억엔 긴급지원한 바 있다. 2004년에는
호주 Macquarie 은행과 합작으로 Japan Infrastructure Group (JIG) 설립하고, 향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도로항만 시설과 에
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DBJ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기존 정부차입과 유로엔 채권에 의한 조달 이외에
국내채권 발행 및 민간차입이 추가되었다. 1998년 일본정책은행의 자금조달은 재
정투융자계획으로부터의 차입이 75.3%에 이르며, 2004년에도 정부차입금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전액 정부출자기관으로 주요임무도 공공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이므로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설립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정부계 은행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개발은행의 자금조달 및 공급현황

<표 6-9>

(1998년)
자 금 조 달
․재정투융자계획으로부터의
차입
․기타 체신보험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
․외화채권발행 등

자 금 공 급
75.3% ․생활수준 및 사회간접자본 개선
․에너지 및 환경 보전
24.7% ․경제산업구조 개혁 및 지역경제

42.7%
25.8%
25.7%

활성화
11.0% ․사회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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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7. 기능전환형 및 청산․폐쇄형

기능전환형과 청산 및 폐쇄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브라질의 정부계 은행 구조
조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금융개입을 줄이
고 만성적인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정부계 은행을 대상으로 구
조조정정책인 “PROES” (Program of incentives to the Reduction of the
State-Level Public Sector in the Bank Activity)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의 정부계 은행들은 부채 조정을 위하여 청산, 민영화, 민영화를 위한 연방정부로
의 이전, 개발청으로의 기능전환 등을 추진하였다. PROES의 추진으로 브라질 주
정부의 통제권에 있던 35개 금융기관은 청산 및 폐쇄 8개, 기능전환(개발청으로의
전환) 6개, 구조조정 후 매각 15개, 구조조정후 정부계로 존속 4개, PROES 대상
에서 제외 2개 등으로 정리되었다.
브라질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현황

<표 6-10>
구

분

구조조정후
정부계로 존속

정 부 계
△ Banco Nossa Caixa S.A.

△ BDMG

△ BANRISUL

△ BANESE

기능전환형(정부 △ BANACRE
기관으로 전환) △ BEMAT
청산․폐쇄형

은 행

△ PRODUBAN

△ DESENBANCO

△ BANPARA

△ BADESC

△ BANAP, MINACAIXA, BANDERN, BDRN, CEE-RS,
BERON, RONDONPOUP, BANER
△ BEA와 BANEB(BRADESCO에서 인수)

구조조정후
매각(또는 매각
예정)

대상 제외

△ BEG, BEMGE, BANESTADO, BANERJ (Itau에서 인수)
△ CREDIREAL(BRADESCO와 BCN에서 인수)
△ PARAIBAN, BANDEPE(ABN Amro에서 인수)
△ BANESPA(Santander에서 인수)
△ BEC

△ BANESTES

△ BDC

△ BANDES

자료 : Beck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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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M △ BEP

△ BESC

또한 연방정부가 소유한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PROEF”(Program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따
라 부실자산은 금융부 통제에 있는 기관으로 이관되었고, 3개의 연방정부계 은
행43)(CEF, BNB, Basa)은 자본투입되었다.
브라질의

민영화는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Banco

National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e Social)이 주도하였다. BNDES는 1952년 정부기관
(government agency)으로 설립되어 1971년 정부계 은행으로 전환되어 국가통화위
원회(CMN; National Monetary Council)가 관리하는 일반예산 및 회계의 관리를
받아왔다.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특정 산업부문 및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개발은행이다. 우선지원분야로 인프라 투
자,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부문 투자, 수출,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남미의 지역
통합 등이다.
BNDES가 국가의 구조조정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은 동 은행이 상공부
산하 기관이라는 지위 때문이다. BNDES는 구조조정의 입찰부터 최후 매각에 이
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감독하였으며 국가민영화기금(FND; National
Privatization Fund)을 관리하여 민영화계획 일정표와 매각조건 및 현황, 매각대상
기업의 구조 재조정을 위한 사전 조정 및 최저가격 설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국가민영화심의회에 권고하고 동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였다.
자회사로는 정부계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와 전환사채 인수를 담당하는
BNDESPAR(BNDES Participacoes S.A.)와, 기계기구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브라
질 산업의 발전과 근대화를 지원하는 FINAME(Special Agency for Industrial
Financing)이 있다.
또 다른 브라질 정부계 은행인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은 1808년 브라질
정부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국영은행으로서 브라질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통화위원회의 감독 하에 정부의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최대의 상업은행이지만, 일반적인 상업은행 업무이외에 설
43) Banco Nac. Desenv. Economico e Social(BNDES, 1952), Banco do Brasil S.A.(1808),
Banco do Nordeste do Brasil S.A.(BNB,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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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공급을 위한 장기금융업무, 외환업무,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인수, 매각 및
대여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제7장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은행이 ‘경제의 산물’이라면, 정부계 은행은 ‘경제와 정부정책’의 종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이 ‘인체의 혈액’과 같다면, 정부계 은행은 ‘인체의 혈액’인 동시에
‘허약자의 링거(ringer) 주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계 은행은 해당 국가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설립되
어 정부의 경제정책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허약자의
링거 주사’와 같이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지 못한 국가와 경제가 안정되
지 못한 국가에서 정부계 은행의 역할이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중소기업, 벤처투자, 신성장산업, 민간은행 지원기피 분야
등 시장실패영역의 보완차원에서,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선구자적 자세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리관리 등과 같
이 국가적 특수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부계 은행의 역할은 계속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세계 20개국의 85개 은행을
대상으로 정부계 은행의 생성․발전․쇠퇴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정부계 은행
의 변화는 “기술적 환경(경제발전과정), 제도적 환경(정부의 정책방향), 개별은행의
능력”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동질화의 압력과 이질화의 압력 때문이다. 변화과
정은 우선 경제발전경로에 의해 1차적으로 큰 틀이 형성되고, 2차적으로 각 경제
발전 경로에 따른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정부계 은행
의 형태가 결정된다. 3차적으로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정부계 은행마다 서로 다
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개별은행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환경변
화 대응능력, 경영혁신 능력, 신상품 개발능력 등 제반 능력(capability)에 따라 구
체적인 변화유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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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각국의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4가지 영역(실물․금융 모두 발전,
실물 발전-금융 미발전, 실물 미발전-금융 발전, 실물․금융 모두 저발전)으로 구
분되었으며, 시간의 경과를 감안한 경제발전 경로는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변화유형은 민영화형,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분리형, 기능발전형 등 8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었다.
정부계 은행의 변화시점은 주로 실물부문이 선진국 수준(1인당 GDP 2만불)에
도달한 시점 또는 금융부문이 충분히 발달(국내신용/GDP의 비율이 1.0을 초과)된
시점)이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변화를 선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따라
향후 발전정도가 달랐으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경제발전 단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정부계 은행을 변화시킨 국가는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
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주요국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 연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한다. 첫째, 신제도주의자들의 동형화와 차별화의 논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
여했다는 사회학적 기여도이다.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 이외에 개별은행의 능
력을 부가함으로써 이들 변화요인이 상호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단위
의 연구도 병행하였으며, 경제발전경로와 정부계 은행의 발전유형을 연계시켰으며,
경제발전정도와 정부계 은행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속기업 뿐만 아
니라 도태기업까지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조직의 변화요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둘째, 정부계 은행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에 귀중한 정책판단 자료를 제
공한다는, 경제학적 기여도이다. 단순히 경영성과만으로 존속 논란을 판단할 수 없
으며, 경제이론의 현실적용을 좋아하는 학자들의 탁상공론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경제(실물 및 금융) 여건과 국민경제의 특수성, 개별은행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존속
시키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변화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적합한 발전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 및 국민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아울러 갖고 있다. 첫째, 제한된 시간 이내에 혼자의 힘(많은 교수님들이

- 107 -

도와주셨지만)으로

세계 20개국의 85개 정부계 은행을 샅샅이 연구․분석하는 것

은 사실상 곤란하였고 혹시 ‘수박 겉핥기’ 식에 그치지 않았나 걱정된다.
둘째, 성공사례의 경우는 사례를 분석할 만큼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하였으나,
이미 청산 또는 폐쇄된 은행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경제발전단계(Ⅰ,Ⅱ,Ⅲ,Ⅳ)의 구분, 경제발전경로(①∼⑧)의 분류, 설립목적
의 달성여부(A, B) 판단, 발전유형(민영화형 등 8가지) 분류에서 기준이 정확하였
는지, 분류유형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최근 금융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국민경제에 있어서 ‘금융의 비중
및 역할’이 강조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연구에서 금융분야의 정밀한 연구
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 많은 관심이 있는 동형화와 다양화의 분야에 또 다른 시각과 사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고 싶으며 향후에도 여력이 된다면, 추가적인 연
구를 지속하여 사회학적 및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기여하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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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부계 은행의 주요변화 내용
(20개국 85개 은행)

□ Ⅰ영역 : 실물 및 금융 모두 발전
Development Bank of Japan(DBJ)

현 체제 유지형

1951년 JDB로 출발, 1999년 북해도동북개발공고 등과 합병하였으나 기능
은 개발은행의 역할 수행, 정부 전액출자은행, 자금조달의 75.3%를 정부
Japan
(2)

에 의존하고 있음
Shoko Chukin Bank

현 체제 유지형

1936년 중소기업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출발, 현재 정부지분은 78.8%
이지만 모든 상업은행업무를 담당, 대부분의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채권은 대부분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정부에서 인수)
Bank Nederlandse Gemeenten N.V.(BNG)

현 체제 유지형

1914년 지방정부의 대리점으로 출발, 1921년 중앙정부에서 50% 지분인수,
199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업무영역은 여전히 공공분야 지원하는 정
부의 대리점 역할로 제한,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Netherlands 활용하여 자본시장에서 조달
(2)

Nederlandse Waterschapsbank N.V.(NWB)

현 체제 유지형

1954년 수리관리 등 공공기관에게 자금공급하는 정부의 대리점 역할
수행, 정부관련기관 전액출자로 설립, 현재 직원수 37명, 지점 및 자회
사가 전혀 없음, 정부 기관앞 전액 자금공급하므로 부실채권이 없으며,
대출금의 매각을 통하여 자금조달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

기능분리형

1816년 공적자금 관리 및 경제개발 지원을 위하여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
2001년 공공부문과 상업부문을 분리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

현 체제 유지형

France (3) 1997년 중소기업설비투자금융공사(CEPME, 1980년)와 중소기업대출보증회사
(SOFARIS, 1982년)를 통합하여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개발은행 설립
프랑스개발청(AFD)

현 체제 유지형

1941년 설립, 해외개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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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KfW)

현 체제 유지형

1948년 개발은행으로 출발, 2003년 DtA를 흡수합병
Deutsche Ausgleichsbank (DtA)

피합병

1950년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출발, 2003년 KfW에 합병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현 체제 유지형

1949년 농업 및 농촌 개발은행으로 출발
LfA Foerderbank Bayern

현 체제 유지형

1951년 Bavaria지역의 개발은행으로 출발
Bayerische Landesbank

종합금융(그룹)화형

1972년 주정부 은행으로 출발, 2002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West LB AG

기능분리형

Germany 1969년 주정부 은행으로 출발, 2002년 공공부문과 상업부문의 기능을 분리
(19)
그 밖의 주정부 은행
종합금융(그룹)화형
△ Deutsche Postbank AG(1990년 German Postal Service에서 독립)
△ Bremer Landesbank Kreditanstalt Oldenburg GZ(1983년 설립)
△ Landesbank Berlin GZ(1818년)
△ Bankgesellschaft Berlin AG(1994년) : Landesbank Berlin 피합병(2001)
△ Landesbank Hessen-Thueringen GZ(1953년)
△ Landesbank Rheinland-Pfalz GZ(1958년)
△ Landesbank Sachsen GZ(1949년)
△ Liechtensteinische Landesbank AG(1861년)
△ Oldenburgische Landesbank AG(1869년)
△ Norddeutsche Landesbank GZ(1970년)
△ Stadtsparkasse Koeln(1826년)
△ Landeskreditbank Baden-Wurttemberg Forderbank(LBWF, 1999년)
△ Landesbank Baden-Wurttemberg(1999년) : LBWF 피합병(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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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영역 : 실물부문은 2만불 상회하지만, 금융부문은 상대적으로 저발전

Mediocrediti Centrale (Italy)

민영화형

1952년 중장기금융기관으로 출발, 1994년 주식회사로 전환
Italy(3)

SanPaolo IMI

민영화형

1931년 동산공사로 출발, 94년 민영화 추진, 98년 상업은행으로 전환
이탈리아 산업부흥공사 (IRI)

민영화형

1933년 설립, 1989년부터 민영화 추진, 2000년 완전민영화 실현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현 체제 유지형

Canada(1) 1944년 Industrial Development Bank로 출발, 1975년 Federal Business
Development Bank으로, 1995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 CP와 중장기
채권을 발행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
Th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DBS)
종합금융그룹화형
Singapore
1968년 개발은행으로 출발, 90년대 중반부터 민영화 추진, 99년 지주회사
(1)
체제로 전환
□ Ⅲ영역 : 금융부문은 발전하였지만, 실물부문은 상대적으로 저발전

Mega Financial 그룹

민영화형

1907년 설립, 1975년 공업특화은행, 1979년 개발은행, 1996년부터 민영화
추진, 1999년 완전민영화 실현, 2002년 지주회사로 발전

Taiwan
Land Bank of Taiwan
기능전환형
(2)
1946년 상업은행으로 출발, 1998년 연방정부의 전액소유로 전환, 현재
정부의 주택, 농업, 토지정책 수행하는 개발은행, 자금의 66.4%를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
Thailand(1)

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

피합병형

1959년 개발은행으로 출발, 2004년 Thai Military Bank에 피합병
Agricultural Bank of Greece S.A.

민영화형

1929년 농업 전문은행으로 출발, 1980년 비농업분야로 은행업무 확대,
1991년부터 종합금융업 수행하는 ABG Group으로 발전, 2000년 주식상장
Greece(3)

ETBA(그리스 산업개발은행)

피합병형

1964년 설립, 산업 선박 광업 상업 등 지원, 2003년 P&K Capital에서 인수
ETEBA(국립산업개발투자은행)

피합병형

National Bank of Greece(1841년 설립, 그리스 최대은행)에서 인수(200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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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us Development Bank(CDB)

종합금융(그룹)화형

Cyprus 1963년 정부 전액출자의 개발은행으로 설립, 1991년 유럽투자은행(EIB)의
출자(5.5%), 1996년 EIB의 추가출자(12%), 1998년 국제화를 위한 기능강화,
(1)
1999년 자회사(Investment Bank of Kuban) 설립, 2001년 상업은행의 면허
취득, 현재에도 무점포이지만 다양한 업무 수행
□ Ⅳ영역 :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 모두 저발전

Korea Development Bank

기능강화형

Korea(1) 1954년 정부전액 출자의 개발은행으로 출발,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충, 현
재 일반상업은행업무를 제외한 포괄적인 기업금융업무 수행, 2004년 증
권업 및 자산운용업 강화를 위해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의 자회사 확보
Kuwait Finance House
현 체제 유지형
Kuwait(1) 1977년 이슬람계 지원을 위해 설립, 현재 세계적인 이슬람계 은행으로
활약, 일반적인 상업은행업무 취급, 지분의 49%를 정부에서 보유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 of India(ICICI)

India
(2)

민영화형

55년 민간개발은행으로 출발, 69년 국유화(52%), 94년 종합금융기관, 98년
인도 증시 상장, 00년 NYSE 상장, 01년 Bank of Madura 인수, 현재 증권,
보험, 벤처금융, 자산관리 자회사 보유, 03년말 정부 지분은 8.99%에 불과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IDBI)

민영화형

1964년 인도중앙은행의 자회사로 출발, 1995년 단계적 민영화 및 종합금
융그룹화 추진, 2004년 상업은행으로 전환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종합금융(그룹)화형

Jordan(1) 73년 장기주택금융 은행으로 출발, 97년 상업은행으로 전환, 99년 현재
의 이름으로 변경, 현재 국내외 국가 및 정부 관련기관의 지분은 70.2%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종합금융(그룹)화형

1947년 개발은행(Rehabilition Finance Corporate)으로 출발, 195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1995년부터 모든 금융업무 취급, 정부의 전액출자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현 체제 유지형

1963년 정부계 상업은행으로 설립, 농촌지역의 개발 및 빈민 탈출을 위한
Philippines 지원에 주력
(3)
Philippine National Bank
민영화형(실패)
16년 정부 전액출자의 개발은행으로 설립, 89년부터 민영화 추진, 96년
정부계 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지위 변경(정부 지분 46%), 00년초 Lucio
Tan Group이 지분 68%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정부지분 16.58%), 00
년말 유동성문제로 정부지원, 02년 5월 추가 유동성 지원과 함께 정부
지분 참여(정부지분 16.58%→44.98%; Lucio Tan Group 68%→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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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DES를 포함 7개 은행
△
△
△
△
△
△
△

Banco Nac. Desenv. Economico e Social(1952) 연방정부 개발은행
Banco do Brasil S.A.(1808) 상업은행
Banco do Nordeste do Brasil S.A.(1952) 상업은행
Banco Nossa Caixa S.A.(1917) :구조조정후 정부계로 존속
BDMG : 구조조정후 정부계로 존속
BANRISUL : 구조조정후 정부계로 존속
BANESE

BANACRE를 포함 6개 은행
Brazil
(36)

현 체제 유지형

△ BANACRE
△ BEMAT

△ PRODUBAN
△ BANPARA

기능전환형(정부기관으로 전환)
△ DESENBANCO
△ BADESC

BANAP를 포함 8개 은행

청산․폐쇄형

△ BANAP, MINACAIXA, BANDERN, BDRN, CEE-RS, BERON,
RONDONPOUP, BANER

BEA를 포함 15개 은행
△
△
△
△
△
△

구조조정후 매각(또는 매각 예정)

BEA와 BANEB(BRADESCO에서 인수)
BEC
△ BANESTES
△ BEM
△ BEP △ BESC
BEG, BEMGE, BANESTADO, BANERJ (Itau에서 인수)
CREDIREAL(BRADESCO와 BCN에서 인수)
PARAIBAN, BANDEPE(ABN Amro에서 인수)
BANESPA(Santander에서 인수)

Nacional Financiera
Mexico(1)

현체제 유지형

1934년 개발은행으로 설립, 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지원, 자금은 국내외
시장에서 조달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DBSA)

현 체제 유지형

South
1983년 정부계 은행으로 출발, 1997년 SADC지역의 개발은행으로 기능 강
Africa(1)
화, 정부 전액 출자, 도매금융기관으로 개인으로부터 예금수취하지 않으며,
자금의 85%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
Honduras
(1)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tion Economic
1960년 개발은행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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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체제 유지형

<부록 2>

국가별 경제발전경로

□ 경제발전경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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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경로 ② : 해당 국가 없음
□ 경제발전경로 ③

□ 경제발전경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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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경로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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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경로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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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경로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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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경로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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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 은행의 주요 지표

<부록 3>

국

가

정부계 은행

자본금

총자산

Development Bank of Japan(DBJ)

5(25)

8

Shoko Chukin Bank

9(90)

9

Bank Nederlandse Gemeenten

5(144)

4

Nederlandse Waterschapsbank

8(310)

7

7(52)

7

BDPME

-

-

AFD

-

-

9(75)

9

Deutsche Ausgleichsbank (DtA)

24(272)

22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22(261)

18

Bayerische Landesbank

4(50)

5

West LB AG

9(74)

8

Deutsche Postbank

14(128)

13

Landesbank Rheinland-Pfalz

17(204)

16

6(58)

7

Bankgesellschaft Berlin

15(131)

10

Mediocrediti Centrale

13(210)

22

3(48)

3

-

-

10(504)

11

2(87)

1

Japan

Netherlands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
France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KfW)

Germany

Landesbank Baden-Wurttemberg

Italy

SanPaolo IMI
IRI

Canada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Singapor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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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정부계 은행

자본금

총자산

Mega Financial

7(218)

12

Land Bank of Taiwan

4(197)

3

-

-

7(359)

5

ETBA

-

-

ETEBA

-

-

Cyprus

Cyprus Development Bank

-

-

Korea

Korea Development Bank

3(116)

4

Kuwait Finance House

2(399)

2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 of India

2(267)

2

-

-

6(656)

6

5(655)

4

Philippine National Bank

4(584)

5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2(625)

2

Banco do Brasil

3(139)

1

12(684)

14

-

-

6(471)

3

2(320)

5

-

-

Taiwan
Thailand

Industrial Finance Corp of Thailand
Agricultural Bank of Greece

Greece

Kuwait
India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Jordan

Brazil

Banco do Nordeste do Brasil
다른 정부계 은행

Mexico

Nacional Financiera

SouthAfrica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Honduras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tio
자료 : 1) The Banker, July 2003

2) DBJ, CDC, KfW, DtA, Mediocrediti, KDB의 자료는 The Banker에
게재되지 않아 각행의 Annual Report 자료를 The Banker의 상응하는
순위를 기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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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tial Isomorphism of State-Owned Banks
Kim, Young-Shik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Differential Isomorphism of State-Owned Banks (SOBs)'
based on the isomorphism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the
transformation factors, processes, and types of SOBs in a concrete manner,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each SOB, which was established for similar purposes, exhibits either
isomorphic or differential pattern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First,

the

driving

forces

to

transform

SOBs

are

represented

as

technical

environment, systematic environment, and the capability of an individual bank. The
technical environment, an indicator of the degre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is
surveyed using two sectors composed of real economy and finance. The systematic
environ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ssessing the achievements of SOBs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accomplished their original missions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and thus concluding the SOB's future direction. The capability of
an individual bank implies the managing ability to keep pace with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the size of the bank, and the contribution to the domestic
economy.
Second, SOBs undergo a three-stage transformation. During the first stage, the
transformation is dependent on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path. In the second
stage, despite the same economic development path, countries apply varying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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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fluence on their SOBs in accordance to their unique economic policies. Finally at
the third stage, it is the capability of an individual bank which decides its
development path, in the case of multiple SOBs in a single country.
Third, after completing the three stages of development, the paths that SOBs take
can be categorized into eight types: privatization, financial holding company, functional
reinforcement, spin-off, preservation, merger, shift in function, and liquidation/closure.
The

first

four

types,

privatization,

financial

holding

company,

functional

reinforcement, spin-off, are considered positive(+) developments, and last two types,
shift in function and liquidation/closure, are negative(-) developments. The remaining
two types, preservation and merger, are neutral(0) outcomes.
After studying 85 SOBs of 20 countries, it is concluded that SOBs transform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en the GDP surpasses $20,000 or the ratio of domestic
credit/GDP surpasses 1.0, and the SOB or the country that chooses the appropriate
development path around the time can sustain its development.
It does not imply that SOBs have not changed in developing countries and do not
exist in developed countries, because the development path is thoroughly dependant on
the economic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apability of an individual bank.
In conclusion, all SOBs complete one of eight types of 'differential isomorphic'
developmental paths roughly based on th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paths, in
particular the level of re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 the attainment of
original objectives, governmental policy regarding SOB's future development, and its
capability.

Keywords : state-owned bank, isomorphism, differentiation, homogeneity, heterogeneity,
technical

environment,

systematic

institutionalism, de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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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capability,

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