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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금융위기는 은행이나 외환시장 등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위기는 보통 은행위기와 외환위기를 지칭하지만, 외채위기에서도

금융위기가 나타난다.

외채위기(debt crisis)는 어느 나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외채의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국가파산(sovereign default)을 선언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외환위기(foreign 

exchange crisis)는 단기간에 환율이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을 말하고, 환율위기(exchange rate crisis) 또는 통화위기(currency 

crisis)라고도 한다. 은행위기(banking crisis)는 은행시스템이 불안정해지거나 은행이

파산하여 금융중개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외채위기, 외환위기, 은행위기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쌍둥이 위기(twin crisis),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세쌍둥이

위기(triple crisis)라고 한다.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진다.1

1997년의 한국에서는 심각한 외환위기에 처한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갑자기 회수함에 따라 외환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많은 회사들이 퇴출되고 경기 불황이 심각해졌다.

2008년의 미국에서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2007년부터 이어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갔다. 오랜 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1 김신행·김태기, 국제경제론, 2016, 602~6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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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거품이 커졌으며, 서브프라임 대출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투자로 위험이 급증한 상황이었다. 모기지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정부보증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연방주택금융국의 보호아래 들어갔다.

이 보고서에서는 11년 간격으로 일어난 한국의 외환위기와 미국의 금융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기 이전에 경제상황이 어떠했는지,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위기 이전의 거시경제 흐름

1. 한국

GDP 성장률이 1993년부터 4년간 평균 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1997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비교적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97년 말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1998년 GDP 성장률은 -6.9%였다.

경상수지는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996년부터 반도체 시장이 침체

되고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여 수출이 어려워지자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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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의 환율 시스템은 제한적 변동환율제도였으며 환율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정부가

개입하여 원화의 가치를 일정한 수준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일일 환율변동 제한을 폐지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게 되었다.

은행은 장단기 외채를 유치하고 기업은 부채를 늘려 규모를 키워놓았다.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급을 보증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경제위기가 전파되자 외국인은 만기도래 외채를 서둘러 인출하고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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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이어졌다. 기업들의 지나치게 높은 부채규모는 외환위기가 진행되며 많은

기업의 도산 원인이 되었다.

2.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은 2004년 3.6% 이후 매년 조금씩 하락하였으나 2007년 이전까지는

위기를 암시할만한 하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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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전까지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뿐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었다는 점도

한국과 비슷하다. 2006년의 미국 경상수지는 사상 최고 수준의 적자상태였다. 2002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누적되면서 달러화도 동반 하락하였다. 

한국과 달리 미국 금융위기에서 외채 문제는 크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국내의 가계대출

및 단기차입 문제가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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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기 발생원인

1. 한국

대외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위기가 한국에 전염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우려하여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해감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대부자 역할 맡았던 일본계 상업은행이

동남아시아 위기가 발생하자 투자손실을 우려해 한국에서도 갑자기 대출을 회수하여

위기가 심화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재벌기업의 과도한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으로 금융기관들은 대출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라는 안전장치를 갖고 재벌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2

2. 미국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와 파생된 부채 급증이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집값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주택 가격 상승은 대출을 더욱 증가시켰는데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 보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증권화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나 채권을 분류하여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MBS, CDO, CDS의 형태로

증권화되는 과정을 보면, 모기지 대출기관은 주택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 회사에

                                        

2 국제금융연구회, 글로벌 시대의 국제금융론, 2006, 259~2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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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자산유동화 회사는 모기지 채권을 다시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증권화한다. 

MBS는 다시 다른 금융상품들과 함께 결합되어 부채담보부증권(CDO) 형태로 재증권화

되고, 이 증권은 다시 다른 증권을 발행할 때 다른 담보로 활용된다. 

증권화 과정에서 불량채권에 우량채권을 섞어 새로운 증권의 신용도를 높이고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부도스왑(CDS)을 매입하여 채권의 신용도를 높였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CDS를 시장에 유통시켰다. CDS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채권이 부도가 나면, 누가 그 부담을 져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파생상품이

제3자에게 판매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매우 불투명해졌다.3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세계적 파급 효과를 가져 미국발

금융위기가 된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염효과로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내의 주택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대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연체가

증가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유발한 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 대출기준 완화, 암묵적 지급보증인데 모두 미국 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Ⅳ. 위기 대응과정

1. 한국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거시경제 정책 및 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1997년 12월부터 실시된 IMF 프로그램은 경제를 회생시키는

목적보다는 환율안정과 외환보유고 확충에 목적을 둔 정책 위주였으며 고금리 정책과

함께 환율 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 김신행·김태기, 국제경제론, 2016, 6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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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정책은 경상수지 개선, 외자유입 촉진, 자본유출 억제가 목적이었다. IMF는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외환 확보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긴축통화정책을 사용해 총수요를 억제하고 수입 감소를 유도하여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고금리 유지로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자본유출을 억제하고자 했다.

환율 변동폭 제한 철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것은 정부 개입의

영향이었다. IMF는 정부 개입이 원화 가치를 왜곡한다고 보고 환율변동폭에 제한을

없애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결국 원화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고금리 정책은 환율 안정과 외환 보유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한국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했을 때 부채 상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되어

많은 기업들을 도산 위험에 노출시켰다.

1998년 4월 IMF 프로그램이 개정되었다. 주요한 경제지표들인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외환보유고가 회복되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전 목표는

환율안정과 외환확보였다면 새로운 목표는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었다.

환율과 외환의 안정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을 이루었다고 본 IMF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고금리 정책을 중단한 것이다. 금리 인하로 소비와 투자는

증가했고 경기는 회복되었으며 원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져 물가도 비교적 안정되었다.

2. 미국

한국에서 외환위기 직후 IMF 권고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긴축 운용했던 것과

반대로 경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확보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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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의 개념이 따로 없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금융위기 직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춘다. 대출 상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대한 적게 하고자 한 것이다. 통화정책을 극단적으로 확장하여 운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총 7,870억 달러의 재정을 민간에

투입하였다.4

Ⅴ. 구제금융자금

1. 한국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다. 

공적자금 지원 방침은 IMF 및 IBRD와의 협의를 거쳤다. 조성된 공적자금 총액은 당시

한국 GDP의 13%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사용처

(단위 : 조원)

구분 예금보험공사 증자지원 등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매입

은행 27.9 17.3

제2금융권 15.6 3.2

지원실적총계 43.5 20.5

                                        

4 김인준·이영섭, 국제경제론, 2013, 387~388p



11

외환위기 당시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을 감안하면 구제금융자금 규모는 매우 컸다. 

그것은 많은 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 급증한 부실채권이 큰 이유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악화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했다.

2. 미국

2008년 10월 금융기관 부실자산 매입이나 보증을 위해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를 조성한다. 이는 당시 미국 GDP의 5% 수준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더 적었고 재정확장으로 재정적

여유가 부족했으며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기업의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기를 회복시키고 유지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MF의 권고에 따라야 했던 한국은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야

경기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구조조정과 경기회복,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5

Ⅵ. 결론

1997년의 한국 외환위기와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는 공통적인 발생 원인을 보인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지급 보증하고 대출 기준을 완화 했으며 그에 따라 차입이 과도하게

발생했다. 한국은 금융기관 해외차입으로 기업 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이었고 미국은

모기지 시장을 통한 가계대출로 집값이 위험한 수준이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5 성태윤·박기영·김도연,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2011, 20~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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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점도, GDP 성장률 등을 지표를 감안할 때 불황이 경제위기를 예측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위기의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자금을 지원받으면서 IMF의 권고에 따라야만 했으므로 정부 주도하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었으나 미국은 온전히 정부의 주도 하에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의 확보,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 환율의 안정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는 IMF의 판단 하에 내수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의 경제정책을

선택했다. IMF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 단기간 내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경기회복을 보이며 위기를 비교적 빠른 시간 내 벗어났으나 고금리 정책과 환율정책

변화로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은 정부 주도하에 경기회복을 우선시하며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용하였다. 저금리기조가 유지된 상태에서도 가계 및 기업이 도산하는 위험을 막고자

금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낮추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여 경기가

더 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 연쇄 부도를 막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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