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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o 정부는 외환부족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외자조달방안 

    을 검토.추진중인바 

 

    - IMF 자금지원 Program에 따라 주요 선진국이 필요시 지원하기로 한 

      자금(제2선자금)을 조기에 도입하고 

 

    -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채무를 중장기 외화채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o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므로 

 

    - 금번 임시국회에 국가의 지급보증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 

 

 

1. IMF Program에 의한 선진국 제2선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가. 배경 

 

    o 당초, IMF 자금지원 합의시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우선적으로 외화자금을 지원하되(제1선 자금) 

 

      - 주요 선진국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추이를 보아 추후 필요시 

        지원(제2선자금)하기로 하였음. 

 

        * 제1선자금 : 350억불(IMF 210억불, W.B 100억불, ADB 40억불) 

 

        * 제2선자금 : 233.5억불(일본 100, 미국 50, 독.영.불.이 50, 벨 

                      기에.네델란드.스위스.스웨덴 12.5, 호주 10, 카나 

                      다 10, 뉴질랜드 1) 

 

    o 정부는 선진국 지원자금의 일부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고 주요 선진 

      국과의 협의중인바, 선진국들은 

 

      - 중앙은행간의 SWAP 방식으로 차입토록 하되 

      - 동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해 줄 것을 제의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금번 국회에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임. 

 

  나. 국회보증동의 요청내용 



 

    o 채권자 : 외국의 중앙은행 

 

    o 채무자 : 한국은행(중앙은행간 SWAP 방식) 

 

    o 보증한도 : 80억불(제2선 지원자금 233.5억불의 1/3 수준) 

 

    o 보증기간 : 3년 이내 

 

    o 보증대상 : '98년도에 차입하는 외화채무 

 

     * 정부의 지급보증 사례 

 

      - 멕시코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 대신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 

        의 석유수출대금을 미국의 연방은행 구좌로 송금하여 현금담보를 

        제공 

 

2. 외국환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가. 배경 

 

    o 지난 '97년 제186회 임시국회에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 

      가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음. 

 

      - 채무자 : 국내은행(한국은행 제외) 

      - 보증액 : 2백억불 이내 차입금(잔액기준) 및 그 이자 

      - 대상채무 : '97-'98년중 발생하는 3년 이내 대외외화채무 

 

    o 그동안 정부는 각 금융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만기 연장하는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오고 있는바 

 

      - 대부분의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채무의 만기 

        연장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보증토록 요구해 오고 있음. 

 

        * '98년중 만기도래하는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액이 250억불을 초과 

 

    o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의 단기채무를 중장기 채무로 연장 

      하는 방안 등 우리 경제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부보증방안을 다각적 

      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 대외채무 만기연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 

        대외채무 보증한도의 확대 동의 요청을 하게 된 것임. 

 

  나. 국회 보증동의 요청내용 

 

    o 채권자 : 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o 채무자 : 외국환은행 



 

    o 대상채무 : '98년에 발생하는 5년 이내 외화채무 

 

    o 보증액 : 70억불(이자 별도) 

 

     * 2백억불에 추가하여 70억불 지급보증 요청한 근거 

 

      - 보증수요(A) : 260-270억불 

 

        . '98년중 만기도래 금융기관(해외지점 포함) 단기차입(기간물) : 

          250억불 

 

        . GSM 자금 지급보증 : 10-20억불 

 

          * GSM 자금 : 미국의 상품신용공사가 자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3년 이하 무역신용 

 

      - 기 정부보증 동의액(B) : 200억불 

 

      - 추가 보증수요(A-B) : 60-70억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