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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책임관료 26인 

l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Ÿ 2001.3.28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 변경

- 부실의 온상으로 지목된 신용금고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익기반 악화에 따른 부실을 해

결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다. 그러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도록 법·제도적으

로 수익 기반을 마련해 주었어야한다. 향후 십년 가까이 이어질 정책실패의 시작

Ÿ 2005.11.21 8·8클럽 선정과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폐지

- 예금보험공사가 위험성 경고했으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8·8클럽 선정하고 동일인 대

출금액 한도 폐지, 이후 PF대출 급증의 원인을 제공 함.

Ÿ 2008.8.21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 (M&A)

-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

은행이 인수합병 하도록 인센티브 부여했으나 오히려 우량저축은행 까지 부실화 시켜

Ÿ 2008.12.3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채권 캠코 매각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산관리공사에 부실PF대출 채권 3년간 숨겨 놓도록 해

사회적 감시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은 하지 못한 채 부실은 부실대로 심화 시켜

Ÿ 2011.7.4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 대출 채권 사후 정산 기간 연장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사후정산기간 연장해 또다시 부실 숨겨, 13년 말부터

사후정산기간도래, 사실상 저축은행 감당 불가 위기 다시 시작될 가능성 여전히 높아.

l 책임관료 26인

Ÿ 5대 정책실패 주도한 관료 중 11명이 2011년 초 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현직에 있었음에

도 책임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유일하게 파면 당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책

아닌 비리로 인한 것.

Ÿ 현직 10명, 요직 차지 한 채 금융산업·시장 좌지우지, 명백한 정책실패에도 더 막중한 임무

를 맡아 왔을 뿐 아니라 감독기구간 견제 원칙 무시한 채 인사배치 되기도 해

Ÿ 책임관료 26인 중 로펌이나 금융기관에 재직중이거나 거쳐간 관료는 모두 7명으로 지난해

강화된 규정 이전의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l 책임지지 않는 관료,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

Ÿ 정책 실패 관료, 정책라인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구 간 견제·독립성 고려해 인사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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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5천만원초과 후순위채

예금자수 금액 채권자수 금액

1 삼화 1.14 4,958 2,843 617 255

2 부산 2.17 13,373 7,759 1,715 594

3 대전 2.17 2,851 1,514 52 80

4 부산2 2.19 9,073 5,030 1,079 381

5 중앙부산 2.19 1,190 643 40 77

6 전주 2.19 709 403 0 0

7 보해 2.19 4,155 2,392 1 100

8 도민 2.22 1,184 699 45 27

9 경은 8.5 271 36 191 71

10 제일 9.18 6,683 353 1401 537

11 제일1 9.18 1,812 28 549 200

12 프라임 9.18 2,108 95 529 244

13 대영 9.18 634 7 237 101

14 토마토 9.18 10,480 755 4789 1100

15 에이스 9.18 3,555 307 0 0

16 파랑새 9.18 494 15 45 50

　 합계 63,530 22,879 11,290 3,817

들어가며

◎ 2011년,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하여

1. 경과 및 피해상황

Ÿ 2011년 벌어진 1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는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검찰 조사를 통해 각종 부패·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금융기관 등의 전

방위적 도덕적 해이가 만천하에 공개 되었다.

Ÿ <표1>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피해자는 약 7만 4천여 명에 이르며 금액

은 무려 2조 6천억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 중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6만 3천여 명에 금액

은 2조 2천억 원 가량이며,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총 1만 1천여 명에 금액은 3천 8백억 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11년 16개 저축은행 피해자 수 · 금액 현황(억원,명)

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저축은행 피해자구제법안 정무위 검토보고서> 재정리

2.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Ÿ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1. 감독 및 감독체계의 문제 2. 관련자들의 비위행위 3. 금

융 정책실패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감독체계 문제는 1)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수립․감독실행․사후관리를 모두 하고 있어 상

호 견재와 책임 분담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전혀 구현되지 못한다는 것과 2)금융감독이 금

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해 있고 소비자보호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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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행 사태에서도 저축은행 들은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을 높여 8·8클럽에 들기 위해 고

위험 채권인 후순위 채권을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했다. 만약 금융감독이 건전성

감독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위험 후순위 채권이 이렇게 늘

어날 때 까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관련자들의 비위행위는 <그림1>과 같이 저축은행을 둘러싼 대주주·차주·내부직

원·브로커·금감원직원·경영진 사이에서 전 방위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1> 저축은행 불법행위 유형

주) <저축은행 비리사건 2차수사결과>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 2012.2.7

Ÿ 이 같은 감독 및 감독체계의 문제와 관련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결과는 기대에 미치

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감독혁신TF을 결성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직·인사가 개편되었으

며, 대검찰청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사태 해결에 나서는 등 공론의 장에서

각종 문제제기가 이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금융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4호6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과 문제제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3. 저축은행을 둘러싼 정책실패, 그리고 책임규명 

Ÿ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의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

회에서는 지난해 6월 29일부터 45일 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시작부터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물어

야 할 국회가 지난해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는 동안 한 일이라고는 4월 20일 전·

현직 경제·금융 당국 수장을 불러 모아 보여 주기 식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6월 국정조사

파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효성은 없고 논란만 가득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

은 것이 전부다.

Ÿ 금융정책의 실패를 분명히 하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은 경제 관료들이 수차례 정책 실패

를 거듭하면서도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어 국민경제 전반에 결코 좋

지 않은 결과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하고 확대 시킨 정책 실패를 선정하고 이 같

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관료들을 공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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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신 28,605 27,236 25,624 22,635 18,802 20,007 22,477 26,943 32,640 36,610

여신 28,116 28,136 21,878 18,648 15,700 15,963 19,199 24,336 30,165 34,732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 저축은행 부실 초래한 5대 정책실패

1. 2001.3.28 상호신용금고 명칭 상호저축은행 으로 변경 

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산업은 부실이 심화되어 산업 전반에 걸쳐 큰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의 전신인 신용금고는 97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67개가 인가취소 되었고 26개의 금고가 합병되었으며, 25개의 금고가 계약이전 되는 등 큰 폭

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차 신용금고의 자금이 유용되는 등 불법행

위가 이루어져 2000년 11월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용금고가 이와 같은 부실에 처하게 된 것은 각종 위법 행위가 신용금고를 통해 이루어 졌다

는 점과,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금융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수익기반으로 삼고 있던 서민·영

세상공업자들에 대한 금융 업무에 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사업영역이 줄어

들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2001년 3월 금융당국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

도록 한 것도 부실의 온상으로 지목된 신용금고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익기반 악화에 따른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실제로 <표2>을 보면, 시행된 2002년 3월 1일부터 저

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신용금고의 수ㆍ여신은 감소추세에서 급속히 반등했다.

<표2> 저축은행 수·여신 추이(십억원)

주)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

그러나 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꾼다고 해서 영업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과 중

소기업관련 금융에서 우위를 잃은 신용금고의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결코 아니었

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약화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금융당국은 그때

마다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된다. 금융당국이 2001년에 신용금

고가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것은 향후 십년 가까이 이어질 정책실패의 시작인

것이다. 당시 부실과 수익기반 악화로 위기가 찾아온 신용금고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도록 법·제도적으로 수익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면 적어도 수 만 명의 피

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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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0306 0406 0506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대출 잔액(조 원) 1.3 2.8 4.0 6.3 11.6 12.1 11.5 11.8 12.4

전년 동기 대비증감율(%) 116.7 115.4 42.9 57.5 84.1 4.3 (5.0) 2.6 5.1

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계자금_값 7,945 8,621 8,987 7,625 7,112 7,034 6,857 7,365

공공 및 기타_값 484 517 613 626 647 430 976 1,533

기업자금_값 12,979 17,090 21,611 28,637 35,730 43,203 49,183 53,477

계 21,409 26,230 31,212 36,889 43,490 50,667 57,017 62,377

2. 2005.11.21 8·8클럽 선정과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폐지

2005년 9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

황’ 자료를 발표해 저축은행의 PF 대출규모가 ’05.6월말(FY’04.말) 현재 전회계연도말(’04.6월말)

에 비하여 44.7% 증가 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PF는 경기변동에 민감

한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부동산정책 및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 현재의 시장여건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높은 수익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기존 PF 연

체율이 상승추세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여 기 취급한 PF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했다.

<표3> 저축은행 PF대출 잔액 추이

주) 2002년 6월~2005년 5월 <상호저축은행의 PF현황> 예금보험공사, 2005년 12월~2010년 12월 금감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정책을 담당하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2005년 11월 ‘제로베이

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해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8·8클럽)의 저축

은행을 우량저축은행으로 규정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80억 원)를 폐지하도록 해 이듬해 8월부터 정책을 시행 했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이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큰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예보 등으로부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PF대출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

에서 재정경제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

라 당시 이러한 조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입

법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표4>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최근 약 7

년 동안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에는 소홀히 하고 기업자금 대출에 매진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표4> 저축은행 용도별 대출채권 잔액 추이(십억원)

주) 금감원 금융정보통계 시스템

뿐만 아니라 8ㆍ8 클럽이라는 일종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2006년에 이르러 전체 저축

은행 수의 절반에 이르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절반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8·8클럽은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한 기준으로는 선별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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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지난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

다. 금융당국은 2002년 명칭변경에 이어 2005년 8·8클럽 정책에서도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

는 수익모델을 추구하도록 근본적인 정책이 설립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부

실을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중요한 원인

이 아닐 수 없다.

3. 2008.8.21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 (M&A)

앞서 본 바 와 같이 고유한 수익기반을 잃고, 업권 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저축은

행은 적어도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전성악화와 경영난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는 2008년 8월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발표

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본력 및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

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명목 하에 M&A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부실 저축은행이 우량 인수자에게 인수되어 정상화된 경우, 인수자가 정상화를 위

해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최대 5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수된 저축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받은 경우에만 적용

하고 있는 자기자본 특례 인정 대상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권이 이전된 부실 저축

은행도 추가하였다. 더불어 부실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부실저축은행이란 적기 시정조치를 받고 있거나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금융 산업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지급불능 사유가 있거나 유동성 부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가

적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적기 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파산과 이에 따른 금

융시스템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미 드러난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을 우

량저축은행에게 전가토록 한 것은 금융시스템의 부실화를 오히려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는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에 M&A를 유도하면서 부실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년 3월 17일에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시

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자료에서 “금융위원회는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M&A를 승인할 때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없이...(중략)...M&A를 승인하고 있어 해당 상호저축은

행의 부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해...(중략)...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

원은 특히, “부실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BIS비율을 왜곡하고 있는데도

검사소홀로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되어 부실규모가 크게 증가 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문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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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장 기준 금액 기준

자체분류(a) 조사결과(b) 증감(b-a) 자체분류(a) 조사결과(b) 증감(b-a)

정 상 580 447 △133 80,592 67,044 △13,548

주 의 180 263 83 32,245 39,926 7,681

악화우려 139 189 50 9,263 15,130 5,867

계 899 899 - 122,100 122,100 -

구 분
사업장 기준 금액 기준

08.6월말 09.12월말 증감 08.6월말 09.12월말 증감

정 상 447 (49.7) 177 (24.8) △270 67,044 (54.9) 33,158 (26.5) △33,886

보 통 263 (29.3) 248 (34.7) △15 39,926 (32.7) 52,695 (42.2) 12,769

악화우려 189 (21.0) 289 (40.5) 100 15,130 (12.4) 39,089 (31.3) 23,959

계 899 (100.0) 714 (100.0) △185 122,100 (100.0) 124,942 (100.0) 2,842

검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내렸다. 즉,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오래 묵은 과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기 보다는

부실이 커질 것을 알면서도 저축은행 부실을 폭탄 돌리기 식으로 우량저축은행에 넘겨 무마하

려 한 것이다. 따라서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이 M&A하도록 한 것은 그 결정 자체는

물론이고 과정 또한 미흡한 대표적 정책·감독 실패 사례다.

4. 2008.12.3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채권 캠코 매각 

2008년 8월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PF 사업장의 부실이 심화되어 결국 PF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저축은행의 사정은 나아 질 리 없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표5>와 같이

PF사업장 전체 899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2008년 11월에 발표하

였다. <표6>에도 드러나듯이, PF 금액기준으로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곳은 55%, 사업장

기준으로는 50%에 불과했다.

<표5>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개, 억원)

주)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 방향, 금융위ㆍ예보ㆍ금감원 2008.11

PF대출 사업장의 부실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결국 저축은행으로 부실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

도록 두 차례에 걸쳐 캠코(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 자금을 통해 각각 5,000억 원, 1조 2,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표6>에서와 같이 PF사업장의 부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 되었다. 따라서 결국 2010년 6월 캠코가 3조 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

다.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매입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면서, 캠코가 부실채권을 3년 내에 정리

하지 못하면 저축은행들이 PF 채권을 되사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부실을 털어준 것이 아니

라, 잠시 감춰 둔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 이같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은 투입, 관리, 회

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등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6>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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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수시기)

인수 정리 보유 정산기간
비고

사업장 채권액 사업장 채권액 사업장 채권액 변경전 변경후

1차(08.12) 48 5,023 21 2,252 27 2,771 11.12.30 13.12.30 2년 연장

2차(09.03) 60 12,416 10 809 50 11,607 12.03.18 14.03.18 2년 연장

3차(10.06) 260 37,513 14 1,202 246 36,311 13.06.30 15.06.30 2년 연장

4차(11.06) 116 18,911 - - 116 18,911 16.06¹ 5년 만기

합계 484 73,863 45 4,264 439² 69,599

주)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금융위ㆍ금감원ㆍ캠코 2010.6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한 결정 자체 뿐 아니라 과정상 매입 기준도 문제로 드러났다. 부실채권

의 2차 매입과정에서 매입 시 2010년 6월에 했던 사업성 평가 조사 후 수개월 만에 1조원의 부

실채권이 추가로 발생(사업성 평가 당시 2.8조원)하거나, 부실채권의 법적 매입기준인 금융기관

의 건전성이 아닌 사업성을 평가하여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내포하

고 있다. 이미 심화된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부터 해결하지 않고, ‘세금을 투입해서 부실 저축

은행을 구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잠시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하면서, 부실은

부실대로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책임도 묻지 못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5. 2011.7.4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 대출 채권 사후 정산 기간 연장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축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은 매각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가 3년 내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저축은행

들이 해당 채권을 환매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은 그 기간 동안 대손충당금을 분할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연착륙 시키겠다며 사후정산기간

을 3년에서 4.5~5년으로 연장해 준바 있다. 정산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시한은 <표7>과 같다

<표7> 저축은행 부실PF채권 매입 및 보유 현황(’11년6월말) (단위 : 개, 억원)

¹ 구조조정기금 운용시한 연장 전제 ² 중복사업장 포함

주) 캠코,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방안의 문제점 박선숙 의원 2011.9에서 재인용

관련하여,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자

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대출 채권의 매각회수율은 전체의 0.68%에 불과한 것으로 드

러남.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저축은행들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와야 할 지경인 것인 것이다. 또,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고스란히 부실 PF대출 채권을 가져와야 할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총 자기자본의 61%를 추가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만에 하나

라도 개별 저축은행 중 충당금 적립을 못한 상황에서 정산기간이 도래한다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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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

은 ‘저축은행별 캠코 매각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감사보고서상 공시내용 바탕으로 구성)’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기준 총 58개 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의 매각 원금

은 4조 8,054억 원 인데, 개별 저축은행이 적립한 충당금 적립액은 매각원금의 18%인 8,612억

원에 불과하다. 부실PF대출의 사후 정산이 201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 했

을 때, 1년 반 내에 저축은행들이 충당금을 모두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렇다고 해서 캠코가 부실PF채권을 모두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2013년 말이 도래하면, 또다시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다시 줄줄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

릴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축은행 들은 최근에도 고유 사업영역 개발을 포함,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이 부실PF 대출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

은 위기를 또 다시 해결하지 못한 채 잠시 뒤로 미뤄 둔 것일 뿐만 아니라 위기를 오히려 확

장시킨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해, 지난해 16개의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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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명칭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관련 부처 근거 자료 내용 대상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와그

소속기관직제

재정경제부(제3조)

-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화

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

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장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제13조)

-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종합금융·서민금융 및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

의 수립

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부와그

소속기관직제 시

행규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제6조③)

-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금융정책과장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제64조의2)

-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금융감독위원장

-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2조)

위원장

감독정책2국

감독정책2국에 증권감독과·보험감독과 및 비은

행감독과를 둔다.(제7조②)

감독정책2국장

비은행감독과장

상호신용금고업·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종

합금융업의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⑤의1)

비은행감독과장

2.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폐지
관련 부처 근거 자료 내용 대상

실패한 저축은행 정책에 책임 있는 관료 26인

◎ 실패한 저축은행 정책에 책임 있는 관료 26인

1. 저축은행 5대 정책 실패 담당 관료 선정 기준 및 대상   

앞선 정책 실패를 다시한번 정리하면 1.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명칭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2.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폐지 3. 2008년 8월 21일 저축

은행 자율 구조조정 (M&A) 4.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 PF 대출 캠코 매각 결정 5. 2011년 7

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 PF 대출 사후정산 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각 시기별 관련 법령 및 직제에 따른 관료 대상은 <표8>과 같다. 단,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

수법인으로 내부기구 등을 선정하는 직제나 법률이 공시되지 않는 만큼, 시기별로 발표한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표8>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시기별 책임 있는 관료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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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와그

소속기관직제

재정경제부(제3조)

-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화

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

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장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제13조)

-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종합금융·서민금융 및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

의 수립

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부와그

소속기관직제 시

행규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제6조③)

-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금융정책과장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제64조의2)

-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금융감독위원장

-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2조)

위원장

감독정책1국

- 감독정책1국에 감독정책과·은행감독과 및 비

은행감독과를 둔다.(제6조①)

감독정책1국장

비은행감독과장

- 상호신용금고업·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

종합금융업의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

에 관한 사항

(제6조⑤의1)

비은행감독과장

3. 2008년 8월 21일 저축銀 M&A

4. 2008년 12월 3일 부실 PF 대출채권 캠코 매각
관련 부처 근거 자료 내용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둔다.(제3

조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

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① 및 ②)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서비스국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

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제13조③)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서민금융과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

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제10조⑤)

중소서민금융과

장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

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제24

조①)

-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

할한다.(제30조①)

원장

<금융감독원,금

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조직으로

탈바꿈> 보도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

(결제단계:팀원→팀장→국장→본부장→원장)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사 감독 및 검

사

본부장(부원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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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2008.4.25)

<저축은행 PF대

출 사업장 실태

조사결과>보도자

료（2008.12.3)

저축은행 서비스 국 국장

5.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 PF 대출 사후정산 기간 연장

관련 부처 근거 자료 내용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둔다.(제3

조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

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① 및 ②)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서비스국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

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제13조③)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서민금융과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

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제10조⑤)

중소서민금융과

장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

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제24

조①)

-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

할한다.(제30조①)

원장

<금융감독원쇄신

을위한조직개편

및부서장인사실

시 > 보 도 자 료

(2011.4.28) 및

<하반기상호저축

은행경영건전화

추진방향>보도자

료(2011.7.4)참조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저축은행검사 담당 부원장보

저축은행 감독국 국장

당시직책 성 명 당시직급 근무기간 현재소속 현 직책(급)

1.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변경

재

정

경

1 장관 진념 장관급 01.1~02.4 KPMG KOREA 고문

2. 저축은행 5대 정책 실패 책임 관료 명단

- 위의 관련 법령 및 직제에 따라 참여연대는 당시 책임자와 직책 그리고 현 소속 및 직책을

정보공개청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9>와 같다.

<표9>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책임 관료 및 현 소속·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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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2

금융정책

국장
변양호 이사관 01.4~04.1 보고펀드(PEF) 대표

금

융

감

독

위

원

회

3 위원장 이근영 장관급 00.8~03.3 법무법인 세종 고문

4
감독정책

2국장
이우철 이사관 01.2~02.3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부

회장

5
비은행감

독과장
서태종 서기관 01.2~0.3.7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2.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폐지

재

정

경

제

부

6 장관 한덕수 장관급 05.3~06.7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대사

회장

7
금융정책

국장
임영록 이사관

05.2~06.1

0
KB금융지주 사외이사

8
금융정책

과장
추경호 부이사관 05.2~06.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

융

감

독

위

원

회

9 위원장 윤증현 장관급 04.8~07.8 尹경제연구소

10
감독정책

1국장
박대동 이사관 04.1~07.3 한나라당

당협 운영위

원장

11
비은행감

독과장
이해선 서기관 05.1~06.2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정책관

3. 2008년 8월 21일 저축銀 M&A
4. 2008년 12월 3일 부실 PF 대출채권 캠코 매각

금

융

위

원

회

12 위원장 전광우 장관급 08.3-09.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3 부위원장 이창용 차관급 08.3-09.1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

스트

14
금융서비

스국장
김광수 고공단 08.3-09.12 - 파면

15
중소서민

금융과장
우상현 서기관 08.3-09.1

주제네바대표부

CFC(상품공동기금)

재정경제관

겸임이사

금

융

감

독

원

16 원 장 김종창 임원 08.3～11.3 퇴 직 ―

17 부원장보 양성용 임원 07.8～10.8 (주)바오스 사외이사

18

저축은행

서비스국

장

김 원 이시관 08.6～09.3 - -

5.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 PF 대출 사후정산 기간 연장

금

융

위

원

회

19 위원장 김석동 장관급 11.1~ 현직 현직

20 부위원장 신제윤 장관급 11.3~11.9 기획재정부 제1차관

21
금융서비

스국장
고승범 고공단 1.5~12.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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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소서민

금융과
배준수 서기관 09.5~12.2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금

융

감

독

원

23 원 장 권혁세 임원 11.3~ 현직 -

24 부원장 주재성 임원 11.4~ 현직 -

25 부원장보 신응호 임원 11.4~ 현직 -

26
저축은행

감독국장
안종식 이사관 11.4~ 현직 -

성 명 이력 변동 사항

진념

KPMG KOREA 고문

2005년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2004년.03 열린우리당 입당

2004년~ LG전자 사외이사

2003년~ 서정법무법인 고문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지사후보

2002년 서강대 경제대학원 초빙교수(위촉)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변경

2001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변양호

2005년~ 보고펀드 공동대표

2004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1급)

2004년 재정경제부 이사관(본부대기)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변경

2002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이사관)

이근영

2004년~ 세종 고문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변경

2000년~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원장

이우철

2012년.02~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부회장

2010년.11~ 국제보험회의 대사

2008년.12~2011년.12 제31대 생명보험협회 회장

2005년~2008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04년~2005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03년~2004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변경

1998년~2002년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실장, 감독정책2국 국장

서태종

2012년.3~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2011년~2012년.3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2007년.7~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 감독정책과 과장

2007년.3~2007년.6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 과장

2006년.7~2007년.3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2006년.1~2007년.7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조사기획과장

2005년.8~2005년.12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기획과 과장

2003년.7~2005년.7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해외파견)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변경

2001년.2~2003년.7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비은행감독과 과장

한덕수

2012년 제28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2009년-2012년 주미한국대사관 대사

2008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007년-2008년 제3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표9>와 같이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료는 총 26명이며, 해당 정책 수립·추

진이후 이력변동사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책임 관료 이력 변동 사항1 <● : 5대 정책실패 입안·추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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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여신한도 규제 폐지

2005년-2006년 제5대 재정경제부 장관

임영록

2011.03~ KB금융지주 사내이사

2010.08~ KB금융지주 사장

2007년-2008년 재정경제부 제2차관

2007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2006년 재정경제부 차관보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여신한도 규제 폐지

2005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추경호

2011년.0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0년.04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공사참사관

2005년.10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과장(부이사관)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여신한도 규제 폐지

2005년.02~2005년.10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과장(서기관)

윤증현

2011년.12~ 尹경제연구소

2009년-2011년 제2대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자문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여신한도 규제 폐지

2004년-2007년 제5대 금융감독원 원장

2004년-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박대동

2011년 한나라당 울산 북구당협 위원장

2010년 CJ제일제당 사외이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코스모투자자문 사외이사

2008년-2009년 제6대 예금보험공사 사장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여신한도 규제 폐지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이해선

2012.02~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2009~2012.02 금융감독원 기업재무구조개선단 국장

200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2007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과장

2006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과장

2005년 11월 21일 8·8클럽 선정과 여신한도 규제 폐지

2005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비은행감독과 과장

전광우

2009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09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08년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 부실PF대출 캠코 매각 결정

2008년 8월 21일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M&A)

2008년-2009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연구부

2009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단장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 부실PF대출 캠코 매각 결정

2008년 8월 21일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M&A)

2008년-200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2011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파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2009년-2011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 부실PF대출 캠코 매각 결정

2008년 8월 21일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M&A)

2008년-2009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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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현

2010-2011 CFC(상품공동기금) 겸임이사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 부실PF대출 캠코 매각 결정

2008년 8월 21일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M&A)

2008년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김종창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 부실PF대출 캠코 매각 결정

2008년 8월 21일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M&A)

2008년-2011년 제7대 금융감독원 원장

양성용

2010.11 (주)바오스 사외이사

2010년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 부실PF대출 캠코 매각 결정

2008년 8월 21일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M&A)

2007-2010년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김 원

2009년 예금보험공사 이사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 부실PF대출 캠코 매각 결정

2008년 8월 21일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M&A)

2008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

김석동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PF대출 사후정산기간 연장

2011년.1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2011년.9~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PF대출 사후정산기간 연장

2011년.3~2011년.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승범

2012년.0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PF대출 사후정산기간 연장

2010년.05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배준수

2012년.2~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PF대출 사후정산기간 연장

2009년.5~2012년.2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주재성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PF대출 사후정산기간 연장

2011년.4~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응호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PF대출 사후정산기간 연장

2011년.4~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안종식
2011년 7월 4일 캠코 매각한 부실PF대출 사후정산기간 연장

2011년.4~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장

- <표10>의 이력 변동사항을 보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5대 정책실패 담당자 26명 중 저축

은행 영업정지가 본격화된 2011년 2월 당시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총 11명이 금

융당국에 관료로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진 관료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파면을 당하기는 했으나, 비위행위가 드러난 데에 따른 것으로 정

책실패에 책임을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현직에 남아 있는 관료는 총 10명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05년 8·8클럽 선정

과 동일인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하여 저축은행이 PF대출로 인해 부실이 급속히 심화되는 정책

을 입안하고 추진할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된 2011년 9월, 보란 듯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책임지지 않는 관료’의 전

형을 보여주었다. ‘책임지지 않는 관료’는 2011년 7월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

권의 사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 실패를 내놓은 당시 금융위원회 담당자 4명 중 3명이 기재부 1

차관·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행과장 등의 요직으로 옮겨간 사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 정책 실패 이후 이력 변동 사항 만 정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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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관료는 특히 회전문 인사 등으로 인한 폐해가 많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직윤리법상 퇴

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되기도 하였는데,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5대 정책실패의 담당자

26명 중에도 2명이 현재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사모펀드까지 포함하여 3명이 넓은 의미에서 금

융기관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펌의 경우 저축은행 정책 실패 이후

이력 변동을 고려하면 총 4명의 관료가 정책실패 이후 법무법인을 거쳤거나, 현재 임명되어 있

었으며, 금융기관으로 이동한 관료 중에는 4대 금융지주회사 중 하나인 KB금융지주의 사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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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지 않는 관료,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 

◎ 책임지지 않는 관료,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

1. 정책실패 책임 아무도지지 않아, 오히려 요직으로 승진·배치 돼

1) 26명 관료 중 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현직 관료 11명, 책임 진 관료 단 한명도 없어

참여연대가 이번에 선정한 5대 정책실패는 1. 사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고, 2. 해당 정책의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며 3.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등한시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소재

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직·간접적인 정책적 책임이 있는 관

료 26명 중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본격화된 2011년 2월 당시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

장을 포함 총 11명이 금융당국 관료로 재직 중 임에도 정책실패의 책임을 진 관료는 단 한명도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광수 전 금융정

보분석원장이 이번 사태 속에서 파면을 당한 유일한 관료인데, 이는 비리 사실이 드러난 데에

따른 것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책임관료 26명 중 현직 10명 남아

특히 여전히 금융당국에 남아 있는 관료는 총 10명으로,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 추경호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배준수 은행과장 등 다수가 금융당국의 요직에 자리하

고 있다.

<그림2> 저축은행 정책실패 26인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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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백한 정책 실패에도 더 막중한 임무 맡겨

지난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넘기는 정책을 편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제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조세·외환·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저축은행의 부실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정책 담당자에게 한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훗날 다시 이루

어 질 테지만, 현재로서는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 가능하지도 않다. 이는 신제윤 전 부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금융위원회 고승범 전 금융서비스국장과 배준수 전 중소서민금

융과장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각각 금융정책국장과 은행과장이라는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

긴 것에도 잘 드러나 있다.

4) 감독기구 간 견제 원칙 무시한 채 인사이동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저축은행 M&A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 PF대출채권을 캠코에 잠

시 숨겨 두도록 한 정책 담당자 중 하나인 김원 당시 금감원 저축은행 서비스국장은 금융감독

체계 내에서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사후처리를 담당할 예금보험공사의 이사로 활동한 바 있

어, 서로 분리되어 견제해야할 금융감독체계가 구조에서 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완전히 원칙이

무너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과거

재경위 금융정책국과 금융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차지하

고 있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5) 금융권의 고질적인 퇴직 후 취업 관행

금융관료는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퇴직 후 금융기관, 로펌, 회계법인 등으로 재

취업하여 인맥과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금융당국 전·현직 관료의 영향력을 동원해 감독기

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하여,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 관련업무를

금지토록 하고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 취업 때 심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번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담당자들 중에도 정책실패 이후 로펌에 전·현직 고문으로 활동한

관료는 총 4명이며, 금융기관에서 활동하는 관료는 총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는 임영

록 KB금융지주의 사장도 포함되었다.

6) 정책 실패 드러나도 책임 회피하고 억울함 호소하는 관료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5년 8·8클럽을 도입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한

장본인이다. 윤 전 장관은 "책임을 묻는다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88클럽' 우대조치

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늘리는데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합리적

인 선택이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후에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다. 더불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2008년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저

축은행에 M&A 시켜 부실을 확대시키고 부실PF대출 채권을 자산관리 공사에 매각하도록 해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지연시키기에 급급한 정책을 펼쳐 놓고도 감사원이 2011년 3월 금융감독

원에 저축은행 기관주의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 이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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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

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 책임지지 않는 관료,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

이처럼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당시 정책 책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요직을 거쳐 화려하

게 퇴직하거나, 금융당국의 수장을 여전히 맡고 있는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2011년

저축은행 부실을 또다시 덮어둔 채 해결을 뒤로 미룬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요직에 배치 받

아 금융산업·시장 전반을 좌우지 하고 있다.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한 피해자만 7

만명이 넘는다. 금융당국의 정책실패는 그냥 넘길수 없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 및 영업정지 사

태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관료들의 정책실패는 그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 특히 서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MB정부에서 최중경·강만수와 같은 정

책 담당자가 수많은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올라 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동안 시민들

이 겪은 피해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

1) 실패한 정책 입안·추진한 금융관료, 정책 라인에서 배제해야

따라서, 참여연대가 이번에 선정한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와 같이 1. 사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고, 2. 해당 정책의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며, 3. 근본적인 대안 마련 대신 사태를

뒤로 미루는 데에 급급한 정책을 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해당 관료를 정책라인에

서 확실히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많은 금융관료들이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요직을 점유하며 금융산업·시장을 좌우지하고 있다. 특정 관료가 정책을 실패하고도

중요한 자리로 다시 승진하는 일이 반복되면, 자신의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또다시 정책실패를

자초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 실패로 파면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책을 담

당하는 부서로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2)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감독기구 간 상호견제기능·독립성 고려한 인사해야

MB정부 이후 출범한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과 관련한 주

요사항에 대한 결정권한까지 독점하고 금감원은 단순 실무기관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부실금융

기관 사후 관리 기능을 가진 예금보험공사도 금융위의 종속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수술하고, 잘못되었을 경우 부검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야 오진은 없었는지,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금

융감독체계 내의 감독기구들은 철저히 분리되어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 이는 지난 저축은행

이후 학계·연구소·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주장한 내용이다. 이에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 확

인된 바와 같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정책 관료 중 일부가 금융 정책 - 감독 - 사후구제 하

는 기구에 뒤섞여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설령 감독기구가 제도적으로 분리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에 의해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

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간 인사를 서로 분리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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