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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bjectiveofthisstudyistoexaminethecauses,processandeffectsofthe
so-calledsubprimemortgagecrisisfrom thecorporatesocialresponsibilityview
pointandtoderivesomepolicyimplications.
Thepolicyimplicationsofthestudy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financial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financial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torequirethatallreleventinformationonthecompaniesbedisclosed
inatimlymanner.
Second,theincentive-compatiblemechanism fo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of
firmstoensurethattheysatisfysociety'sexpectation.
Third,thereshouldbeanenvironmentthatfirmsmakeimportantdecisionsbased
onthelong-term perspectiveratherthantheshort-term perspective.
Fourth,CEOsoffirmsshouldrealizethattheymustactinthebestinterestof
variousstakeholdersincludingshareholdersandsocietybasedoncorporate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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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심화 되면서 미국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급속도로 하락하였고,유동성 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은 결국 전 세계 금
융시장으로 번져 경기의 하락과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압력을 유발시켰으며 또한
상대적 저금리에 기반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1)청산을 촉진하게 되었다.2008년 2
월 23일 미국 부시 행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신용경
색 여파가 장기적인 실물경기 위축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총 1,68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중심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하였다.그러나 잇따른 구제대책 및 경
기부양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다우존스주가지수가 반등하는 등 일단 긍정
적인 신호도 있으나 곧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여파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과 경기하락으로 이어졌다.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들과 정책당국은 자구노력
을 시행하였는데 특히 모기지 관련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
된 자금난과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대규모 감원
을 통하여 비용 절감,주식 및 전환사채의 발행 등을 하였다.또 미국 등 선진국
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연방기금금리 등을 잇달아 인하하고 있지만 그 효과
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렇게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는 미국 정부와 의회로 하여금 부실화된 모기지 대출기업 및 투자은행에
대해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 결국 미국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

1) 저금리로 엔화를 대출받아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한 후, 금리가 높은 통화

를 매수하여 환차익을 얻을려고 하는 금리차를 이용한 차익 거래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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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또한 이 문제는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경기하락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 많은 국가의 재정을 소
모시키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WP)는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과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백악관을 포함한 관계 당국이나 관련 대형 금융기관 즉,의
회나 백악관,규제기관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등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
음을 비판했다.특히 미 의회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
미국의 국민들은 하원 의원들을 향하여 “리먼 브러더스 등의 기업을 향해 살찐
돼지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살려야 하느냐?”라고 항의하며 부실화된 모기지 대출
은행 및 대형 투자은행에 곱지 않은 감정을 나타냈다.또한 유럽 각 국도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세금
을 축낸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해 비판을 제기 하고 있다.특히 독일 정부는
납세자 이익 보호와 추가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구제와 경영진 사퇴를 연계
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고액 연봉을 누리던 금융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을 예고했다.아일랜드 정부도 아일랜드 2위 은행인 란즈방키에 대해 국유화를
발표하면서 이사진을 모두 해임했다.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만 정확한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대부분 금융회사의 부실위험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다.따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의 원인과 현황,문제점,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지
어 살펴봄으로서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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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전 세계 증권시장을 강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7월 말 20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던 KOSPI지수가 20여일 만에 20%나 떨어진 1600포인트대로 급속하게 하
락하였다.그러나 그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러한 경제적 어려
움의 원인이고 서브프라임 사태의 결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지 그 발생 원
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의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모기지 론 제도와 그로부터 발생된 금융위기 등을 살펴
본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10월 21일자 보도에서는 파이낸셜타임스와 해리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인과 유럽인 6천 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금융가들
에 대한 적개심이 널리 퍼져 있고 납세자의 돈을 투입하는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안에 대한 지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금융회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이는 주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였고,모기지 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신문기사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경영자가 주주와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윤리적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즉,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볼 수 있다.또한 기
업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여러 경제주체를 위해 경영자와 기업
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함
을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경제적 위기
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인 서브프라임 모기
지 사태를 검토하고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측면에서 경영자 및 기업이 수행
해야 할 역할을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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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을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다.
둘째,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결과와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각국의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이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제1장에서는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및 목적을 제2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
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의 내용과 각국의 사례를 그리고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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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현황

2008년 들어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데다,경제성장률,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도 부진하고 유가의 인상에 따
라 미국 다우지수는 2008년 3월에 전년 말을 기준으로 9.7% 하락 하였다.이 시
기에 중국 상하이 주가지수도 미국 경제 침체에 따라 수출 악화와 중국 내 가열
된 경기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전년 말 대비 27.4%나 크게 하락하
였다.2월 이후 전 세계 주가는 각 국 정부의 자구 노력으로 회복이 되는 듯 하
였으나 전반적으로 약세를 지속하였다.미국의 경기후퇴 및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달러화 약세를 불러왔고 엔화는 주요국의 주가하락에 따른 엔-케리 트레이드 청
산 조짐이 나타났다.반면 원화는 3월에 달러당 1,029원까지 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였다.금융 불안의 여파로 투자가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면서 한국 등 신흥시장
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이는 주가하락을 가져왔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렇게 미국의 직접적인 경기의 후퇴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불안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의 신용시스템의 개요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미국 주택금융시장 동향

1.미국의 신용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부채 즉,빚을 많이 진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부채로 유지되는 사회이다.국가 자체도 부채가 많지만 개인들도 은행의
예금 잔고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에서는 부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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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계약 후 그 부채를 갚아 나가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독립하게 된 젊은이들의 경제적 미자립은 신용시스템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다.이러한 문화적 관점은 금융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다.미국인
들은 차가 필요하면 현금이 없더라도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바로 차를 구매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경제적 거래는
아무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고안된 제도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신용점수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Number)로 신용점수가 관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제세공과금을 연체하
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당장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미국의 경
우에는 즉각적으로 신용등급의 조정을 받게 된다.신용등급은 올리기는 어렵고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수월히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신용점수를 잘 관리할 수밖에
없다.결국 이러한 논리는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빌린 돈을 계약한 날 까지 갚기
만 하면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상품을 판매하
는 사람은 이러한 신용점수에 기초하여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차를 판매하게 되
고 일정한 약속한 날이 되면 당연히 물품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믿고 거래를 성
사시킨다.여기에서 신용점수는 많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각기 평가하지만 일반적
으로 400점에서 850점 사이에 위치하며 759-850점을 최우수(Excellent),660-749
를 우수(Good),620-659를 양호(Fair),400-619점 사이를 열악(Poor)등급으로 나
눈다.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660점 이상의 신용점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수(Good)등급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2)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오랜 시간을 들여 예
금과 투자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용점수를 향상시키려 하지만 단기간에 이것을 이

2) 에가와 유키오 저, 김형철 편역, 『21세기 경제괴물 서브프라임의 복수』, 2008,  pp50-53 요약 정

리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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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는 어렵다.그래서 미국의 주류은행은 아니지만 신용점수 620점 미만의 신
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기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
체이다.
미국의 신용시스템은 부채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개척정신에 따라 사회 초년병
을 비롯하여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정부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를 해주
고 있다.결국 자신의 재산으로 집을 구매한 것보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제도는 각 개인들의 미래의 소득을 현재
의 소비로 연결하여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와 개인의 경제적 자립
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상태에서는 외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게 되고 더 큰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것이 금융 강국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에 취약성을
드러낸 이유이다.

2.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

(1)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의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loan)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
터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
이다.1990년대 말 아시아에서 촉발된 경기침체와 2000년 정보기술산업(IT)의 거
품이 빠지면서 경제가 침체기로 넘어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1
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대까지 인하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시설투자는 기업의 고용증대로
연결되었고 개인들의 소비를 증대시켰다.그리고 정부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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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고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시켰다.
금리가 하락하자 주택을 임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보
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더 효과적이었고
투자은행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택담보대
출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한 시도를 하
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은행에
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toValue)을 80% 정도로 설정하였다.이렇게
주택 보유비용의 하락과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대출이 용이 해졌고 신규
수요자의 주택구입이 증가하면서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매입하려는 사람이
늘어 주택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다.신규 주택 수요가 늘면서 주택 건설 경기
가 활황을 보였고 주택 경기의 활성화는 경기의 활황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3)
이후 주택 경기의 활황으로 집을 보유하면 거의 확실하게 오를 것이다 라는 인
식이 늘게 되자 신용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특히
이들은 매달 월세 및 이자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집을 계속 보유하
려는 생각보다 단기간에 자본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한 후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했다.금융회사들은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경쟁을 벌이며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확대시켜 나갔다.은행들은 집값의 평균 80% 가량이던 주
택담보대출 비율을 90-95%로 상향하였다.모기지 업체들의 이러한 전략은 더욱
주택경기를 과열시켰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자 많은 대출업체들이 생
겨나면서 업체 간 과다한 대출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이 대출업체들은 안전하
고 자본력이 우수한 우량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대형 은행들이 취급하지 않
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했는데 이 틈새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다.

3) 전게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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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기지 증권화 중 서브프라임 비중

자료 :LoanPerformance,CreditSuisseUSMortgageStrategy

<그림1>은 모기지 증권 중 서브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금리 인하와 IT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많은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
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잔액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대출 비중에서 서브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에서 2003년 11%,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8%,20%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림2>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규 취급액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전년대비
증가율로 볼 때,2001년에서 2002년에는 23% 증가하였고 2002년에서 2003년 사
이에는 56%나 증가하였다.2005년에는 25%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2006년에
는 -4%로 하락 하였으나 그 규모는 6,400억 달러로 여전히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 10 -

<그림 2>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규 취급액 추이

자료 :BOA,InsideMortgageFinanceStatisticAnnual,2007.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7년 1분기 말 현재 미국 GDP의 83.5%에 달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1990년대 말 이후로 저금
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 모기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결과 이다.2000년에 모기지 금리가 30년 고정과 1년 변동에 대해 각각 8.05%,
7.04%에서 하락하여 2003년,2004년에 5%와 3% 대를 유지하다가 점점 증가하고
2007년 1분기 말에는 각 6.70%와 5.47%로 증가하였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2000년 이후 미국 주택금융시장에서는 과거와 다른 두
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OptionARM 등 신종 모기지 대출상품의 개발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Alt-A 모기지 등의 비우량 모기지와 거액대출 상품의 시장점유율
이 크게 확대되었다.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출의 약 80%가 변동금리를 적용하
는 대출(ARM :adjustableratemortgage)형태로 취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
분의 상품이 금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혼합형(Hybrid)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다.즉,처음 2년 정도는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나머지 27년-28년 동안에는
높은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옵션형태의 금리조정조건부 대출의 형태로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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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기지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자를 손쉽게 확보하면서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출자가 원리금과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그러
나 이 신용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만큼 모기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
출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상환능력의 여부가 아니
라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었고 <표2>의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볼 수 있듯이 주
택가격은 2006년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하였다.따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한 한 가지 이유로 모기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moralhazard)에 입각한 방
만한 경영을 들 수 있다.4)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하여 2006년 하반기에 5.25%까
지 인상하였다.금리가 상승하여 이자 부담이 늘게 되자 집을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보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곧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가 감소하고,주택가격은 상승세는 둔화되었다.주택가격 상승률은 2000년에
서 2003년 까지는 7% 정도를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
라 대출자들의 재대출 비율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모기지 시장의 성장이 둔
화됨을 볼 수 있다.

4) 미국에서는 주택 대출을 신청할 때,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급여 명세서,원천징수 명세서 등)의 제출
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었다.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택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득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자 이를 관행으로 인정한 것이다.주택대출 상품의 경쟁은 2003년부터 2005년에
격화되자,대출유도를 위해 신용이 않좋은 사람들도 이러한 관행이 적용된 것이다.이러한 대출이 No
doc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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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국 주택금융시장 주요지표 (모기지 금리는 2007년 7월 기준)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Q

모기지 잔액 5,523 6,095 6,866 7,739 8,865 10,06611,01711,167
모기지 대출액 1,048 2,215 2,885 3,945 2,920 3,120 2,980 ‥

금리
30년
고정 8.05 6.87 6.54 5.83 5.84 5.87 6.41 6.70
1년변동 7.04 5.82 4.62 3.76 3.90 4.49 5.54 5.47

재대 출 비율 21.3 56.8 58.8 64.8 46.1 44.1 43.4 45.7
고정금리대출
비 중 86.2 84.0 76.5 73.8 49.9 52.2 55.0 ‥
주택가격
상 승 률 7.5 7.5 7.4 7.8 11.8 13.1 6.1 0.5

자료 :FRB,FreddieMac,InsideMortgageFinance,OFHEO.
주택금융월보,2007.8,재인용.

이러한 모기지 대출을 취급하는 모기지 시장은 미국의 경우 크게 2종류의 시장
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대출시장과 2차 유동화 시장으로 구분된다.

(2) 서브프라임 모기지 1차 대출시장

미국의 1차 대출시장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크게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하
는 프라임(prime)시장과 신용과 소득이 낮은 고객 즉,신용점수가 낮거나 초기 납
입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sub-prime)시장 그
리고 그 중간 단계의 Alt-A 시장으로 분류된다.여기서 신용점수는 신용평가사
마다 각각 위험에 대한 변수를 선택하여 고유의 기준을 부여 있다.신용평가사
FICO(FairIssacandCompany)는 평가점수를 계산하여 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신용평가 점수가 660점 이상이고 담보대출비율(LTV)이 80% 이하인 경우,Alt-A
는 소득관련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담보대출비율(LTV)이 80%를 초과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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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이에 해당되며,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평가점수가 550
점 이하이거나 담보대출비율(LTV)이 90% 이상인 경우로 분류된다.

(3) 서브프라임 모기지 2차 유동화시장

2차 유동화시장은 유동화회사가 모기지 대출기관으로 부터 인수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 등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시
장을 의미한다.

<그림3> 미국 MBS 시장

모기지 회사들은 먼저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그 대출채
권을 담보로 하여 다른 대형 은행으로부터 만기 3개월 정도의 단기자금을 대출
받는다.이후 이렇게 판매한 모기지 대출 채권이 일정량 모이게 되면 모기지 회
사들은 추가적인 유동성과 자본 이득을 위하여 이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
도한다.유동화 전문회사(SPC)5)는 MBS6)를 발행하여 투자은행에 판매하고 그

5)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 매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회사다.채권 매각과 원리
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SPC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외부
신용평가 기관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현재가치 환산한 뒤 이에 해당하는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
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6) MBS(MortgageBackedSecurities)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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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금을 다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이후 투자
은행은 투자자(헤지펀드,보험회사,은행 등)에 CDO7)를 발행한다.구조화된 투자
전문회사(SIV)8)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9)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MBS와
CDO를 얻게 된다.
즉,소비자에게 모기지 대출을 한 금융회사는 모기지 채권을 모건 스탠리
(MorganStanely)나 골드만 삭스(GoldmanSachs)등과 같은 대형투자은행에 매
각하고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 모기지 채권을 MBS형태로 매각하거나 CDO,자
산담보부기업어음(ABCP)등 구조화 채권의 담보자산으로 편입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쉽게 조달하였다.대형 투자은행들은 사들인 모기지채권을
기초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다시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보험사와 같
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InsideMortgageFinance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에
발행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MBS가 전체 MB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하
는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MBS발행과 이를 다시 유동화한 부채담보부증권
(CDO)발행이 크게 증가하였다.

7) CDO(CollateralizedDebtObligation)는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들을 신용등급별로 묶은 후 이를 분할해 발행하며, 

신용등급 정도가 높은 순으로 Senior Tranche(AAA-A 등급), Mezzanine Tranche(BBB-BB 등급), Equity 

Tranche(B이하 투기등급)로 구분

8) structured investment vechicle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고수익 고위험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전문회사다. 이들은 단기 저금리 조달 수단인 ABCP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주택담보증권, 채권

담보부증권(CDO)과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서브프라임의 여파로 대규모 손실을 입

게 됐다. 

9) Asset-backed Commercial Paper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이나 회사채,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으로 만기는 90일짜리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SPC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데 비해 ABCP는 회사채가 아닌 CP 형태로 

ABS를 발행된다. CD금리에 연동돼 저금리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

으로 활용돼 왔다.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하거나 기발행된 ABCP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재발행해 왔다. 주로 은행, 증권사 연기금 등이 사들인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라고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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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현황

<표2>에서 보면 2006년 말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잔액은 1조 천억 달러에
달한다.지난 2002년 말에 6,80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약 2배가량 상승한 셈이
다.2006년 9월말 현재 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4조 3,3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비
중에서 4.37%에 달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1조 1,900억 달러이고 이는
중간 등급인 Alt-A의 대출액 7,500억 달러 보다 높다.모기지 비중은 각각 11.8%
와 7.5%이다.특기할만한 사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하이브리드 모기지의 비
중이 85%에 달한다.처음 2년간의 낮은 이자를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표2> 미국 모기지 시장 규모(2006.9.30기준)
(조 달러,%)

Agency Non-Agency 계

Prime
Conventional
Conforming

특수
모기지 Jumbo Alt-A Sub

prime
Home
Equity
Loan

기타

잔 액 4.33 0.43 1.56 0.75 1.19 1.18 0.54 10.03

비 중 43.7 4.3 15.6 7.5 11.8 11.8 5.3 100

자료 :국제금융센터,“저신용 부실화 현황 및 파급 영향”,2007.

한동안은 모기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대출업체 모두 만족을 얻었다.대출자
들은 모기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고 모기지 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을 투자은행에 매각하여 유동화 했다.모기지 회사는 이렇게 유동화 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다시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았고,투자은행들은 다른 우량 자산이나 대
출을 모기지와 함께 파생상품을 발행하였다.다른 채권이나 대출과 섞인 서브프
라임 모기지는 엄청난 금액의 신용을 창출했다.1조 2,000억 달러에 불과한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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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모기지이지만 파생상품으로 바뀌면서 수조 달러의 신용을 창출했다.국채
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택저당증권(MBS)은 헤지펀드는 물론 각종 연기
금과 각국의 금융회사로 팔려나갔다.

제2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1.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의 발단

1990년대 말 아시아발 경기침체와 2000년 정부기술(IT)거품이 빠지면서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를 인하시켰다.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고 보유하면 일정 기간 후 거의 확실하게 가격상승을 경
험하게 되자 주택경기가 활황의 상태로 이행되어져갔다.곧 신용이 나쁜 사람들
도 주택을 구매하길 원했고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던 모기지 업체들은 이 사람
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

사회(FRB)는 곧 금리를 인상하였다.2004년 6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상승한 금리
는 2006년 상반기에 5.25%까지 상승하였다.금리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주택을 구매하여 보유하기 보다는 월세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
자 더 이상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 없이 오히려 주택을 매도하려 하였고 주택가
격은 상승세를 멈추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85%는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방

식으로 처음 3년 정도는 이자가 싸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방식이다.신용이 불량하였던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주택을 담보로 시세차익을 얻은 후 매각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금리 상
승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었고 더욱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다.
2006년 이후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연체율과 주택압류가 급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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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경기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변동금리 전환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2004년 10.33%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여 2007년 초에는
13.77%를 기록하였다.

<표3> 미국 모기지 연체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Q

서 브
프라임 13.53 14.33 13.23 11.53 10.33 11.63 13.33 13.77

프라임 2.58 2.72 2.63 2.37 2.22 2.47 2.57 2.58

자료 :FRB,FreddieMac,InsideMortgageFinance,OFHEO.
주택금융월보,2007.8.재인용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우량 모기지도 일부
부실화함에 따라 모기지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또한 2007년 하반
기 이후 모기지 연체율과 주택 차압률이 상승하면서 모기지 관련 금융회사의 자
본적 손실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채무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유동화
된 채권을 사두었던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다.즉,이자율 급등으
로 모기지 대출로 빌린 자본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고 모기지 대출회사는 곧 그
부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모기지 부실은 동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과
정을 통해 발행된 MBS,CDO,ABCP등의 발행회사,투자자인 헤지펀드,ABCP
발행과정에서 유동성을 제공한 은행 등 순차적으로 관련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
하였다.그 손실규모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할 정도지만 금융회사들이
밝힌 피해액은 1,200억 달러 규모이다.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하
면 손실규모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채무자들이 모기지 대출 원리금을 두 달 정도 갚지 못하면 채권회
수를 실시한다.그리고 채무가자 담보로 설정한 주택 외에 다른 금융자산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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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채권자들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차압이 늘어나게 된다.차압에 의한 주택은 곧 시장에 매도압력을 주게
되고 공급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됐다.
또한 변동금리를 택했던 사람들은 초기에 적용됐던 저금리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기 시작해 결국 주택의 압류로 이어졌다.
이후 금리상승과 주택차압 그리고 주택시장침체로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주택 차압을 피하기 위해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우선적
으로 갚아야 했기에 다른 곳에 소비할 예산을 우선적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
용하게 되었다.따라서 소비가 줄게 되고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이행되면서,기업
의 이익이 하락하고 개인도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비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는 이미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유질처분을 쉽
게 선택할 수 있지만 신용이 좋았던 사람들은 유질처분의 효과10)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원리금과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므로 더욱 수요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
다.그리고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건설업종의 경기도 침체기
로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10) 한번 유질처분을 받으면 7년간 신용도에 영향을 주게되어 미국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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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모기지 유형별 연체비율  <그림5> 모기지 유형별 비중 및 유질처분11)비중

주 :30일 이상 연체 기준
자료 :MortgageBankersAssociation.

CEO Information,『글로벌 금융불안과 세계경제』,삼성경제연구소,
2008,p6,재인용

<그림4>에 의하면 2007년 1/4분기 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2004
년 말 10.5%에서 5.4% 상승한 15.9%,연체액은 약 1,800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2006년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와 관련하여 차압된 주택이 총 48.3만 채로 추
정되는 등 주택 차압율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말 3.33%에서 2007년 1/4분기 말
에는 5.10%까지 상승하였다.<그림5>은 모기지 유형별 비중 및 유질처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전체 모기지에서 서브프라임(조정금리)이 차지하는 비중은 6.8%
로 매우 작지만 주택 차압 비율은 43%로 가장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MBS,CDO,ABCP등으로 변환되는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낮은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CDS12)등 신용보증의 검증과
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가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따라

11) 모기지 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연체), 모기지 채권자인 은행 등이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절차를 의미한다. 

12) CDS(Credit Default Swap)는 신용위험을 회피하려는 CDS 매수자(헤지펀드, 투자은행 등)가 특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일정수준의 신용보증수수료를 CDS 매도자(모노라인)에게 지불함으로써 동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비해 원금상환을 보장받기 위한 신용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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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유동화 과정에서 CDO 등 모기지 관련 채권을 보
증한 채권보증업계와 CDS를 매각한 금융회사의 부실도 촉진하게 되었다.13)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한 파생금융상품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관련 금
융상품에 투자한 금융회사와 신용보증회사의 파산위험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과 거래상대방 위험도 상승하였다.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VIX 지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이후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전 세계 금
융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신용경색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투자펀드 등이 발행하는 ABCP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발
행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현상은 금년
들어 더욱 심각해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증대,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
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채수익
률 등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증권시장은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의 진행과정은 대략 4단계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들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시행되어졌다.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모기지업체들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대출자의 담보능력에 대한 신용확
인 절차를 간소화 시킨 무분별한 대출 취급,금리상승과 주택경기 둔화,최초 2년
동안은 낮은 고정금리 적용 이후에 높은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금리조정조건부
(ARM)대출 적용에 따른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크게 가중된 데에 있다.특히 2004
년 하반기 이후 17차례(2.25%)에 걸쳐 5.25%까지 인상된 연방기금금리(FFR)는
모기지금리의 상승을 이끌며 주택경기의 하락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을
부실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금리상승은 주택시장에 몰렸던 자금의
유출로 이어지고 또 주택경기의 둔화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주택가격
하락은 대출자의 담보능력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차입자가 모기지 대출을 다시 신
청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실질 연체율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13)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카드채 사건이 이와 유사하다. 미국 모기지 업체들이 담보능력이 부

족한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카드회사들도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용확인절차를 간소화 시켜 카드를 발행해주었고, 이 사용자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

권을 발행하였었다. 당시에도 수천억원 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안정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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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의 진행 과정

<그림6>미국 주택담보 대출 및 증권화 시장의 구조 및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의 확산 경로

자료 :CEO Information,『글로벌 금융불안과 세계경제』,삼성경제연구소,
2008,p6.

<<<<1111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2007200720072007년 년 년 년 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

2006년 말 이후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연체율과 주택압류가 급증하는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왔다.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13%대로 상승하고 미국 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의 파산이 증가하면
서 본 사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New CenturyFinancial이 신규대출 및 환매중단을 발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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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국제금융시장 불안현상이 가시화 되었다.그러나 파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
라는 견해들이 대두되며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되찾았다.이 기간 동안 정책당
국은 본 사태의 수습보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대한 잘못된 관행 등을 인
식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등은 서브프
라임 모기지 관련 리스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발표하며 대출지
침을 강화하였다.또한 모기지 시장 관련 대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청문회,
공청회 등도 개최되었다.
대출자들의 신용과 재정상황의 악화는 고스란히 모기지 대출업체로 전염되었
다.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담보가치 하락은 모기지 업체들의
부실을 야기하였으며,이에 따라 50개 이상의 모기지업체들이 파산보호신청 및
사업을 폐쇄한 상태이다.이들 업체의 부실화에는 대출자의 담보능력에 대한 확
인절차 즉,위험에 대한 처리절차가 무시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들은 2001년 이후 2004년 말까지의 저금리 시기에는 경쟁적인 금리인
하,그리고 이후 금리인상기에는 대출기준을 완화 시켜 대출상품의 판매 실적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서브프라임의 가산 금리
가 2003년 6%에서 2005년에는 3%로 하락하였고,가산금리의 축소로 수익성이 하
락한 모기지 대출업체들은 금리상승기에 “NoDown” 대출,“ No-doc” 대출,
“Interest-only”대출 등 대출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
하였다.14) 이런 형태의 모기지상품은 2006년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중
47%를 차지하는데,모기지 대출업체들의 대출확대 전략은 주택시장 정기호황과
함께 전체 모기지 규모를 증가시켜 2000년에 80%였던 담보대출비율(LTV :Loan
toValue)비율이 2006년에는 95%로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모기지업체의 부실이 신용도가 우수한 Alt-A 및 Jumbo론 모기지

14) “NoDown” 대출 : 다운 페이먼트가 없이 집값 전체를 인정하는 대출, “No-doc” 대출 : 증빙자료 

없이 대출자가 자신의 소득을 밝히는 대로 인정하여 제공되는 대출, “Interest-Only”대출 :이자만 상

환하다가 나중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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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들은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와 같은 다른 금융업체에
MBS나 CDO등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였으나 금융업체 상호간에 어느 정도 수
준까지 자기자본 및 부채를 안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산유동
화시장 전반에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신용도가 우수한 모기지 업체까지 연쇄적
부실위험에 직면하였다.
결국 모기지대출 및 모기지업체의 부실이 모기지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에 나선
MBS및 CDO 발행업체와 여기에 투자한 헤지펀드,투자은행 및 보험회사의 부
실로 순차적으로 연결되었다.서브프라임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
가 급격히 악화되고 투자자들이 대출 채권회수에 나서면서 모기지업체와 투자회
사들의 손실이 급속도로 확대되어갔다.2007년 2월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경제 침체 및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
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금년 2월말에서 3월초까지 미국 다우존스지
수가 5.8% 정도 급락하면서 주요국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낮은 비중 및 미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등으로 3
월 이후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6월 이후 일부 부실이 현재화되고 추가 손실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유동화증권(MBS,
CDO 등)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대규모 헤지펀드의 투자손실이 확대
되면서 신용위험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5)특히 이번에는 신용경색을 동
반하면서 일부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등 파급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점차 서브프라임 부실이 미국 전 금융권 부실로 나아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
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의 파산이 헤지펀드의 청산으
로 연결되면서 투자은행 및 보험사 손실이 확대되는 등 미국 금융산업 전체로 타
격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적으로도 미국 이외의 EU,영국,캐나다,호주,
그리고 아시아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15) 7월초 Moody's는 399개 서브프라임 담보채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고,S&P는 612개 서브프
라임 모기지 담보채권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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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2007200720072007년 년 년 년 8-98-98-98-9월월월월>>>>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위험회
피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주가 및 국채수익률이 급락하고 기업들은 채
권발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BNP파리바 환매 중단과
GoldmanSachs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다.한편 세계 최대 철강회사 ArcelorMittal의 프랑스 자회사와 세계최
대 LNG 선사인 MSC 등과 같은 기업들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채권발행 연기를
발표하였다.
2007년 8월 BNP파리바 환매의 충격 이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에
투자한 세계 금융회사들의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며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대
두되었고 국제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이 당시 주된 정책적 대응은 공개시
장조작을 통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다.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급등했던 단기금융시장 금리 및
급락하던 주가가 안정되었다.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 및 재할인율
인하를 시작하였다.그 외에도 미 행정부의 대응으로는 FHA의 보증혜택 확대,
FannieMae,FreddieMac등 주택저당공사의 자산한도 확대 등이 있었으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출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어
려워 실효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 폭락으로 부채담
보부증권(CDO)에 투자한 금융회사의 손실이 급증하였다.헤지펀드의 사례를 살
펴보면 고수익․고위험인 MezzanineTranche(BBB-BB등급)이하 신용등급에 대
한 투자비중이 무려 36.0%나 되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다.(MezzanineTanche
발행액 750억 달러 중 46.7%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6)

16)CEOInformation,『글로벌 금융불안과 세계경제』,삼성경제연구소,2008,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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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BNP파리바은행 환매중단 및 FED 재할인율 인하 이후의 세계주가

주 :1)BNPParibas펀드환매 중단 :미국 및 유럽은 8월 9일 이후,아시아는
8월 10일 이후 자료임.

2)FED재할인율 인하 :8월 17일 이후 자료임.
자료 :Bloomberg

<<<<3333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2007200720072007년 년 년 년 10-1110-1110-1110-11월월월월>>>>

금융기관들의 손실규모가 가시화되었고 미국에 대한 향후 경기침체전망이 제시
되었던 기간이다.2007년 10월 중순 이후 주요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실적부진 결
과를 발표하면서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되었고 11월경부터 채권보증업계(Monoline
Insurance)에까지 영향이 확산되었다.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유동성공급과 미국 연
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라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대응만이 계속 시
행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내 주택가격하락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체율
이 급등하면서 발발하였다.조정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17)연체율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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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15.9%에서 2007년 4/4분기에는 20.2%까지 급등하였다.전체 모기지 중
조정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비중은 6.8%에 불과하나 전체 유질처분
(foreclosure)주택의 43.0%를 차지한다.(<그림5>참조)
단기성 기업어음(AssetBackedCommercialPaper)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MBS.CDO 등 고수익 장기채권에 투자했던 SIV도 만기불일치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18)

<<<<4444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2008200820082008년 년 년 년 1111월월월월>>>>

CDS계약에 따라 원리금을 대신 갚아야할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들로 부실이
확산되었다.모노라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CDO 1,270억 달러와 비우
량오토론 220억 달러에도 지급보증을 한 상태여서 추가 부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형 모노라인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는 일반 채권시장
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총체적인 시스템 리스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
다.19)

17) 통상 만기 30년 중 초기 2-3년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27-28년은 변동금리로 

바뀌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차입자들은 낮은 이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

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의 여파가 확대되었다.

18) CEOInformation,『글로벌 금융불안과 세계경제』,삼성경제연구소,2008,p5.
19) 전게서,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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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새로운 유동성 공급장치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도입시기

TAF 예금은행

-월 2회의 경쟁입찰을 통해 재할인 대
상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28일
만기의 자금을 공급
-도입이후 2008.4.7일까지 총 3,100억
달러 공급

2007.12.12

TSLF Primary
Dealer

-주 1회의 경쟁입찰을 통해 AAA/Aaa
등급 MBS 등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담보로 28일 만기의 국채를 대여하여
RP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
-3월 27일 750억 달러,4월 2일 250억
달러 등 총 1,000억 달러의 국채를 대
여

2008.3.11

PDCF Primary
Dealer

-예금은행에 대한 재할인 창구와 유사
한 제도
-국공채 외에 투자적격 회사채,MBS
등을 담보로 1일 만기의 자금을 재할
인 금리로 공급

2008.3.16

주 :1)TAF:Term AuctionFacility
2)PSLF:Term SecuritiesLendingFacility
3)PDCF:PrimaryDealerCreditFacility
4)PrimaryDealer:FRB가 국채 매매를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는
20개의 대형 금융기관

자료 :SERI경제 포커스,『미국의 경기동향과 통화정책』,삼성경제연구소,
2008,p6.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로 넘어오는 시기에 글로벌 신용경색이 재발생하면서
BearStearns매각 사태가 발생하였고 실물경제둔화가 가시화 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다.이 기간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인 유동성 공급
안을 시행하였고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큰 폭의 금리인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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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하였다.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인 전통적
인 공개시장조작 외에 TAF(2007년 12월 12일 도입),PDCF(2008년 3월 16일 도
입),TSLF(2008년 3월 11일 도입)등을 만들어 시행하였다.이에 따라 대상 기관
이 PrimaryDealer로 확대되었고 담보대상 채권이 민간금융기관 발행 MBS로까
지 확대되었다.한편 파산위기에 처했다가 JPMorgan에 매각된 BearStearns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이 제공되었다.한편 미국 정부는 가계에 대한 세금 환급,기업
들의 투자세액 감면,FannieMae,FreddieMac의 모기지 매입 및 FHA의 주택보
증 금액 상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확정지었다.

제3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경제는 2008년 상반기 침체국면에 진입했다.즉,서브프라임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미국경제는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침체국면
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20)된다.2007년 4/4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4.3% 하락한 0.6%를 기록했고,2008년 1/4및 2/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
상된다.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경제는 유동성 악순환,유효수
요 부족,신용경색 등 3대 악재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21)
주택 경기,고용 및 제조업 경기지수 등 최근 발표된 주요 지표들에서도 경기침
체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ISM 비제조업 지수는 2개월 연속 기준치(50)
를 하회하고 실업률도 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20) 미국 경기 상황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NBER은 고용과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활동이 수개월 동안 

심각하게 후퇴하면 침체(recession)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경기판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므로 편의상 실질 GDP 성장률(연율기준)이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침체로 

지정한다.

21) Financial Times 2008.3.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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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미국 주요 경제 지표추이

구 분 2006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실질 GDP(%) 2.9 2.2 0.6 3.8 4.9 0.6 - -
기존 주택
판매량(%) -7.5 -13.0 -7.3 -11.4 -13.2 -20.2 -23.4 -

신규 주택판매량(%) -17.5 -26.7 -23.1 -22.3 -27.4 -34.0 -33.9 -
실업률(%) 4.6 4.6 4.5 4.5 4.7 4.8 4.9 4.8

ISM 비제조업지주 58.0 56.0 55.2 58.8 55.5 54.6 44.6 49.3

주 :실질 GDP(연율)는 전기 대비 증가율,기존 그리고 신규주택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BEA,BLS,USCensusBureau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서는 벗어나겠지만 회복의
탄력성은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금리 인하,감세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경기침
체의 장기화를 막으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7년 8월 이후 5차에 걸쳐 금리를 총 2.25%
인하했고 미 의회와 행정부도 2008년 2월 1,680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결정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위축된 소비심리를 안정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과 같은 장기복합 불황은 없을 것
을 기대하고 있다.일본과는 달리 금융회사들이 부실처리에 적극적이어서 1-2년
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22)이다.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여타 경제권들도 단기적으로 경기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세계경제도 예외 없이 동반 침
체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이다.특히 2006년 미국의 수입규모는 전 세계 수

22) 1990년대 일본의 금융회사들은 부실정리에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부실이 확대되고 장기화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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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소비침체는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을 예고하
고 있고,특히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8>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영향의 세계 각국 전파과정

자료 :SERI경제포커스,『서브프라임 사태 :현황과 전망』,삼성경제연구소,
2007,p6,재인용.

아시아 국가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이 1986년 28%에서 2006년
17%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2007년 일본
20.1%,중국 19.1%,한국 14.1%로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유지하면서 대안적
인 수출시장을 모색해야 함을 볼 수 있다.중국에 대한 시장개척이 많이 대두 되
고 있으나,아직은 구매력이나 신용면을 감안할 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만한 수
출시장이라고 확언할 수 없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확대되고 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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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중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장억제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
황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시장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6> 아시아국들의 대미수출 비중

단위 :(%)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일 본 31.0 30.4 24.9 22.9 20.1
중 국 21.5 20.4 21.1 21.4 19.1

인도네시아 14.2 13.8 12.1 11.5 11.0
한 국 20.6 20.8 17.7 14.6 14.1

말레이지아 21.9 20.2 19.6 19.7 15.8
태 국 21.7 20.3 17.0 15.4 12.7

자료 :IMFDirectionofTrade각호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2007년 8월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주식
시장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었다.주가는 2007년 2월 1차 서브프라임 충격
으로 인한 급락 이후 다시 상승했으나 8월의 2차 서브프라임 충격이후 불안정성
이 더욱 심화되었다.2차 서브프라임 충격 이후 급락한 주가는 10월에 다우존스
지수가 14,000포인트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불안한 투
자심리를 반영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었다.S&P500지수의 변동
성지수 VIX23)는 2007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다우존스지수의 월별 변
동성도 2007년 상반기 평균 0,.2%에서 2007년 하반기 평균 1.09%,2008년 1-3월
평균 1.39%로 증가하여 변동성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가 S&P 500 지수옵션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시간 발표하는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Volatility Index로, 계산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30일 동안 

S&P500지수에 예산되는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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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주가지수 및 VIX 추이

자료 :경제 포커스,『미국의 경기동향과 통화정책』,삼성경제연구소,2008,p1.

2.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을 보이며 경기둔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2008년 8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
하는 등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났다.원/달러 환율은 2007년
초만 하더라도 950원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3월 이후 1000원선을 돌파한
후 2008년 8월 이후 1,150원선을 넘어서고 있다.원/달러 환율이 2008년 8월 20일
1,049원에서 9월 3일 1,148원으로 단 2주일 만에 100원이나 급등하였고 주가는
2007년 10월 2000포인트선을 돌파한 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8월
20일 이후 10% 가까이 폭락해 일시적으로 1,400포인트를 하회 하였다.



- 33 -

<그림10> 원/달러 환율 및 KOSPI추이

주 :2008년 7월 11일 대비 9월 4일 현재(원/달러 환율)
2008년 5월 16일 대비 9월 4일 현재(KOSPI)

자료 :SERI경제 포커스,『현 금융불안현상 진단 및 처방』,삼성경제연구소,
2008.p1,재인용.

FannieMae와 FreddieMac의 부실 여파로 전 세계 주가가 동반 하락하기 시
작한 2008년 5월 이후 한국의 주가하락률은 2008년 9월 기준 24%수준이다.같은
기간 신흥시장 및 전 세계시장의 주가하락률은 각각 28.0%,17.6% 수준으로 나타
나 우리 경제의 위기설이 점차 대두되었다.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와 안전자산을
더욱 선호하는 투자행동으로 이어져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주가가 하락
하는 것이 가속화 되었다.특히 2008년 7월 96억 달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었고 1-7월에 대해 110억 달러의 자본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이와 함께
자본수지 적자 외에도 고유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2008년 1-7월에 78억 달러
의 적자가 발생하였다.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외환보유액이
2008년에 190억 달러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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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자본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자료 :SERI경제 포커스,『현 금융불안현상 진단 및 처방』,삼성경제연구소,
2008.p3,재인용.

이러한 상황은 2008년 6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채권 매도세가 나타나고 위기설
이 대두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영국의 TheTimes가 “한국이 검은 9월로 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위기설이 확대되었고 이를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정보를 전
달하고 외신에 다시 전달되어 확대 재생산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정보의 정확한 근원과 전달이 중요함을 볼 수 있다.국내 금리 급
등과 원/달러 환율 급상승으로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서 환율은 더
욱 상승하고 주가하락이 가속화되었다.이에 따라 달러화는 부족하게 되고 9월이
다가오면서 패닉현상이 발생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고 주
가하락은 더욱 심해졌다.이후 투기적 성격을 가진 자본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
어 주식 공매도와 원화 차입 포지션을 취한 후 주가하락과 원화가치 하락 압박을
가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적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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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환시장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단기적
변 화

-원화 약세 압력
-환율 변동성 확
대

-단기금리 상승
압력
-정책대응에 따
른 등락

-장기금리 하락
압력
-외평채 가산금
리 상승

-주가 하락 압력
-주가 변동성 확
대

장기적
변 화

-달러화 약세
-엔화 강세

-신용스프레드
확대 -신용스프레드 -확대 상당 기간

조정

주 요
변 수

-엔캐리 청산 속
도
-미국 경제의 성
장세

-국내 경기
-금리 정책

-국내 경기
-금리 정책

-국내 경기
-외국인 투자 자
금

이후 1997년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었으
나 이러한 표면적인 금융현상 밑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경제의 근본구조는 외환
위기와는 차이가 있다.1997년 외환위기 발생 당시에 비해 기업부문과 금융부문
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말 424.6%에
서 2008년 3월에는 92.5%로 하락해 재무건성전이 크게 개선되었다.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도 11%로 외환위기 당시의 7%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또한 외환보
유액이 2,400억 달러를 넘어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질적으로 안정적이다.그러나 기업과 금융부문의 건전성,외환보유액의
존재,대외균형의 유지 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는 계속적으로 금융불안의 위험
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세계 각국 금융회사들의 부실처리와 각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유동
성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해야할 부실들이 많아24)신용경색 현상이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2007년 하반기 이후 세계 주요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에 

나서 5,011억 달러(2008년 8월 12일 기준, Bloomberg)에 달하는 부실을 상각하는 성과를 보여주

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 부실 규모가 9,450억 달러(2008년 4월, IMF 추정)에 달하고 있

어 아직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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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결과

1.미국의 구제금융 방안

미국은 골드만삭스 등 9개 금융사를 부분 국유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위기를 진
정시키고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미 재무부가 공적자금을 집중
투입해 주식을 사들이기로 한 9개 금융사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
고,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뉴욕멜론은행,스테이트스트리트,메릴
린치 등으로 대부분 미국의 대형은행이다.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
보험에 가입한 은행들의 부채에 지급보증을 서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기
업어음(CP)직접 매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표8> 미국 9개 은행 현황 및 공적자금 투입 규모 

(단위 :달러,명)
총 자 산 종 업 원

씨티그룹 2조 1,000억 37만 4,000
JP모건 체이스 1조 7,800억 23만 67
뱅크오브아메리카

(BOA) 2조 7,200억 20만 6,587
메릴린치 1조 200억 6만
웰스파고 1조 4,200억 16만 900
골드만삭스 1조 2,200억 3만 522
모건스탠리 1조 1200억 4만 8,000
뉴욕멜론은행 1조 4만

스테이트스트리트 1조 900억 2만 8,700

*메릴린치는 BOA에 인수됨
자료 :한국경제신문,2008.10.14.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기업과 일반인에게 대출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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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하려 해도 상대방이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의 부실자산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본을 대거 확충하면 재무건전성이 높아져 은행 간 상호신뢰가 회복
되고 대출도 늘릴 수 있어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여겨진다.개인에 대한 예금
보장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확대 보장하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 예금
에서 이자가 없는 예금은 전액 지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발행 은행채권을 3년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다.이는 금융 불안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와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로 인해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막
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한편 대형 금융회사들의 자본현황은 현 금융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BearStearns는 총자산 3,953억 달러,총부채는 3.835억 달러,자기자본은 117억
달러이다.부채에 비해 자기자본의 양이 너무나 적은 상황이다.BearStearns는
JP Morgan에 인수합병 되었다.FannieMae는 총부채 8,446억 달러,자기자본
412억 달러로 구제금융을 받아 정부관리를 받고 있는데 FreddieMac도 마찬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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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주요 대형 금융회사들의 현황

단위 :억 달러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현 황 처리일자

Bear
Stearns 3,953 3,835 117 JPMorgan에

피인수합병 2008.3.16

FannieMae 8,859 8,446 412 구제금융
(정부관리체제 편입) 2008.9.7

FreddieMac 8,790 8,660 129 구제금융
(정부관리체제 편입) 2008.9.7

Lehman
Brothers 6,910 6,685 224 파산보호신청 2008.9.14
Merrill
Lynch 9,662 9,314 347 BOA에 피인수합병 2008.9.14

AIG 10,498 9,717 780 구제금융(850달러제공) 2008.9.17
Goldman
Sachs 11,197 10,769 428 은행 지주회사

전환(예정) 2008.9.22
Morgan
Stanley 10,454 10,141 312 은행 지주회사

전환(예정) 2008.9.22

주: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은 2008년 2/4분기 기준
자료:한국경제신문,2008.10.6일자 신문

2.유럽각국의 구제금융 방안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독일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2위 상업용 모기지(주택담
보대출)은행 히포 레알 에스테이트(HRE)에 500억 유로(약 8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영국 정부는 스웨덴 정부가 1990년 금융위기 당시 취했던 구제금융 방식으
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 금융회사의 우선주나 주식매입권(워런트)을 인수하
는 방식의 구제금융안을 시행하였다.아이슬란드는 미국과 북유럽 국가들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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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청을 검토 중이다.아이슬란드 총리와 중앙은행은 연기금과 은행권 관계
자들을 불러 긴급 회동을 갖고 일단 연기금 쪽에서 2000억 크로나(22조 원)규모
의 해외투자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해 금융권에 투입키로 했다.유럽 각국은 금융
회사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올리고 있다.각국의 부실은행 국유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프
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는 최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베네룩스
3국이 국유화한 포르티스의 벨기에 사업부문을 198억 달러에 인수키로 했다.이
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SPA는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66억 유로(90억 달러)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10> 유럽 각국의 신용위기 대책

국 가 방 법

영 국
-예금보장한도 3만 5천파운드에서 5만파운드로 확대,
추가 한도 확대 검토

-1990년 스웨덴식 구제금융안 고려중

독 일 -2위 상업용 모기지 회사 hre에 500억 유로 구제금융
-개인예금 무제한 지급보증

베네룩스
3국

-포트티스에 112억 유로 투입 국유화
(BNP파리바,포르티스 벨기에 사업 인수)

아일랜드 -2년간 은행 예금과 부채 전액 지급보증
그리스 -개인예금 전액 지급보증

아이슬란드 -글리트니르은행에 6억유로 투입 국유화
오스트리아 -예금보장 한도 확대 추진

자료:한국경제신문,2008.10.6일자 신문

유럽 각국도 금융기관의 위기 속에서 미국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개인들의 예금을 보장함을 볼 수 있다.금융기관의 위기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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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자본의 유통이 어려워지는 상황 즉,신용경색을 우
려하여 빠르게 구제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과 저금리 그리고 풍
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그러나 금리상승과 주택경기 침체로
모기지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모기지 업체들의 부실화로 이어진다.이 부실은 자
산유동화 증권에 기초하여 발행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대형 투자은행들의 부
실로 이어져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져왔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모기지
대출 은행의 유동화 및 신용보장을 위한 CDS의 발행이 위험을 전가하는 시장 불
안정성을 유발하였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가용 가능한 자본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위험도 증가하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그리고 내재가치에 의한 투
자가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자본이 시장에 공급되어 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자본의 흐름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는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렇게 차단된 정보는 금융회사 위
험 부담에 관한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위험을 가중시켰고 결국 투자은행 및 금융
회사들은 거래 상대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
지 않아 신용경색을 가져왔다.결국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국
내금융 정책 당국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규제
및 감독의 적정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경제 불안과 경기
둔화를 시작하여 유럽과 한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대해 미국 모기지 회사가 대출자에 대한 적절한 신용을 검토하여 대출을 실시하
였다면 그리고 경영자가 대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자구 노력을 취하고 있는지
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영국의 금융감독청(FSA)에 의하면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수익에 기초한 성과평가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경영자의 보수
책정 대신에 기업의 이익,사업목표,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성과
평균치를 따지는 새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즉,경영자들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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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반과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볼
수 있다.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연결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5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1.기업의 사회적 책임

(1)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은 이미
1930년대에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 일반과 학계 그리고
기업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 환경 및 사회적으로 가치체계가 현저하게 변
화한 후 1953년 H.R.Bowen이 “SocialResponsibilityoftheBusiness"에서 처
음 정의를 내렸고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표11>
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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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연구자 정 의

H.R.Bowen
(195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그러한 의사결정
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

J.W.McGuire
(196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이러한 의무를 넘어서 전체
사회에 대한 의무까지를 포함한다.

A.B.Carrol
(198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법적,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를 모두 포함한다.

정수영(1994)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이해자 집단의 이해를 조정
하는 것이다.즉,기업의 주체인 경영자가 그 환경주
체에 대하여 갖는 책임을 말한다.

이진규,조준학
(1997)

기업은 전체 사회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의 기여도 중
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전체의 가치와 목적에
맞는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기업의 사회성과 공익성에 기여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개별기업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동규범을 만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책임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
은 근본적으로 자발적이며 기업의 자율에 의하여 행하여질 윤리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그것은 국가적 이익과 상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기본 목적 이외에도 사
회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미이다.그러므로 기업이
인간 가치의 실현에 공헌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는 출
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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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① 스웨덴25)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국내법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골격을 잘 반
영하고 있다.스웨덴의 기업을 대표하는 스웨덴 경영자총연맹의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기본입장은 다음의 항목으로 요약된다.(SevenskaNaringsliv,2006)
첫째,기업의 근본적인 역할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에게 상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기업은 소유주,종업원,공급자 그리고 그 외
의 기업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훌륭하고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해당 사회의 각종 성문,불문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기
본적인 사회적 책임에 속한다
둘째,개별기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지고 또 대부분의 기업
이 책임성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셋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종종 모든 기업이 『사악한 존재』라
는 잘못된 인식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많은
다국적 기업이 저개발국가에서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 사례를
볼 수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다국적기업은 종종 국내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환경친화적인 신기술과 현대적인 경영제도를 소
개한다는 것이다.
넷째,세계적으로 기업의 투명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다시 말하면 각종 언론
매체,소비자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상품이 어떻
게 생산되고 또 판매되는가 등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소비자들은
기업의 상품 생산방식이 기대치에 맞지 않을 경우 상품 구입을 중단하며 또 다른
소비자들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기관투자가들이나 개인투자자들도 이와 비

25) 손혜경, 『스웨덴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배경과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2006, 4권, 4호, pp28-35

에서 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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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행동을 보인다.기업들은 위험 그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이런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향상에 법률적 규
제보다는 시장이 더 훌륭한 촉진제가 된다.
다섯째,시장에서 기업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기대의 눈높이가 더 높아짐에 따
라 각종 민간조직이 발행하는 증명서,윤리의식강령,감독규범 그리고 각종 경영
보고서 작성 모델 등이 등장하였다.이런 민간조직들의 활동이 장점이라면 이런
모든 것이 시장의 압력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다는 것이다.이런 자율적인 조직
은 기업이 융통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것이다.
여섯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할 때 한 가지 규칙으로 전체 기업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각 기업이 사회적 책
임을 다할 수 있는 방식을 자유롭게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궁극적으로 특정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 수행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모델을 따르는
가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기업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기업의 명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선 기업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관련해 스웨
덴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논의는 공사기업 경영자에 대한 보수의 문제이다.스
웨덴의 유수한 생명보험회사 스칸디아(Scandia)가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이윤
을 확대시킨 후 경영진들에게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봉,보너스,연금,그 외
에 각종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26)경영진 어느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스웨덴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의 평판을 다룬 예로는 2005년 10월 스웨덴의 대규모 의류전문회사 H&M이
마약을 남용하는 유명 여류 모델을 광고모델로 채용한데에 대해 언론 매체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은 후 그 모델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였다.27)
스웨덴 경영자총연맹은 개별기업의 사업의 기본 성격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방식을 정하고 또 필요시 어느 특정한 투명 경

26) SevenkaDagbladet,2005.5.20일자 신문기사
27) VeckansAffarer,2005.10.3일자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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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윤리경영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특기할만
한 점은 기업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적인 요구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 자세로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② 영국의 사례28)

많은 영국의 대기업들이 CSR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적․외적인 압력에서 비롯되었다.외적으로는 사회에서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변화하면서 비정부기구,시민단체,개인소비자들이 기업의 행
동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내부적으로는 특히 미국에서 엔론사의 스캔들에 언
론의 관심이 모아진 이래 많은 대기업의 경영진들이 기업의 윤리적인 기준과 사
회적 기대에 부응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또한 영국정부는 사회복지라는 목
표의 추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기업을 독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
다.
CSR에 관한 야심찬 비전의 일부로서 영국정부는 2000년에 세계 최초로 CSR장
관을 임명하여 기업들이 「기본적인 법적 의무 이상의 행동」을 채택하도록 장려
하는 정책의 이행을 감독할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그러나 기업들이 법에서 요구
되는 내용을 넘어서 취해야 할 행동의 유형을 정의하면서 정부는 규범적인 역할
보다는 촉진적인 역할을 선택하였다.즉,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책임을 지는 기업
환경에 기여하는 정책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기업을 장려하는 역할을 맡은 것
이다.이처럼 폭넓은 자율 정책은 CSR 이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혁
신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CSR을 채택하여 각각의 사업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CSR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강조하면서 기

28) Lisa Whitehouse, 『영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정책과 관행』, 국제노동브리프, 2006, 4권, 4호, 

pp1-7에서 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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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대화하며 사례를 개발하고 전달하여 CSR관행을 일상적인 기업활동으로 포
함시키도록 독려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예를 들어 정부는 기업의 지도
자들과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CSR 학교(CSR Academy)를 책임사회구현단체
(AccountAbility),지역사회 속의 기업(BusinessintheCommunity),경영대학원
협회(AssociationofBusinessSchools),영국상공회의소(theBritishChamberof
Commerce)와 연계하여 설립하였다.
또한 영국정부는 대기업들이 CSR관행을 채택하도록 촉진하는 목적의 세 가지
방침이 발표 되었다.첫째는 「1995년 연금법」의 개혁이다.개정법은 연․기금이
투자 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문제들의 고려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그래서 개정법은 기업들이 CSR을 채택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허
가하는 목적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법의 도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두 번째 기
준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관하여 기업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
는 제도가 마련되었다.2005년 3월에 도입된 「기업운영 및 재무보고(Operating
andFinancialReview :OFR)」 제도를 통해 정부는 상장기업들에게 기업의 사
업목표,목표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
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이는 기존에 보고서와는 달리 기업
의 장래 실적에 관한 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간접적으로 CSR과 관련이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개선이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과 연결되며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고 있다.여기에 기초한 경영진들의 새로운 의무는 기업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성공을 도모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식으
로 경영진들이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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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29)

일본에 있어서 CSR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은 1956년에 경제동우회의 결의사
항인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경제동
우회는 “현 시대의 경영자는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단지 자기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경제 및 사회와의 조화에 있어서 생산의 모든 요소를 가장 유
효하게 결합하여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경영
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에 CSR이 제기 된 것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경제성장 과
정에서 기업이 사적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 결과 공해문제 등 사회적 폐해가 발
생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주민운동과 피해자 운동이 일어나고,기업에 대한 불
신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성악설까지 제기되었다.그리고 1967년에 공해대책기본
법이 성립되었다.1970년대에는 석유 위기 이후 생활물가 급등에 의해 기업 이익
지상주의가 비판을 받음에 따라 1974년 상법 개정 시에 국회 부대결의사항에서
CSR이 거론 되었다.이후 기업 측에서는 공해부를 신설하였고 이익 환원을 위한
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1980년대에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해외로 진
출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거품경제가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장기간 노
동과 직장에서의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 되었다.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
은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고 사회공헌활동단체와 기업
메세나 운동이 확대되었다.1990년대에는 거품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증권회
사와 은행의 파탄,건설업의 담합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도 기업 불신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현재 일본의 CSR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
는 기업행동헌장을 채택하게 되었고 2003년에는 이해당사자에 대해 관심이 대두
되었고 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CSR의 본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의 촉진 수단으로 경영자에 의한 셀프체크(현상에 대한 평가와 목표설정)에

29) 김명중, 『일본기업의 사회적  책임 : 동향과 과제』, 국제노동브리프, 2006, 4권, 4호, pp19-27에

서 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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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 기업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④ 중국30)

중국은 2008년 1월 이후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중국 국영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지도의
견」의 구체 실행 내용에는 준법경영,기업경쟁력제고,소비자만족도 제고,환경
보호,기술 수준 제고,노동자 권익 보호 및 공익활동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의 전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또 한편으로 이「지도의견」은 중국 국영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계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본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사회적 책임이 중국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갈 때 결정적
인 역할을 한 것은 쓰촨성 지진이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가를 기준
으로 기업의 양심을 평가한 다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
사회전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결국 쓰촨성 지진의 영향으로 중국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친구들이여,앞으로는 왕라오지를 마시고,공상은행에 저축하고 쑤닝에서 가전
제품을 사고,핑안보험을 들고,리닌 운동화를 신고,롄샹 컴퓨터를 사고 지리자
동차를 탑시다.”이는 쓰촨성 지진 이후 성금액수 상위 랭킹 기업들을 지지하는
중국네티즌들의 글이다.이러한 상황은 잠자고 있던 중국 국민들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쓰촨성 지진을 통해 깨어났으며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일부 인색함을 보
인 기업들은 인터넷 홍위병들로부터 집중적인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
렇게 중국의 사회적 책임은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나 현실을 무시하지 못함
을 볼 수 있다.중국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농촌경제 발전,환경오염,물가

30) 배영준, “쓰촨 지진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크게 부각”, Chindia Journal, 2008, pp6-8에서 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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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다.이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은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 부흥할 수 있는 주제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기존 자산을 활용하고 핵심사업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을 볼 수 있다.

2.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의 주체로서 경제적 조건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하지만 사회가 기업을 바라볼 때 원하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함을
볼 수 있다.특히 스웨덴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율적인 기업의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찬성론과 반
대론이 부딪히지만 오늘날 찬성론이 좀 더 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기업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자율적으로 책
임을 다한다면 최선의 결과이겠지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
적 책임과 윤리적인 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권
유 그리고 혜택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앞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전 세계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한 각국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그러나 기업들이 기업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입각하여 경영을 하였다면 이러한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째,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정책 당국의 감독부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정보공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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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의 적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
인 중 신용이 좋지 않은 대출자들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모기지 회사들의
경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영자들의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둘째,미국식 경영 합리화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즉,미국 기업의 경영
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무리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가 많다.따라서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CSR을 강조하지만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자발적
으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 가도록 제도적 장치와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기업의 역량과 기업에서 창출되어지는 재화는 갈수록 커져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다.경영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명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대해서 기업과 경영자의 사적 이기심보다는
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윤리적인 면과 책임을 자율적으로 제고하는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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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론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전 세계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한 각국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그러나 기업들이 기업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입각하여 경영을 하였다면 이러한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정책 당국의 감독부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한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정보공시
를 강화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의 적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의 원인 중 신용이 좋지 않은 대출자들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모기지 회사
들의 경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영자들의 보수적인 의사결
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둘째,미국식 경영 합리화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즉,미국 기업의 경영
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해야만 한다.따라서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CSR을 강조하지만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자발적
으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 가도록 제도적 장치와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기업의 역량과 기업에서 창출되어지는 재화는 갈수록 커져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다.경영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명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대해서 기업과 경영자의 사적 이기심보다는
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윤리적인 면과 책임을 자율적으로 제고하는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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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부실기업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자구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는데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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