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브리핑
2007.12.27(목), 14:00 홍영만 대변인 (금감위,금감원)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한지 벌써 시간이 꽤 돼서 금년
도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중요하
지는 않지만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
쪽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금감위 및 금감원
직원에 대한 파견요청이 있었느냐?”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공
식적으로 파견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아직 공식
적으로 파견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
기로는 곧 저희가 파견요청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국장급 1명, 과장급1명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
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찬가지 인수위 쪽과 관련이 되어있는데, “월리엄
라이백고문이 외국인 투자유치책임자로서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
는데, 접촉한 내용이 있느냐?” 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라이백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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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4일부터 30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국
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휴가들을 많이 쓰니까, 그것에 따라서 가족들
을 뵈러 미국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일에 출근하도록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라이백고문이 어
떤 과정을 통해서 인수위에서 접촉요청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31일 날 와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
희가 저희 원내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해보신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라이백고문께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와서 정식으로 확인
을 해 주셔야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1일 날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주신 것은 어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께서 어떤 특
정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는 완화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
이고, 대신 투명하게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얘기를 했다고 인
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 위
원장님께서 쭉 견지해 오셨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없습
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인수위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검토 요청
을 받은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인수위에서 금산분리문
제에 대해서 검토요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입장을 정리
해서 인수위에 보고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 말씀드
릴 것은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에 전임부위원장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임식을 하셨고, 신임위원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
다. 신임위원장님은 취임식을 하시지는 않으셨고, 취임식을 안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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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취임사는 금감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얼
마든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담 같습니다만 윤용로 부위원장께서는 3시에 이임사를 했고, 위임
사는 그동안 많이 고생해 줘서 고맙다. 공직생활 30년 접게 돼서 감
회가 새롭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임사를 읽는 동안에 목이 메이셔서
몇 번 이임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눈물도 보이셨고,
전례대로 이임사를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조크도 하셨
고 내가 혼낸 직원들이 이 자리에 안 보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
서 분위기도 반전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일자 어떤 신문에서 생계형 신불자수가 240만 명이다. 이
렇게 보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취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잡으면 생계형 신불자가
85만 명이라고 합니다. 500만 원 이하 신불자를 보통 생계형 신불자
라고 하는데, 숫자가 85만 명이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나중에 기
사 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올해 정례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정례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고, 새해 복 많
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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