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입고 국내기업 중 최대의 키코 피해자가 되었다.
매출이 1조 원이었던 2009년 한해만 통화선도 부채가 8360억 원, 파생상품 평
가손실액이 1조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2009년 부채총
액이 자산총액을 7730억 원이나 초과했다”라며,
담당자 장연경 비서
02-784-9132

“성동조선해양은 키코가 유발한 피해로 인해 2010년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2018년 4월 20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 때 1만여
명을 넘어가던 노동자들은 이제 909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리인들은 이마저

<2018. 7. 17.(화)>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도 517명을 해고하고, 392명만 남기겠다며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채권단은 2010년 자율협약이후 성동조선
살리기에 4조6천억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 “은행의 압력으로 키코 가입,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 폭등
으로 최대 피해 입고 법정관리 들어가”
- “채권단은 RG발급기준을 높여 수주 막고, 정부는 조선 산업에 대한
전략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
- “노동자 길거리로 내모는 정리해고 중단하고 회생대책 만들어야”

세금을 성동에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를
1년이 멀다하고 갈아치웠다. 그간 채권단은 조선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RG
발급기준을 높여 수주를 막았고 정부도 조선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
립하지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한편 키코 강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은 자율협약 과정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이용해 채권단에서 이탈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도망간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동조선해양은 RG발급의 대가로 은행이 요구하는 키코에 가입했고, 그 손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

이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은행과 금융당

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이기 때

국은 키코 가입 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조선 산업이 회복

문에 금융당국이 챔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속에, 2008년 쌍용자동차 이후 최대 규모의 정
리해고 예정 속에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성동조
선해양은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미끼로 가입할 것을 권
유하는 것을 못 이겨 키코(KIKO)에 가입했다. 즉, 은행의 압력과 꺽기로 환율
이 떨어지면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무한대의 손실을 보는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우리는 키코 손실로 시작된 성
동조선해양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회생을 위
한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경제정책일
것이다”고 말했다.<끝>

“결국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가 폭등해서 환율이 올라가자 성동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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