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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신용스왑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고

-신용보강거래와의 비교 및 투기적 신용스왑 금지에 대하여-

신용스왑을 포함한 신용파생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

년 유럽 국가부채위기의 발생과 확산에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다. 신용파생거래가 위기를 야기하게 된 이유는 신용파생거래가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신용파생거래가

시작된 것은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법률관계에 대한 연

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신용파생거래 중 기본형인 신용스왑을 중심으로 그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신용스왑은 신용위험을 이전하고 신용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하는 반면,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신용스왑과 나머지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들 사이에 차이점

이 존재한다. 제2장에서는 신용스왑의 법률관계를 보증, 보증보험, 보

증신용장의 법률관계와 ① 거래 구조, ② 부종성, ③ 신용보강의무 이

행조건, ④ 구상관계의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용스왑은 신용보장매도자와 신용보장매입자 사이의 2자간 거래로

서,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경

제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

는 반면에,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은 신용보강권리자와 신용보강

의무자, 그리고 채무자의 3자간 관계에서 신용보강권리자가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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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권을 보유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신용스왑은 전

통적인 신용보강거래와 달리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보장을 매입하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투기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에 따른 사회적 효용

과 해악을 비교형량하면서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도

덕적 해이와 도박성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용스왑의 보험계

약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도덕적 해

이와 도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

원칙을 유추하여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 구체적인 금지

범위에 대하여 EU의 공매도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U 공매

도 규제에서는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그 채권의

가치와 상관관계 있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국가 신용스왑 거래를 허용하고, 투기 목적의 국가 신용스왑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초과 헤지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신용스왑

포지션과 헤지하려는 엑스포져 사이에 비례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국가 신용스왑 거래를 허용한다. 프록시 헤지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고려할 때, EU 규정의 기준을 금지되는 투기적 신용스왑의 범위를

정하는 일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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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국가부채위기에서 신용스왑

(credit default swap)을 포함한 신용파생거래(credit derivatives)가 위

기의 발생과 확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

다. 그 주된 비판으로는 신용파생거래의 불투명성, 신용파생거래에 있

어서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의 간과, 신용파생거래가 불러

일으키는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 신용파생거래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신용파생거래로 인하여 왜곡된 인센티브 등이 있다. 그리고 위

기를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석과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들이 주장되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분석들은 대부분 금융

위기에서 나타난 신용파생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

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용파생거래를 복잡한 금융공학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전혀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규제들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

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에 앞서서, 신용파생거래가 거래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여 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법

적 불합리성을 제거할 수는 없을까?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하

는 여러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법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

를 부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거래법적 관점

에서 법률관계의 효력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신용파생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 등 기존의 신용보강거래와 법률관

계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권리와 의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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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관계의 특징 중에 사회적으로 가져오

는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큰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파생거래는 워낙 다양한 유형의 거

래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장 기본형인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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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용스왑과 신용보강거래의 비교

제1절 서론

신용스왑, 보증(guarantee), 보증보험(surety bond), 보증신용장

(standby letters of credit) 등은 기초거래(underlying transaction)의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신의 신용을 보강(credit enhancement)

하여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기초거래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의 신용을 믿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장매도자, 보증인, 보험자, 개설은

행의 신용을 믿고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신용보장매도자,

보증인, 보험자, 개설은행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하는 공통적인 경제적

기능을 한다. 아래의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건설회사 A가 그 영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A의 신

용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A의 신용이 불충분하거나 스스로의 신

용을 넘어서는 규모의 대출을 원하는 경우, 은행은 물적 담보를 요구

하거나 인적 담보로서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A는 자기 회사의 대표

이사나 이사인 B를 보증인으로 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은

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는 국내에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A

가 공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공사 이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A의 신용을 믿을 수 없는 발주자는 A에게 신용

을 보강할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A는 보증보험회사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강

할 수 있다. 한편 A가 중동에 진출하여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중동의

발주자가 A의 신용이나 시공능력을 믿지 못하여 담보를 요구한 경우

우리나라의 은행을 통하여 외국의 은행을 지정은행으로 하여 보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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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을 발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신용을 보강할 수 있다. 일시

적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A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A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회사 B는 A의 신용위험

을 일부 전가하기 위해 A의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스왑

계약을 C와 체결할 수 있다.

위 예에서 A회사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각 거래의 유형이나 처

한 상황에 따라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 신용스왑이 이용되었다.

이처럼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 신용스왑은 채무자의 부족한 신

용을 보강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타

인의 신용으로 담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한다.1)

어떠한 거래들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함에도

그 거래들에 대한 법적 규율이나 법적 효과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

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각 거래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

다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거래에 대하여 동일

한 법적 효과와 법적 규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것은 같

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법의 기본적 논리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규율이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거래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하는 다른 거래가 활성화되어

결국 그 규율 목적이 실패되거나 무의미해지는 규제실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용스왑과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 등의 신용보강거래

가 각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1) 이하 신용스왑,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 등의 신용보강거래에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신용보장매도자, 보증인, 보험자, 개설은행을 신용

보강의무자라 하고, 신용보강을 위하여 신용보강의무자에게 지급청구권을 보유하는

신용보장매입자, 보증채권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신용보강권리자라고 통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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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고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각 거래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하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신용스왑과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의

법률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2절 신용스왑 및 신용보강거래의 의의

I. 신용스왑

1. 신용파생상품의 의의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이란 그 가치가 제3자(준거채무자,

reference entity)의 신용도에 기초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이다.2)

즉 모든 파생상품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에서 그 가치가 파생

되는데,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준거채무자(회사, 국가 또는 유사

한 단체)의 신용위험이다.3) 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이자율 위험

(interest rate risk), 환율 위험(currency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시장에서 채권가치가 떨어질 위험인 시장위험(market risk), 그

리고 채무자인 채권 발행자가 도산하거나 채무가 재조정되거나 지급

유예를 선언하는 등의 위험인 신용위험(credit risk)를 부담하게 된다.

신용파생상품은 이러한 채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위험들 중

2) Schuyler K. Henderson, Henderson on Derivatives 2nd Edition, LexisNexis, 2010,

159면.

3) Edmund Parker, Credit Derivatives: Documenting and Understanding Credit

Derivatives Products, Globe Law and Business, 2007,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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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준거채무자의 신용위험만을 떼어내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래

이다.4) 이 때 준거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를 신용보장

매도자(protection seller)라 하고, 신용보장을 확보한 당사자를 신용보

장매입자(protection buyer)라 한다.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내포하는 신용위험을 다른 위험들과 분

리하여 계약당사자들 간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신용파생상품은 보장매도자가 부담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보장매입자에게 이전하고, 준거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장매입자의 신용으로 보강한다는 점에서 보증계약과 중요한 점에

있어서 공통된다.

2. 신용파생상품의 종류 및 신용스왑의 의의

신용파생상품은 2000년대 들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

장하면서 다양한 종류로 발전하였다. 신용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준

거채무자(reference entity)의 수에 따라 단일채무자(single-name) 신

용파생상품과 복수채무자(multi-name) 신용파생상품으로 나눌 수 있

다. 준거채무자가 하나인 단일채무자 신용파생상품은 단일채무자 신

용스왑(single-name credit default swap)과 총수익교환스왑(total

return swap)등이 있고, 준거채무자가 다수인 복수채무자 신용파생상

품은 포트폴리오스왑(portfolio default swap)과 합성담보부채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와 별

도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은 신용위험의 대상이 되는 준

거채무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 것으로, 신용파생상

4) Edmund Parker, 위의 책,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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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증권화하여 신용스왑이 내포된 채권이다.5)

이와 같이 다양한 신용파생상품이 있고 그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법

률관계는 각 거래마다 다르다. 그러나 많은 신용파생상품이 단일채무

자 신용스왑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신용스왑이란 보장매도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준거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것에 동의하고 보장매

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정기적인 지급을 하는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

약이다.6) 신용스왑에서 보장매도자의 이행의무는 신용사건(credit

event)의 발생, 신용사건 고지의 도달,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신

용사건 발생을 확인하는 공개 정보 고지의 도달을 정지조건으로 발생

하고, 실물결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실물 결제 고지의 도달도 요구된

다.

3. 신용스왑의 연혁

신용파생상품, 특히 신용스왑은 1990년대 중반에 기업대출채권의 신

용위험을 이전하고 상업은행의 자본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

로 등장하였다. 신용스왑 거래를 통해서 상업은행은 신용위험을 제3

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전된 위험은 은행의 자본규제 관련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7)

1990년대 후반에는 회사채(corporate bond)와 지방채(municipal

bond)를 준거채무로 한 신용스왑 거래가 이용되었다. 초기에는 신용

스왑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이 서로를

잘 알았고 신용스왑 상품의 조건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대부

5) 이금호, 신용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4면.

6) Schuyler K. Henderson, 위의 책, 161-162면.

7) Richrd R. Zabel, Credit Default Swap : From Protection to Speculation, 4 Pratt's J.

Bankr. L. 546 (2008), 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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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경우 보장매수자가 대출채권(loan)이나 채권(bond)과 같은 기초

자산(underlying credit asset)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신용스왑 시장은 3가지의 실질적인 면에

서 변화했다. 첫째로 보장매도자와 보장매입자 모두에 대한 신용스왑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새로운 당사자들

이 신용스왑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고, 보장매도자의 재무건전성 등

신용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어,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이 현실화되었다. 둘째로 신용스왑이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부채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구

조화투자회사(SIV :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들을 위하여 이용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용스왑 거래들은 기업대출채권이나 회사채,

정부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던 경우와 달리, 특정 대출채권이나 채권의

신용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알려져 있는 회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

들이었고, 따라서 신용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졌다. 셋째로

신용스왑의 보장매도자와 매입자는 더 이상 기초자산(대출채권, 채권

등)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자산의 신용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

해 베팅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면서 시장에 투기가 만연하게 되었다.8)

신용스왑 거래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1996년에는 전세계 신용파생

상품거래의 규모가 1000-2000억 달러 정도였으나, 2007년 말에는 신

용스왑의 거래 잔액이 62조 달러에 이르러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8) 위의 글, 548-549면은 “2007년 말에는 신용스왑 시장의 규모는 거래 잔액이 45조 달

러였는데, 회사채, 지방채, 구조화투자회사 시장의 규모는 합계 25조 달러 이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20조 달러는 신용스왑 당사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은 특정 자산의 신

용사건 발생 가능성에 투기적으로 베팅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스왑 거

래는 하나의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신용스왑이 체결되고, 그 신용보장매도

자가 인수한 신용위험을 다시 이전하기 위해 제2의 신용스왑이 체결되는 등의 거래가

이뤄지므로, 명목금액만으로 투기적 거래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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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의 원인으로 신용파생상품이

지목되면서 거래가 줄어들어 2010년 전반기에는 신용스왑의 거래 잔

액이 26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9)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통계로는 신용스왑 거래 잔액은 2012년 전

반기에 26조 달러에서 2014년 전반기에 19조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이

다.10)

II. 보증

우리 민법에서 보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증이란 주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

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고 한다.11) 보증은 책임재산의 범위를 인적으로 확대하여 채권의

가치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인적 담보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이다.12) 이

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보증은 주계약상 부족한 주채무자의 신

용을 보증인의 신용으로 보강하는 계약이다.

“보증(保證, guarantee)”은 우리 법에서나 외국법에서나 다양한 의미

로 사용되고 있다. 광의로 인적 담보제도 전반을 일컫는 단어, 또는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제도 전반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13)

9) ISDA Market Survey data, 1987-2010, http://www2.isda.org/functional-areas/

research/surveys/market-surveys/에서 이용가능(최종확인일 2015. 2. 17.).

10) BIS Derivatives Statistics 7 Dec 2014, table 19, http://www.bis.org

/statistics/dt1920a.pdf 에서 이용가능(최종확인일 2015. 2. 17.).

11)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7, 184면.

1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 박영사, 1995, 161면(박병대 집필).

1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

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증계약은 광의의 보증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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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의의 보증에는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이나 요

구불보증(first demand guarantee), 신원보증, 기관보증 등이 포함된

다.14)

반면 우리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

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의 규정

들에서도 부종성이 존재하는 부종적 보증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이러

한 부종적 보증을 “보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보증이 다양

한 인적 담보나 신용보강거래들의 표준적․일반적 모델이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의 보증도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의 부탁을 받았는지 여

부에 따라 수탁보증과 무수탁보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

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민사보증과 최고․검색의 항변권

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상사보증(상법 제57조)으로 나눌 수 있다.15)

신용스왑은 기본적으로 준거채무자의 수탁여부와는 관련없는 거래이

고 상사거래이므로, 이하에서는 협의의 보증 중에서 무수탁보증, 그리

고 상사보증을 전제로 신용스왑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14) 유럽계약법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Contract Law)의 사전 작업을 기초로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가 주도하여 만든 ‘공통참

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이라 한다)'은 Book Ⅳ

Part G.에서 ’인적 담보(personal security)‘를 규정하면서, 종속적 인적 담보

(dependent personal security)와 독립적 인적 담보(independent personal security)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종속적 인적 담보가 우리 법상 부종성이 있는 협의의 보증과

유사한 개념이다. DCFR Ⅳ. G.-2:101에서는 “담보로써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여하

한 다른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모든 약속은 비독립적 인적 담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채권자가 달리 합의되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인적 담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종성이 있는 보증으로

추정한다. Christian von Bar 외 10인 편저, 안태용 역, 유럽민사법의 공통 기준안(총

칙․계약편) -DCFR 제1권~제4권-, 법무부, 2012, 139면 이하, 633면 이하 참조.

15) DCFR은 종속적 인적 담보의 경우 다른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담보제

공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DCFR Book Ⅳ Part G - 1:105 참조) 따

라서 우리 민법과 달리 DCFR은 보충성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앞의 책, 142, 6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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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증보험

보증보험이라 함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

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16)

대법원은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

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

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

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

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17)이라

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상법18)은 제4편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의 제7절

보증보험을 신설하였다. 개정 상법 제726조의 5에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

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다면 보증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를 보상하기로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6) 송옥렬, 상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14, 325면.

1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18)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어 2015. 3. 12.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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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증신용장

1. 의의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이란 상업신용장(commercial

letter of credit)과 마찬가지로, 수익자(beneficiary)가 일정금액의 지급

을 청구하면서 신용장의 조건에 맞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이 당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설

은행의 약속이다.19) 미국연방규정은 보증신용장에 대하여 “그 문면상

의 명칭이 어떠하든 발행인(issuer)이 수익자에 대하여 ① 개설의뢰인

(account party)에게 대여되거나 선지급된 또는 그가 지급책임을 부담

하는 금액의 반환, ② 채무자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급, ③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급을 위한 의무를 부담

하겠다고 표시한 신용장이나 이와 유사한 종류의 약정을 의미한다20)”

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은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지급하게 되

는 상업신용장과 달리, 개설의뢰인이 일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에 지급을 보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증신용장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위험을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보강하는 계약이다.

이는 전통적인 “보증”과 유사하지만, 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구

체적 거래 형태가 “신용장”의 형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증과

차이점이 있다.

19) 송상현, 「보증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소고」, 『법학』 제26권 2-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174면.

20) 12 C.F.R. 3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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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 보증과의 구별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 first demand guarantee,

demand guarantee)이란 그 명칭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수익자(피보증

인)가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조건과 일치하는 서면으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 단체나 법인(이를 보증인이

라 함)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면으로 된 보증(guarantee), 계약

(bond), 기타 지급확약(payment undertaking)을 의미한다.21) 독립적

보증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그 기본계약이나 이행조건과 분리되어,

부종성이 있는 일반적인 보증과는 달리 원인관계에 대하여 비부종성

을 가져서 채권자(수익자)가 주채무자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 여부와

는 상관없이 보증서의 조건에 맞는 일정한 청구를 하면 보증인은 보

증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이다.

미국의 경우 계약이행을 보증함에 있어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과 종

속성이 완화된 보증을 보증신용장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독립적 보증의 형태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22) 그런데 양

자는 적용되는 기본 법 원칙이 “독립성의 원칙”과 “서류 거래 원칙”

이라는 점에서 거의 유사하고23)24), 양자를 규율하는 국제적 법규들도

21) 유중원, 보증신용장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SP), 통상법률(1999. 12.), 76면.

22)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법조 2014. 5.(Vol.

692), 10면; 한재필, 독립적 보증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2008, 304면; 문희철, 서백현, 보증신용

장과 계약보증의 법적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논집 제9권 제2호(1993. 12.), 충남

대학교 경상대학 부설 경영경제연구소, 246면 이하 참조.

23) 송상현, 위의 논문, 175면.

24) 독립적 보증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윤진수, 위의 글, 김형석, 보험계약과 손해담보

계약, 저스티스 통권 제77호, 2004,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7

권 (2002.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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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25),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26)

이하에서는 편의상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나, 독립적 보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27)

제3절 신용스왑과 신용보강거래의 법률관계 비교

신용스왑과 신용보강거래의 법률관계를 ① 거래 구조, ② 부종성 유

무, ③ 신용보강의무 이행 조건, ④ 구상관계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비

교하겠다.

I. 거래 구조상의 차이

신용스왑 거래와 전통적인 신용보강 거래들인 보증, 보증보험, 보증

신용장은 거래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5)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78년 제정한 계약보증에

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1978), UN 국제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가 제정한 ‘독립적 보증과 보증

신용장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의 경우 보증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에 모두 적용된다. 위 UN협약 제

2조 (1)항은 위 UN협약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국제실무에서 독립적 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은행 또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보증인/발행인)

이, 단순히 청구하거나, 또는 보증의 조항과, 보증에 의한 다른 문서 조건에 부합하는,

의무불이행, 다른 우발적 사고로 인한, 또는 차용하였거나 선급된 돈 또는 채무자/보

증의뢰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담한 이행기에 이른 채무의 지급의무가 도래하였다는 점

을 나타내거나, 또는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다른 서류와 함께 청구하면, 수익자에게 특

정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독립적 확약”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26) 윤진수, 위의 글, 10면, 김선국, 보증신용장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

과대학 박사학위논문, 1991(이하 이 글을 ‘김선국, 박사학위논문’이라고 한다), 24면.

27) DCFR에서는 독립적 인적 담보에 관한 규정들을 두면서 그 규정들은 보증신용장에

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DCFR Book Ⅳ Part G-3:101). 영국 판례 역시 독립적

보증을 보증신용장과 매우 유사하게 취급하여 그 법적 취급을 달리 하지 않고 있다.

영국 판례 관련 내용은 유중원, 위의 논문 80-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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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스왑

신용스왑 거래는 신용보장매입자가 신용보장매도자와의 사이에, 일

정 수수료(premium)를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 중에 준거채무자

(reference entity)의 파산 등으로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미리 합의한

일정 금액을 신용보장매도자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거래이다.28)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보장매입자는 신용스왑 계약에서 정

한 바에 따라 ① 실물결제(physical settlement)의 경우 신용스왑 계

약에서 정한 인도가능채무(deliverable obligation)를 인도(deliver)29)하

고 보장매도자는 이에 상응하는 실물결제금액(physical settlement

amount)을 지급하며30), ② 현금결제(cash settlement)의 경우 시장가

격을 기준으로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의 기준가격에서 최종가

격(final price)을 공제한 후 변동지급자계산금액(floating rate payer

calculation amount)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미리 정

한 확정금액을 지급하고31), ③ 경매결제(auction settlement)의 경우

기준가격에서 준거채무자의 기초자산을 경매하여 결정된 경매최종가

격을 공제한 후 변동지급자계산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

게 된다.32)

신용스왑 거래는 기본적으로 신용보장매입자와 신용보장매도자 사이

28) 이금호, 위의 글, 25면.

29) 의미상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라는 표현보다는 소유권 등의 권리 이전을 뜻하는 양도

라는 표현이 적합할 수 있으나, assign이라는 용어와의 구별상 deliver를 인도로 표현

하였다.

30) 200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8.1조,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8.1조.

31) 200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7.3조,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7.3조.

32) 2009년 ISDA Credit Derivatives Determinations Committees and Auction

Settlement Supplement to the ISDA 2003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s(이하 ‘2009

년 Supplement’라 한다) 제12.4조,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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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자간 거래로 구성되고, 채권자에 해당하는 신용보장매입자와 주

채무자에 해당하는 준거채무자 사이에 기본계약관계나 채권채무관계

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33) 신용스왑 거래의 성립단계에서

채권자에 해당하는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의 증권이나 대출채

권 등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신용사건이 발생하여 결제에 이

를 경우에도 실물결제의 경우에는 준거채무자의 일정 채무인 인도가

능채무를 보유하여 이를 신용보장매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나34), 현

금결제나 경매결제의 경우 결제단계에서도 준거채무자가 발행한 채권

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ISDA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ISDA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s,

이하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이라 한다)에서는 신용보장매입자와 신

용보장매도자가 “신용파생거래 당사자들은 신용파생거래에 적용되는

결제방법에 따라 준거채무자에 대한 당사자의 신용 엑스포져(credit

exposure)의 존재나 그 액수에 관계없이 이행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

장매입자는 신용사건의 발생 결과 어떠한 손실을 입을 필요도 없고,

손실을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동의한 것이 간주된

33) Oskari Juurikkala, Financial engineering Meets Legal Alchemy:Decoding The

Mystery of Credit Default Swaps, 19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 425 (2014), 436면(이하 위 글을 'Oskari Juurikkala, Decoding The Mystery of

Credit Default Swaps'라고 한다)에서는 CDS가 2당사자 간 계약이고, 지급이 외부적

이고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는 신용사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3당사자 간의

구조를 가지는 신용장이나 보증과 구별된다고 한다.; Schuyler K. Henderson,

Regulation of Credit Derivatives: To What Effect and for Whose Benefit? Part6, 7

J. Int'l Banking & Fin. L. 480 (2009), 481-482면 참조.

34) 그러나 실물결제의 경우에도 준거채무자의 일정 채권인 인도가능채무를 신용보장매

입자가 보유하여야 하나, 실물결제할 당시에만 보유하면 되므로 신용사건이 발생한

후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실제로 신용사건 발생 이후 준거채무

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 채권 가격이 왜곡되거나, 인도가능채무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2005년부터 ISDA에서 결제 protocol로 경매

결제를 실시하였고,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에는 경매결제가 별도의 결제방법

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박준,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계약상 신용보장의무

의 이행, BFL 제34호(2009.3), 104-105면 참조(이하 위 글을 ‘박준, 신용보장의무의 이

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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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정하고 있다.35) 이는 신용스왑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준거채무자와의 관계, 즉 기본계약관계와는 전혀 관련 없이 거래를

하려는 것임을 명백히 나타낸다. 신용스왑 거래에서 준거채무자에 대

한 사항은 단지 신용파생거래의 성립, 신용사건 발생 및 결제금액 결

정의 “기준(reference)"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신용스왑 거래는 ①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인 헤지 목적 거래(그림 1)와 ② 준거채무자에 대하

여 채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는

경우)인 투기 목적 거래(그림 2)로 나눌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림 1

과 같이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거래

를 커버드 신용스왑(covered CDS)라고 하고, 그림 2와 같이 신용보장

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거래를 언커버드

신용스왑(uncovered CDS) 또는 네이키드 신용스왑(naked CDS)라 한

다.36)

35) 200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9.1조 (b)항 (i),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11.1조 (b)항 (i).

36)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준거채무자의 신용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더라도 투

기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로 볼 것인지는 투기 목적과 헤지 목적을 어느 범위까지 인

정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논의하고, 그 전에는 투

기 목적 신용스왑은 채권을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

는 경우를 전제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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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2. 보증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기본계약이 체결되고, 기본계약상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보증은 신용보강의무자인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므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관계는 보증계약에 의해 직접 규율된다. 그

리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보증을 위탁하여 보증위탁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수탁보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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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을 위탁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무수탁보증). 수탁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에 해당할 것이고, 무수탁보증

의 경우 법정채권관계인 사무관리에 해당할 것이다.37)

이처럼 보증은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주채무자, 그리고 보증인이라는

3자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증에서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

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428조 제1항), 보

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에

게 항변할 수 있는 규정들은 모두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의 채권자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

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

무이지만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38)”이라

고 판시하여 3자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림 3)

37) 곽윤직 편집대표, 위의 책, 316면.

38)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 20 -

3.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기본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존

재하고, 그 법률관계상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강의무자인 보

험자와 기본계약상 주채무자(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채권자는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보증보

험계약은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39) 주채무자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보험

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된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신용보강권리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기본계

약상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보증설, 보험설 등이 대립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을 보증으로

보는 경우에는 민법상 보증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개정 상법 역시 민법상 보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26조의 7) 위의 보증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기본계약의 채권자이어야 한다.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보험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인데, 손해보험의 경

우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40) 피보험이익

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익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경

39) 송옥렬, 위의 책, 325면.

40) 송옥렬, 위의 책, 284면, 상법 제668, 669, 67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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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손해보험계약

은 당연무효이다.41) 따라서 만약 피보험자가 기본계약상의 채권자가

아니고 기본계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면 피보험자에게 피

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

다.42)

4.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은 수익자(beneficiary)와 개설의뢰인(applicant) 사이에 건

설공사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기본계약이 보증신용장의 발행

을 조건으로 체결되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issuing bank) 사이에

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계약이 체결된다.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

에 보증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고, 보증신용장개설신청서/약정서

(application and agreement for standby letter of credit)에 서명하여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한다. 개설은

행은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수락하고 보증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

게 송부하게 된다. 수익자는 보증신용장을 수령하게 되면 기본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이후 개설의뢰인의 의무가 불이행되면 수

익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에서 수익자는 개설은행에게 보증신용장

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된다.43)

보증신용장은 국제거래에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서

는 수익자와 개설은행 사이에 중간은행들이 개입하여 수익자는 수익

41) 송옥렬, 위의 책, 283-284면.

42) 한기정,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599면.

43) 보증신용장 거래에 대한 설명은 한재필, ISP98하 보증신용장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UCP 600과의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4권 제3호, 171-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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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재 나라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고, 해당은행이 개

설의뢰인 또는 개설은행, 제3의 중간은행으로부터 지급한 금액을 상

환받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보증신용장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거나 기본계약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보인다.

보증신용장의 적법성을 승인한 미국연방규정은 보증신용장에 대하여

그 문면상의 명칭이 어떠하든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① 개설의

뢰인에게 대여되거나 선지급된 또는 그가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의 반환, ② 개설의뢰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급, ③ 개설

의뢰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급을 위한 의무를 부담

하겠다고 표시한 신용장이나 이와 유사한 종류의 약정을 의미한다고

정의44)하면서, 개설의뢰인의 금전지급의무를 보증하지 않고 개설의뢰

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급이 발생한다고 정하지 않는 상업신용장

이나 유사한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45).

DCFR은 독립적 인적 담보란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담

보제공자가 부담하는 채무로서 다른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언된 채무라

고 정의하고 있다.46)

이러한 각 정의에 비추어 보면 보증신용장이나 독립적 보증은 모두

담보적 기능, 신용보강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수

익자, 채권자의 개설의뢰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44) 12 C.F.R. 337.2(a).

45) 12 C.F.R. 337.2(a) Footnote 1.

46) DCFR Book Ⅳ Part G-1:10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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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애초에 담보 목적이 없어 원인관계와 완전히 단절

된 무인적(無因的) 계약인 어음․수표와 동일하게 보증신용장 계약이

기본계약의 존재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47)48)

5. 소결

신용스왑은 신용보장매도자와 신용보장매입자 사이의 2자간 거래로

구성되고,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이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49) 즉 실물결제, 현금결제, 경

매결제의 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신용스왑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준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실물결제의 경우 보장매

도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시점에서만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할 것이 요구될 뿐이다.

47) 김형석, 위의 글, 53면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적 보증을 포함하는 손해담

보계약이 어음․수표계약과 달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담보목적을 가지는 유인적(有因的)계약이라고 한다. 박영복, 신용담보수단으

로서 손해담보계약, 사법정책(제406호), 1994, 31면에서도 유사한 취지에서 손해담보계

약은 기본계약관계에 ‘외적 무인성(ausserliche Abstraktheit)’을 지니나, 급부의 목적

으로서의 담보원인(Sicherungscausa)이 계약 내용을 이루므로 ‘내적 유인성(inhaltlich

kausal)'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48)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비부종성, 즉 독립성이 인정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등의 사유를 들어 수익자에

대한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사기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개설의뢰

인과 수익자 사이에 사실상의 의미에서도 기본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투기 목적으로 보증신용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아 개설은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49) Robert D. Aicher, Deborah L. Cotton, TK Khan, Credit Enhancement: Letters of

Credit, Guaranties, Insurance and Swaps(The Clash of Cultures), 59 Bus. Law.

897, (2004) 955면; Oskari Juurikkala, Decoding The Mystery of Credit Default

Swaps, 431면(신용스왑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도 사고 팔수 있는 점에서 보

험과 다르고, 채무자의 불이행에 베팅을 하는 형태가 된다); Frank Partnoy & David

A. Skeel, Jr., The Promise and Perils of Credit Derivatives, 75 U.CIN.L.REV.1019

(2007), 1021면(신용스왑은 채권발행자의 도산에 베팅을 하는 사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계약이다.); 이금호, 위의 글,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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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인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의 경우에

는 신용보강권리자와 신용보강의무자, 그리고 채무자의 3자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신용보강권리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에서는 신용보강권리자가 보유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불이행될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 신용위험의

범위 내에서 제3자인 신용보강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에서 신용보강권리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 거래를 무효라고 보거나 신용보강의무자가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신용스왑은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나 권리를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헤지목적의 거래(그림 1) 뿐만 아니라 신

용위험을 헤지하려는 목적 없이, 순수하게 투기 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그림 2).50)51) 또한 처음에는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

하여 헤지를 목적으로 한 신용스왑 거래로 신용보장을 매입하였으나

(그림 1), 결제에 이르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여 결제 시점에서는 투기

적인 상태(그림 2)에 이를 수 있다. 반대로 처음에는 준거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없는 투기적 거래였으나(그림 2), 결제에 이르기 전에 채권

을 매수할 수도 있다(그림 1).

반면에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들은 신용위험을 헤지하려는 목적으로

만, 그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그림 3).

50) Robert D. Aicher, Deborah L. Cotton, TK Khan, 956면.

51) 2001년에 Greenwich Associates에 의해 이루어진 북미지역의 신용파생시장 참가자

들에 대한 조사에서, 16%의 응답자가 투기적 투자로서 신용파생시장에 관심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Credit Derivatives News March 2002 to December 2002,

http://credit-deriv.com/crenewsmar02.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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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종성

1. 신용스왑

가. 거래 구조 및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신용스왑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헤지 목적의 거래와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투기 목적의 거래로 나눌 수 있다. 투기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는 신

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보유하지 아니하므

로, 준거채무자가 신용보장매입자에게 기본계약에 따른 항변권 등을

가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부종성은 문제될 수가 없다.

반면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의 경우에는 신용보장매입자와 준거채무

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데, 준거채무자가 가지는 기본계

약에 따른 항변권을 신용보장매도자가 신용보장매입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은 ① 준거채무자가 지정채무를 부담하는 데

에 대한 권리능력 결여 또는 무권한, ② 채무가 위법, 무효, 집행 불

가능하다는 점, ③ 법령, 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해석이나 명령, ④ 외

환거래 또는 자본거래 규제 등에 의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한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스왑 거

래에서 신용사건으로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52) 이는 신용스왑 거

래에서 신용보장매도자의 의무는 기본계약상 준거채무자의 항변권이

52) 200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및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4.1조, 박준,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계약상 신용보장의 대상과 범위, BFL 제33호(2009. 1),

16면(이하 위 글을 ‘박준, 신용보장의 대상과 범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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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채무의 불성립, 소멸 등의 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나. 미국 판결

미국 법원 판결 중 Ursa Minor Ltd. v. Aon Financial Products,

Inc.("Aon") 사건53)에서 신용스왑의 부종성에 대한 사항이 문제되었

다. 판결의 사실관계는 기본계약에서 당사자들은 930만 달러를 대여

하였고, 만기일에 차입자가 1000만 달러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보증

보험회사(surety)가 만기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증권(surety bond)을 발행했다. 또한 기본계약의 대여자는 “만기에 보

증보험증권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불이 되지 않는 것(failure

to make, when due, any payments under the Surety Bond for

whatever reason or cause)"을 유일한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장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보증보험자가 보증

보험증권(surety bond)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왑의 상대방

은 대여자에게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출채권의 만기

에 차입자는 채무를 불이행했고, 보증보험자는 지급거절을 정당화하

는 많은 사유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그 중에는 보증보험이

발행 직후에 취소되었다는 것도 있었다. 대여자는 스왑 상대방인 신

용보장매도자에게 신용사건 발생을 고지했고 신용스왑에 따른 지급을

요구했다. 신용보장매도자는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고, 신용스왑에

따른 스왑 상대방의 의무는 유효한 보증보험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주

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53) No.00CIV-2474, 2000 WL 1010278(S.D.N.Y. July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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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신용스왑 계약은 신용사건 발생 결정이 보증보험

(surety bond)에 대한 어떤 불가항력(unenforceability), 불법

(illegality), 무효(invalidity)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법

원은 준거채무의 유효성에 따라 대여자에게 지불할 신용보장매도자의

의무가 결정된다는 조건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용보장매도자에

게 불리하게 판단하였다. 법원은 계약이 전문가인 당사자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조건이 명백하고 모호함이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신용보장매도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다. 독립성의 근거와 예외

신용스왑 거래에서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에 기초하는 것이다. 부종성을 배제하는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법적 효력

을 가지는 것일 뿐이다. 위의 Aon 사건 판결 역시 당사자의 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의 내

용에도 불구하고 법적 관점에서 그대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부종

성을 부정함에 따른 권리 남용의 가능성이나 공서양속 위반 등을 고

려하여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2. 보증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사이에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

는 채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계약이다.54) 보증계약에서 양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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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근본적인 내용이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는 필연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

용에 따라 주채무의 성립·존속·소멸에 부종하게 된다. 따라서 보증채

무의 별개독립성도 양당사자의 합의내용인 부종성에 의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가.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주채무

가 부존재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성립할 수 없

고, 주채무가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변제, 상계, 경개, 면제 등 채무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

하면 보증채무도 존재목적을 상실하므로 소멸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보증계약의 내용이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55)이므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

나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는 것

이다.

나. 이전에 관한 부종성(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양도나 기타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

하면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에 대한 민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보증의

담보적 특성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다.56) 당사자 사이에 주채

54) 민법 제428조.

55) 민법 제4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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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이전하고 보증채권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특약

을 하면, 양수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취득하고 보증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주채권과 보증채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

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채

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57)

다.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하게 되는데58), 이 역시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다.

보증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주채무의 부

담보다 무거울 수 없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

권을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59)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기한 미도래의 항변권 등을 주채무자의

의사나 항변권행사 여부에 상관없이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6) 곽윤직 편집대표, 위의 책, 173면.

57) 곽윤직 편집대표, 위의 책, 174면.

58) 민법 제430조.

59) 민법 제4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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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보험

가. 개정상법의 태도

보증보험이 주계약에 대하여 부종성을 갖는지 여부는 보증보험의 법

적 성질을 보증의 실질을 갖는지 보험의 실질을 갖는지에 대한 학설

의 입장 차이에 따라 달리 보고 있었다. 이러한 학설이 대립했던 중

요한 이유 중 하나가 종래에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상법에서 전혀 규

정하지 않고 있어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오로지 해석에 맡겨져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상법60)은 손해보험의 하위 항목으로 보증

보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형식적으로 보증보험이 보험에

해당함을 명시하면서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에 맞지 않는다

고 판단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61), 보증보험의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의 보증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62)

이러한 개정상법의 태도에 대하여 논의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

도 적용된다63)”라는 종래의 판례태도를 반영하여 입법한 것으로 생각

된다.

보증보험의 부종성 여부에 대하여 개정상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고, 어느 범위까지 보증규정을 준용할지 여부도 결국 해

60)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어 2015. 3. 12.부터 시행됨.

61) 상법 제726조의6.

62) 상법 제726조의7.

6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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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문제로 남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준으

로 각 사안별로 살펴보겠다.

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부종성

보증보험계약은 기본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그 계약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다.64) 그러므로 기본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기본계

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

사자의 합의된 의사에 부합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

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

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비채변

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 주채무

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65)라고 판시하여 주채무가 해제

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이전에 관한 부종성(수반성)

64) 상법 제726조의5. 이행보증보험약관 제6조 역시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

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이다.

6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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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에 내재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기본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

약상 채권자의 채권이 이전되면 보험금채권도 이전한다고 보아야 한

다. 대법원 판례도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

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

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

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

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

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

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66)”고 판시하여 명시적으로 수반성을 인정

하고 있다.

다만 보증보험약관은 보험목적 양도의 경우 “보험자의 서면동의 없

이는 보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67)”고 규정하여,

수반성을 일부 제한하여 보험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유

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는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

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한 보험금이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

해보다 큰 액수이더라도 실제 주채무액으로 축소된다. 대법원 판례도

보증보험의 목적․형태상의 부종성을 인정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보

6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67) 채무이행보증보험약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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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리스물

건을 보증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모델에서 저가의 모델로 변경한 사

안에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하였다.68)

4. 보증신용장

가. 독립성의 원칙

보증신용장 거래에서 기본계약과의 관계는 상업신용장(commercial

letter of credit)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독립성의

원칙이란 신용장과 기본계약(상업신용장의 경우 대체로 매매계약)의

관계에 있어 신용장은 기본계약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 성질상 그러한

기본계약과는 별개 독립의 지위에 있어 그와 같은 기본계약에는 전혀

구속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69)70)71)

68)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69) 유중원, 위의 글, 81면.

70) 독립성과 추상성은 보통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분리하여 논할 수 없고 대부분

의 경우 서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유중원, 위의 글, 81면), 독립성의 원칙

은 보증신용장거래가 기본계약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라는 의미라면, 추상성의 원칙

은 거래의 실질이 아닌 서류로 거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구별할 수 있

고, 이 글에서는 두 원칙을 구별하여 서술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원칙이 서

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구별에 대해서는 김선국,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 비교사법 제3권 제1호(통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96-98면 참조.

71) 보증신용장 거래는 미국에서 상업은행에 의한 보증행위가 월권행위로서 무효로 규정

되면서, 이러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신용장 형식을 빌려 실질적

으로 보증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형식이 신용장이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신용장의 대원칙이었던 독립성의 원칙이 보증신용장의 중요한 특징

으로 인정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미국 판례들이 보증신용장이 신용장인지 보증으

로 무효인지 여부가 다퉈졌을 때, 서류만으로 거래하는지 또는 기본계약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자는 신용장이고 후자는 보증이라는 태도를 통상 취했기 때

문에, 보증신용장의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 원칙이 인정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Wichita Eagle & Bacon Publishing Co. v. Pacific National Bank of San Fransisco,

493 F.2d 1285(9th Cir. 1974); Warner v.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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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독립성”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신

용장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거래에 당연히 독립성의 원칙이 적

용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성의 원칙은 보증신용장이라는 거래의 명칭

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신용장이라고 명명된 처분문서에 들어

있는 당사자의 의사가 기본계약에 대한 독립성을 합의했기 때문에 인

정되는 것이다.72)73)

독립성의 원칙의 내용은 신용장 거래가 기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

로서 은행은 기본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기본 계약의 내용에 구

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에 의한 지급의무 이행은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

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고,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

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관계를 원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보증신용장의 거래관계에서 당사자들이 기

본계약의 무효, 취소 등 소멸이나 이전 등의 항변을 할 수 없고, 보증

신용장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기본계약에 기한 항변을 할 수 없도

록 한다.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은 UCP 600 제4조 (a)항74), ISP 9875) 제1.07

F.Supp. 521(S.D.Ohio 1984); 자세한 사항은 김선국, 박사학위논문, 22-23면 참조.

72) Wichita Eagle & Bacon Publishing Co. v. Pacific National Bank of San Fransisco

사건은 신용장의 지급 조건으로 개설의뢰인이 리스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과 수익자

는 개설의뢰인에게 그러한 불이행사실을 통지할 것, 개설의뢰인이 그러한 통지를 받

은 후 30일 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않을 것 등의 기본계약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실들

을 신용장 지급조건으로 한 사건인데, 항소심법원은 실체적인 규정이 발행인에게 단

순히 서류만으로 거래할 것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과 관련한 사실들을 다루도록 요구

한다면 이는 신용장이 아닌 보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처분문서

의 표제나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당사자의 합

의의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73) DCFR에서도 담보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 기타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지

급하겠다는 약속은 종속적 인적 담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DCFR Book Ⅳ Part

G-2:101)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 인적 담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독립성을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질 것이고, 당사자의 독립성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종성이 있는 종속적 인적 담보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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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76),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 협약(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이하 ‘UN

협약’이라 한다) 제3조77)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 사기의 원칙에 의한 예외78)

보증신용장은 수익자의 입장에서 기본계약상의 채권 외에 개설은행

에 대한 보증신용장상의 권리를 중첩적으로 가지는데, 양 채권이 모

두 기본계약상의 채권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것임에도 양 채권 사이에 부종성이 인정되

지 않아, 기본계약상의 채권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신용장

상의 권리로 부당이득을 할 위험이 있다. 물론 채권자의 부당이득의

위험은 독립성 원칙을 유지한 채, 부당한 이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

74) UCP 600 제4조 (a)항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결

제(honour), 매입 또는 다른 의무이행의 확약은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

인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UCP 600 제1조는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 상업신용장 뿐만 아니라

보증신용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증신용장에도 위와 같은 독립성의 원칙

이 적용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75) UCP와 ISP 98은 민간기구인 ICC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임의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준거문언의 삽입에 따라 준거법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이상훈, 위의 글, 260면. 그러나 준거문언이 삽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증

신용장의 해석의 기준으로 참고적 효력은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76) ISP 98 제1.07조 수익자에 대한 개설인의 의무는 관련 계약, 관행, 또는 법률에 근거

하여 개설신청인에 대한 개설인의 권리나 의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77) UN 협약 제3조는 위 협약이 적용되는 독립성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익자에 대한 의

무가 기본계약 또는 다른 독립적 의무(확인 또는 역보증) 존재 또는 유효성에 의존되

지 않고, 또는 그 의무가 독립적 보증에 없는 문구 또는 조건, 또는 서류의 제시를 제

외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행위 또는 사건, 또는 보증인의 영업범위내의 다른 행위 또

는 사건에 따르도록 하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있다.

78) 사기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Deborah Horowitz, Letters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s : Defences to payment, Oxford Press,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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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상

태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수단은 소송에 따른

위험과 부담을 고스란히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하

고, 특히 국제적 거래의 경우 소송의 부담과 결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채권자(수익자)나 주채무자(개설의뢰인)가 이후 무자력에 빠져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

다. 또한 범죄적 수단에 의한 독립성의 원칙 남용의 경우에도 수익자

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유가증권인 선하증권

등을 지급청구서류로 요구하는 상업신용장과 달리 보증신용장의 지급

청구서류는 불이행진술서 등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성의 원칙이 남용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과 독립성 원

칙의 효용을 이익형량하여 각국의 법원은 보증신용장이나 독립적 보

증의 독립성에 대한 예외들을 인정하여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기의 원칙”이다.79)

Sztejn v. J. Henry Schroder Banking Corp. 판결80)에서 상업신용장

79) 위의 설명과 별도로, Ross P. Buckley & Xiang Gao, The Development of the

fraud rule in letter of credit law: The Journey so far and the road ahead, 23 U.

Pa. J. Int'l Econ. L. 663 (2002), 664면 이하에서는 사기 원칙의 근거를 ① Closing a

loophole, ② Public Policy for the control of fraud, ③ Maintaining the utility of

letters of credit 의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80) Supreme court of New York Country 177 misc. 719, 31 N.Y., Supp. 2d 631, 1941;

이 판결은 상업신용장에 대하여 최초로 사기 원칙을 인정한 판결이다. 미국의 수입상

인 원고가 인도 수출상으로부터 강모(bristle)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은

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으나, 수출상이 계약에 반하여 쓰레기더미를 선적하고

서류상으로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을 은행에 제시하여 신용

장금액을 지급받고, 동 은행은 개설은행인 피고은행에 이를 제시하였는데, 수입상인

원고가 선적서류가 실제 선적된 것을 나타내지 않는 허위의 서류임을 이유로 하여 개

설은행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법원에 신청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

어음과 서류가 지급청구를 위하여 은행에 제시되기 전에 은행이 수익자의 사기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경우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은행이 부담하는 채무의 독립성 원

칙은 파렴치한 수익자를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

다. 미국에서는 1976년경 이란 혁명이 발발하자 많은 개설의뢰인들이 금지명령을 통

한 신용장대금 지급정지를 법원에 청구하여 대부분의 경우 금지명령이 인용된 이른바

‘이란 사건’들에 의해 보증신용장에 있어 사기 원칙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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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최초로 사기 원칙을 인정한 이후 1952년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 한다)에 수익자의 사기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권이 최초로 성문화되었다.81) 1995년 개정

된 UCC 제5-109조는 사기 원칙을 구체화하여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는 경우와 개설의뢰인이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UCC 제5-109조에서는 수익자에 의하여 신

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요구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또는 중대한 사기의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또

는 제시에 대한 지급이 수익자의 중대한 사기를 조장하게 될 경우에

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지급을 금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2)

건’의 대표적인 판례로는 Itek Corp. v.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730F.2d 19;

Rockwell Intern. Systems, Inc. v. Citibank, N.A., 719 F.2d 583; Stromberg-Carlson

Corp. v. Bank Melli Iran, 467 F.Supp.530; Harris Corp. v. National Iranian Radio

and Television, 691F.2d 1344등이 있다. 관련 국내 문헌으로는 이태희, 보증신용장의

사기적 지급청구의 방지 - Iran사건이 준 교훈을 중심으로-, 변호사 제16집, 서울지방

변호사회, 1986, 67면 이하 참조.

81) 미국통일상법전은 비록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하지만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에 관한 최

초의 성문법 규정이고, 특히 보증신용장거래가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

었기 때문에 보증신용장 거래의 중요한 법원이다.

82) UCC 제5-109조(a)항은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제시를 한 자가 ①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고 선의로 대금을 지급한 지정은행, ② 선의로 지급한 확

인은행, ③ 환어음이 인수된 이후에 선의로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으로부터 이를 취

득한 정당한 소지인, ④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고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의 연지급의무를 양수한 대금양수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은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시를 한

사람이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자에 의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

상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요구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또는 중대한 사

기의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제시에 대한 지급이 수익자의 중대한 사기를 조장

하게 될 경우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UCC 제5-109조 (b)항은 개설의뢰인이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수령을 위해 제시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또는 중대한 사기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서류에 대하

여 지급을 하는 것이 수익자에 의하여 개설은행 또는 개설의뢰인에 대한 중대한 사기

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으로 개설은행에게 지급을 금지하거나 또는 개설은행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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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제5-109조에 따라 발행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려면 사기가 중대

한 사기(material fraud)여야 하는 바, 중대한 사기에 대하여 공식 주

석은 “수익자에 의한 중대한 사기는 수익자가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럴듯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및 실제로 지급청구의 권리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83)고 설명하고 있

다. 즉 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러한 지급청구권의 근거가 없음에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중대

한 사기에 해당한다.84)

사기의 원칙은 신용보강거래임에도 국제거래에서의 편리성과 거래의

신속성,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거래에 참여 등을 위해 부종성을 인정

하지 않고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기본계약의 법률관계

와 보증신용장 관계가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증신용장 관계에 기본계약의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인 것이다.85)86)

83)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1995, Article

5-109, Official Comments 1. "Material fraud by the beneficiary occurs only when

the beneficiary has no colorable right to expect honor and where there is no basis

in fact to support such a right to honor."

84) 이상훈,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권의 행사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

회지 제30권 제2호, 271면.

85)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 협약에서도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의 독

립․추상성 원칙의 예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UN 협약 제19조 제1항은 지급

의무에 대한 예외(exception to payment obligation)로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사항이

명백하고 명확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① 서류가 진정하지 아니하거나 위조된 경

우, ② 지급이 청구와 동반된 서류에서 주장된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지 못한 경우, ③

보증의 유형과 목적에 의하여 판단할 때, 청구가 상상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성실하게 행동하는 보증인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는 바, 협약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수익자에 대한 보증의 전제 즉 우연한 사건이나 위험이 의심할 것

없이 성숙되지 아니한 경우, ㉡ 그러한 우연성이 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험에 포

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본인의 기본의무가 법원이나 중재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된

경우, ㉢ 본인의 기본의무가 의심할 것 없이 수익자에게 이행된 경우, ㉣ 기본의무의

이행이 명백히 수익자의 고의적인 비행(willful misconduct)에 의하여 방해된 경우, ㉤

역보증(counter-guarantee)하의 청구인 경우, 역보증의 수익자가 역보증이 관련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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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부종성은 기본계약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기

본계약상의 법률관계의 실질에 어느 정도로 부합되도록 할지의 문제

이다.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이나 보증 등은 기본계약상의 법률관계에

서의 신용을 보강하려는 목적의 거래이므로 본질적으로 종된 계약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용보강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기본계약상의

법률관계에서의 신용위험 외에 기본계약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

증의 보증인으로서 악의로 지급을 한 경우가 그것이다. 개설의뢰인 등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원에 보증금액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수익자가 지급 받지 못

하도록 하는 잠정적 명령을 발할 수 있다.

86) 우리나라 대법원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의 예외로서 지급거절권이

인정되려면 보증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은 “보증인으로서

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불

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이 은행보증은 수익자와 보증의뢰인과의 원인관

계와는 단절된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

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

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

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이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해당

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

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은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

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

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

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

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

외 회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

하여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

다. 즉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엄격해야 하고, 권리남용으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기본계약의 권리 부존재 또는 무효 등만

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권자 또는 수익자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

독립적 은행보증의 권리남용 법리에 대하여는 윤진수, 위의 글, 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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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기본계약이 실효되거나 기본계약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

할 위험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거래상 필요에 따라 신

용보강의무자가 아닌 다른 자(대표적으로 개설의뢰인)가 부담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스왑의 경우 기본계약상의 다른 위험은 그대로 두고 신용위험만

을 떼어 이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강의무자가 신

용위험만을 부담할 뿐 기본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독립

성을 인정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

용도가 높은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에

게 기본계약상의 신용위험 외의 다른 위험을 배제시켜 은행의 거래

참여를 권장하고, 거래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독립성의 원칙을 인정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증신용장의 경우 담보목적이라는 신용보강거래의 속성상 기

본계약의 실질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계약과의 실질이 다름에

도 독립성의 원칙을 악용하여 부당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보증신용장은 사기의 원칙에 의한 예외를 인

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스왑은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

는 아직 문제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데,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헤지 목적

거래의 경우 보증신용장과 동일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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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용보강의무 이행 조건

1.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인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의 경우 보증

인, 보험자, 개설은행이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요건은 공통적으로 계약

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이다.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보증보험 역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

자가 보상하는 계약이므로87), 그 보험사고는 채무자의 계약상 채무불

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이다.88)

보증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조건에 맞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일정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용보강의무자인 개설

은행은 보증신용장 상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증신용장에 정해진

조건은 각 보증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다르나, 통상 기

본계약상의 채무자인 개설의뢰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다.89) 다만

87) 상법 제726조의5.

88)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내용은 각 여러 종류의 보증보험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인 보

증보험으로 이행(계약, 상품판매대금, 지급 등)보증보험은 그 각 상품요약서에 보험

금 지급사유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행(입찰)보증보

험은 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보험기간 안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

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입찰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다. 다른 보증보험들 역시 동일하게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

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SGI 서울보증

이행(계약)보증보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이행(입찰)보증

보험 상품요약서 참조,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SGIC203V

M0.mvc 에서 확인 가능함.

89) performance standby credit은 개설의뢰인이 금전채무 이외의 계약의무를 불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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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은 서류거래의 원칙(documentary principle) 또는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이 적용되므로, 서류에 의해서만 지급의

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의 보증신용장에서는 채

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채무자

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수익자의 진술서만을 요구하고 있

다.90) 따라서 보증신용장에서 채권자인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개설의뢰인의 계약상 의무불이

행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91)

2. 신용스왑 거래

신용스왑 거래에서 신용보장매도자는 신용스왑 거래에서 정한 신용

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하는 경우에 결제의무를 부담한다. 200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은 신용사건으로 ① 파산(bankruptcy), ② 지

급불이행(failure to pay), ③ 지정채무 불이행(obligation default), ④

지정채무 기한의 이익 상실(obligation acceleration), ⑤ 이행거절/지

급정지(repudiation/moratorium), ⑥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의 6가

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92)93) 그리고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

는 것을 조건으로 개설은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financial standby credit은 대출

계약이나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개설의뢰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개

설은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commercial standby credit은 물품매매에서 수입상(개

설의뢰인)이 근거계약에서 정한 결제방식에 따른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

설은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상훈, 위의 글, 250-253면.

90) 송상현, 위의 글, 174면, 김선국, 박사학위논문, 17면.

91)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의 경우에도 지급의무 이행 조건은 보증신용장

과 유사하다. 독립적 보증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은행이 아무런 이의의 제기 없

이 단순히 채권자의 청구에 기하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

고, 채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그 사실

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형석, 위의 글, 56면.

92) 200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4.1조.

93) 구체적인 신용사건에 대한 설명은 박준, 신용보장의무의 이행, 1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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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는 위 6가지 유형에 더하여 ⑦ 정부 개입(governmental

intervention)을 별도의 신용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94) 신용스왑 거래

의 당사자들은 위 7가지 유형의 신용사건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확

인서(confirmation)에 기재하여 신용사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① 파산의 경우 준거채무자의 특정 채무를 전제로 한 요건이 아니라

준거채무자 자체의 신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요건이고, 파산이 곧바

로 특정 채무의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채무자

의 특정 채무나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

용장의 신용보강의무 발생요건과 다르다.

② 지급불이행은 준거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한 지정채무

(obligation)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⑤ 이행거절/지급정지는

확인서에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지정채무에 대한 부인, 이행거부, 지

급정지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의 요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보증 등의 요건에서 불이행되는 채무나 의무는 기

본계약상의 특정 의무를 전제로 하지만, 신용스왑 거래의 지정채무는

준거채무자의 여러 종류의 채무들 중 당사자들이 확인서에서 그 종류

로서 정한 채무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3년 신용파

생거래정의조항집은 지정채무를 ⅰ) 차입금채무를 포함한 현재 또는

장래의(우발채무를 포함한) 모든 금전지급채무(payment), ⅱ) 예금채

무와 신용장발행의뢰인으로서의 상환채무를 포함한 차입금채무

(borrowed money), ⅲ) 확인서에 준거채무로 기재된 것을 의미하고

다른 속성은 적용하지 않는 준거채무한정(reference obligation only),

ⅳ) 증권으로 표시된 채권(bond), ⅴ) 차입금 중 만기를 정한 차입계

약서(term loan agreement), 회전대출계약서 기타 여신계약서로 서류

94)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4.1,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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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된 대출(loan), ⅵ) 채권 또는 대출(bond or loan)으로 규정하

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준거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스왑의 경우 ⅱ)의 차입금채무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

다.95) 따라서 통상 지급불이행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것도 준거채무

자의 여러 차입금 채무들이고 특정 채무가 아니다.

③ 지정채무불이행과 ④ 지정채무 기한의 이익 상실은 지급불이행

이외에 준거채무자에 관한 채무불이행 사유의 발생으로 확인서에 정

한 일정 금액(default requirement) 이상의 지정채무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거나 상실된 경우96)인데, 여신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폭넓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지급채무불이행이 아

닌 다른 사유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신용사

건 사유들도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의 신용보강의무 발생요건과

차이가 있다.97)

⑥ 채무재조정은 확인서에 정한 일정한 금액 이상의 1개 또는 수개

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그 지정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을 구속하도록 일

정한 조건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98) 이러한 채무재조정도

직접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증 등

의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신용스왑 거래에서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 결제

를 청구할 때에 일정한 언론이나 정보제공기관이 보도한 정보 등을

의미하는 ‘공개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를 통지99)하여 신

95) Jan Job de Vries Robbe, Securitization Law and Practice in the Face of the

Credit Crunch(Wolters Kluwer 2008), 154면, 박준, 신용보장의무의 이행, 14면에서

재인용.

96) 200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및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4.3, 4.4조.

97) 박준, 신용보장의무의 이행, 23면.

98) 200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및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4.7조.

99) 2013년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제3.2조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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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채권

자의 진술이나 청구만이 요구되는 보증신용장이나 독립적 보증과는

다르고, 채무불이행이 실질적으로 발생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보증이

나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3. 소결

신용보강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있어서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인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은 주채무자의 채무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되어 있으나, 신용스왑 거래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외에 기한의 이

익 상실 관련 요건이나 준거채무자의 파산 등이 해당한다는 점에서

신용보강의무가 좀 더 넓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용스왑 거래의 경우 신용보장매입자가 보유하는 특정 채무를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 등을 판단하지 않고 준거채무자의 일정 종류

의 채무들을 기준으로 신용사건 발생 여부를 판단하거나, 준거채무자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신용스왑의 신용사건이 보증이나 보증보험, 보증신용장보다

폭넓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사유들은 준거채무자가 실질

적으로 자력이 없거나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하고 있

으므로, 신용스왑의 목적이 준거채무자의 신용을 보강하거나 준거채

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이전하고자 하는 거래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

준거채무자의 지정된 일정한 종류의 불특정 채무들을 전제로 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신용보강거래들에서 생소한 전혀 다른 형태가 아니

다. 특정 당사자 간의 불특정한 계속적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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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채무가 아닌 일정한 당사자의 불특정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점에

서는 신용스왑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신용보강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신용스왑과 다른 신용보강

거래에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유사하다.

IV. 구상관계

신용스왑이나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에서 신용보강의무자가 지급의

무를 이행한 경우, 신용보강의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

는지,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계약상의 권리와 이

에 대한 담보권 등을 신용보강의무자가 대위(subrogation)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상관계와 대위권은 신용보강거래가 타인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의무를 궁극적으로 그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보강권리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

고 있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이나 신용보강권리에 의해 중복하여 이익

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초과 이득을 위한 투기적 거래에 신용보강거

래가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1. 신용스왑

신용스왑 거래에서 신용사건이 발생하여 신용보장매도자가 신용보장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신용보장매도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가?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은 신용보장매도자의 구상권이나 대위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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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상권이나 대위권은 타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에서 타인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그 신용보강의무를 이행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된다. 신용스왑의 경우 헤지 목적의 신

용스왑은 신용보장매도자가 준거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신용보장매입자

를 대신하여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스왑에서도 헤지 목적 거래의 경우에는 구상권이나 대

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용스왑에서는 결제방법에

구상권이나 대위권을 반영하고 있다. 실물결제의 경우 신용보장매도

자가 신용보장의무를 이행할 때 신용보장매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도가능채무를 인도하여야 하므로, 그 이행에 의하여 신용보장매도

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일정 채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이는 구상권

및 대위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현금결제나 경매결제의 경우에는 신용보장매도자가 준거채무자에 대

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볼 때 현금결제

나 경매결제형 신용스왑의 경우 구상권이나 대위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100) 그러나 준거채무의 현재 시장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구상권

이나 대위권을 인정한 경우와 유사하다. 신용보장매도자가 준거채무

자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대위권을 가지는 경우 기본계약상 채무자

에 대하여 그 전액을 받을 권리는 가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

자의 무자력 상태로 인하여 자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변제받게 된

다. 현금결제형이나 경매결제형 신용스왑에서 준거채무의 현재 가격

은 이러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결

100) 박준, 파생금융거래를 둘러싼 법적 문제 개관, 파생금융거래와 법, 소화, 2012,

109-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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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구상권이나 대위권으로 변제받는 금액과 준거채무의 시장 가격은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현금결제나 경매결제의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

은 구상권이나 대위권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언

커버드 신용스왑의 경우에도 실물결제나 현금결제, 경매결제의 방법

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헤지 목적이나 담보 목적 자체가 인정될 여

지가 없으므로 구상권이나 대위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단지 결

제 조건이나 결제금액을 산정하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2. 보증

가. 보증인 구상권

보증의 경우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보증인이 타

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은 타인의 채무

를 변제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에게 자신의 출연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사이의 내부관계의 형태에 따

라 규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101) 수탁보증의 경우에는 위임에 준하

여, 무수탁보증의 경우에는 사무관리에 준하여 구상권이 인정된다.

신용스왑과 유사한 무수탁보증의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후구상권만 인정될 뿐이고, 그 범위는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출재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

사하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101) 곽윤직 편집대표, 위의 책,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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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44조 제1항, 제2항).102)

나. 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면 구상권을 취득하는

외에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이나 다른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담보권을 구상권의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변제자대위는 내부관계에 있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가 가지는 구상권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

리 민법상으로는 보증인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변

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 법정대위에 따라 채권자의 주채무자

에 대한 본래의 채권과 담보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한다(민법 제481

조). 다만 어디까지나 보증인의 구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보증보험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

상권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보증설 또는 보험설에 기초하여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학설이 분화되어 있다. 구상권만 인정하고 대위권행사는 인정

102) DCFR에서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채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된 동의에 기

해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인정하고 있고(DCFR Book Ⅳ

Part G-2:111), 채무자의 요청이나 동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담보제공자가 담보채무

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 채무자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구상권을 위하여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DCFR Book Ⅳ Part G-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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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견해, 구상권 행사와 대위권 행사 모두 인정하는 견해, 대

위권 행사만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대위권이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것인지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또 갈리는 것으

로 보인다.103) 다만 공통적인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자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내부적 관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상당을

보험자에게 지급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구상

권을 인정하고 있고104), 최근에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가 다

른 공동보증인들에 대하여 보증 규정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기

도 하였다105). 대법원은 보증보험자의 변제자 대위 역시 인정하여 보

증보험에서 채무자와 보험자 사이의 관계를 보증과 유사하게 보고 있

다.

보증보험약관에서도 구상권과 대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106)

103) 학설들에 대한 설명은 차영민,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제28권, 민사판

례연구회, 2006, 631-637면, 김효신, 보증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권과 구상권, 법학논

고 제1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93-99면 참조.

10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105)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주

채무자의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대법원은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

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

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

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

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

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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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개설은행은 이를 개설의

뢰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증신용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개설은행이 신용

장 조건에 일치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연

히 이를 개설의뢰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 보증신용장 거래에 있

어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개설은행에게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하여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107) 이는 독립성의 원칙과 마찬가지

로 보증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이 지는 위험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UCC 제5-108조 (i)항 (1)에서도 허용된 지급을 한 개설은행은 즉시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17

조 (a)항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와 개설

의뢰인의 각 권리를 개설은행이 주채무의 2차적 의무자인 것과 같은

정도로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5-117조에 대한 UCC

106) 채무이행보증보험 약관 제19조 제1항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

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

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위 약관규정이 보험자대위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정경영, 보증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이십일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

제와 전망(심당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2, 398면}도 있고, 변제자대위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차영민, 위의 글, 601면)도 있다.

107) ISP 98 제8.01조 a항은 “이 규칙과 일치된 서류에 대하여 지급을 하였을 때 보증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상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b항은 “① 보증신용장에서 규정하거나 발행장소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나

관행과 다른 법률이나 관행이 적용되거나, ② 다른 사람의 사기, 위조 또는 불법행위

의 경우, ③ 보증신용장을 확인한 확인자가 부당하게 지급이행을 하지 않아 그러한

확인자의 지급의무를 개설은행이 이행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청구, 의무와 책임을

개설은행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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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주석(Official Comment)에 따르면 위 조항은 보증이나 보증보험

에서의 보증인, 보험자와 같은 2차적 의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조항을 통해서 보증신용장거

래가 기본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이라는 점 때문에 대위권을 인정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보증, 보증보험과 동일한 대위

권을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108)

따라서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보증이나 보증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구상권과 대위권이 인정된다.

5. 소결

구상권이나 대위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신용보강거래에 있어 신용보

강의무자와 주채무자 중 누구에게 궁극적인 경제적 부담(지급의무)을

지울지를 정하는 문제이다. 신용보강의무자에게 구상권이나 대위권이

인정된다면 신용보강의무자는 주채무자에게 그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용보강의무자가 최종적으로 주채무

자의 신용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신용보강거래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기본계약상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보강의

무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

고 최종적으로는 주채무자에게 그 부담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서 부수적 의무라는 것은 부종성이 있는지 독립성이 있는지와 관련되

는 1차적 의무인지 2차적 의무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구상권과 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부담을 주채무자에

108) UCC Official Comment §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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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움으로써 주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신용보강의무자에게 전가하

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을 방

지하여,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용보강거래에 있어 구상권과 대위권은 원칙

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성질이다. 보증, 보증보험, 보증

신용장의 경우에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이 당연히 인정됨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신용스왑의 경우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인 경우에는 경제적 실

질에 있어 신용보강거래들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신용스왑의 경우 법적으로는 실물결제형의 경우에만 구

상권 등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고 현금결제형이나 경매결제형은 준

거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므로 구상권 등을 인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현금결제형이나 경매결제형의

경우에도 구상권 또는 대위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

게 된다.

제4절 중간 결론

I. 신용스왑과 신용보강거래의 차이

신용스왑과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은 타인의 신용을 보강하거나

신용위험을 이전 또는 분산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실제 법률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부분 서로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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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의무의 이행 조건은 신용스왑이 기존의 신용보강거래에 비

해 넓게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

렵고, 신용보강의무를 이행한 이후의 구상관계 역시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신용스왑과 기존의 신용보강거래가 동일하다.

신용스왑과 기존의 신용보강거래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신용보장매

입자와 신용보강권리자가 준거채무자 또는 기본계약상 주채무자에 대

하여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신용스왑의 경우에는 신용

파생거래정의조항집 상으로나 실제 거래의 현황으로도 신용보장매입

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신용보강의 의미를 가지는 헤지 거래 뿐만 아니라 신용보강과 무

관한 투기적 거래도 이루어진다. 반면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의

신용보강거래들은 신용보강권리자가 기본계약상 주채무자에 대한 채

권을 가져야만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서는 투기적

거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신용스왑은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보증신용장과 동일

하고 부종성이 인정되는 보증이나 보증보험과는 다르다. 그러나 부종

성과 독립성은 신용을 보강하는 목적을 가지더라도 다른 거래상의 필

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인정될 수 있는 요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강의무자가 기본계약의 다른 위험을 배제한 신용위험만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보증신용장

에서처럼 사기의 원칙 등으로 독립성 원칙이 남용되는 경우만 경계하

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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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헤지 목적 거래와 투기 목적 거래의 비교

결국 신용스왑과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들 사이에 법률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점은 신용보장매입자나 신용보강권리자가 준거채무자나

기본계약상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실제 신용스왑 거래는 신용보장매도자가 자신이 신용스왑 거래

에 따라 부담하게 된 준거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다시 제3자에게 전가

시키기 위해 신용보장매입자와 한 것과 동일한 신용스왑 거래를 제3

자와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최초의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4)

그림 4는 최초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헤지 목적 거래인 경우이다. 신용보장매입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 56 -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로 기존의 신용보강거래와 거의 유사

하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부담한 신용보장매도자 B는 제1신용스왑 거

래로 자신이 부담하게 된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C와 신용스왑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데, 이 제2신용스왑 거래 역시 실제로 부담하

는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신용보강거래와 유사하

다. 기존에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다시 제3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3자와 구상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가 많은데, 아래의 구상보증 거래의 구조와 위 그림 4의 구조는 동

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1신용스왑 거래 뿐만 아니라 제2신용

스왑 거래 역시 헤지 목적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그림 5)

한편 최초의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투기적 거래인 경우, 그 투기적인 신용위험을 인수한 신용보

장매도자가 그 신용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제3자와 신용스왑 거래를

할 수 있다(그림 6). 이 경우 제2신용스왑 거래는 그 자체만 본다면



- 57 -

신용보장매입자인 B가 자신이 제1신용스왑 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C와 신용스왑을 체결한 것으로 헤지 목

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림 4의 제2신용스

왑 거래와는 달리 제1신용스왑 거래의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투기적 거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6의 경우 제2신용스왑 거래의 효력은 투기 목적의 제1신용스왑

거래의 효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투기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본다면, 제1신용

스왑 거래는 투기적 거래로 무효이고, A는 B에게 약정된 금액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없다. B는 준거채무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A에 대

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C와의 제2신용스왑 거래로 그 신용위

험을 헤지할 이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제2신용

스왑 거래도 실질적으로 헤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와 같이 제2신용스왑 거래의 효력이 제1신용스왑 거래의 효

력에 좌우된다고 본다면, 거래 안정성을 해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제2신용스왑 거래가 효력이 없게 되면 지급을 받지 못하여 손

해를 입는 당사자인 B는 제1신용스왑 거래의 당사자로서 A를 통하여

제1신용스왑 거래의 효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이다. 따라서 B가

제1신용스왑 거래 당시 그 효력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제2신용스왑 거

래의 효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제2신용스왑 거래의 효력을 제1신용스왑 거래

의 효력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신용보장매도자가 신용스왑 거래의 효

력을 확인할 유인을 부여하여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제1신용스왑 거래가 투기 목적의 거래인 경우, 제2신용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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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효력 역시 제1신용스왑 거래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림 6)

전통적인 의미의 신용보강거래, 특히 보증의 경우 보증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기본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

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증채권도 무효가 되고, 그에 따른 구상

보증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구상보증만이 보증계약과 별도로 유효하

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림 6에 상응하는 보증 거래는 존재할

수 없다.

전통적인 의미의 신용보강거래와 신용스왑 거래는 채무자 입장에서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타인

에게 이전하는 등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한다. 비록 신용스왑이 2자

간 거래고, 전통적인 의미의 신용보강거래가 3자간 거래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나, 보증계약의 경우 사실상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양자

간 계약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스왑과 매우 유사하다. 경

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신용스왑 거래에서도 신용보강권리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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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신용보강거래의 기존 법리를 적

용하여 헤지 목적 거래만을 허용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는 금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용보강거래의 법리와 달리 신용스왑의 경우 투

기적 거래를 허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또는 신용스왑도 다른 신

용보강거래와 마찬가지로 투기적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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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기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 금지

제1절 서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용스왑은 거래구조와 목적이 전혀 다른 이

질적인 두 가지 종류의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용보강거래와

유사한 법률관계를 가지는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covered CDS)거래

와 신용보강거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투기적 신용스왑(uncovered

CDS)거래가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다양한 위험 헤지 기법이 등

장하면서 특정 채권을 보유한 자가 그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준거채무자로 하여 신용스왑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른바 프록시 헤지(proxy

hedge)의 문제인데, 신용보장매입자가 보유한 채권과 준거채무자 또

는 준거채무자의 채권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질 때 전통적인 신

용스왑 거래와 유사하게 헤지 목적의 거래라고 볼 수 있을지 문제된

다. 엄격하게 인정한다면 전통적인 신용스왑 거래와 동일하게 신용보

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넓게 인정하여 신용보장매입자가 보유한 자산과 준거

채무자에 대한 채권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헤지 목적

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거래

와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를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현재 이루어지는 신용스왑 거래 중 어느 정도가 투기적 신용스왑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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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이고 어느 정도가 헤지 거래인지에 대한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 다

만 2005년에 GM(General Motors)사의 부품 공급자 중 하나인 Delphi

가 파산하였을 때, Delphi를 준거채무자로 한 신용파생거래는 명목 채

권(bond) 금액보다 10배가 많은 20억 달러였다는 사실109)이나 2009년

파생거래 명목 잔액이 691조 달러인 반면에 전세계 GDP는 약 58조

달러였고 전세계 부채증권(debt securities)의 잔액은 92조달러, 전세

계 주식시장의 자본액은 약 48조 달러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추측할 뿐이다.110) 물론 신용스

왑의 명목 잔액과 실제 채권액의 차액이 모두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림 4와 같이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을 체결한

신용보장매도자나 매입자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시 헤지 목적의 거

래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스왑 거래에서 기존의 신용보강거래와는 달리 투기 목적

의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기존의 신용보강거래들도 과

거에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가, 투기적 거래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오늘날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졌을 수도 있다.111) 신용스왑도 본질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인정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스왑이 최초로 발생된 지 20여 년 밖에

109) Richard Beales, Uncertain road Ahead for Delphi, Fin. Times, Nov. 7, 2005,

(http://www.ft.com/cms/s/0/f6a5d3e4-4fb6-11da-8b72-0000779e2340.html#axzz3TVV

RvmjQ 에서 이용가능, 최종확인일 2015. 3. 5.)

110) 또한 와튼스쿨(Wharton School)에서 한 조사에 다르면 미국의 비금융기관 회사들

의 40%가 그들의 파생상품을 그들의 수익과 연결지어 평가하고 가격변동성이나 리스

크로부터 헤지하는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Timothy E. Lynch, Gambling

by Another Name: The Challenge of Purely Speculative Derivatives, 17 Stan. J. L.

Bus.&Fin. 67 (2011), 73면.

111) 보증보험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일반에서 피보험이익 원칙이 인정된 연혁에 대하여는

제3장 제3절 Ⅳ 2. 피보험이익 원칙의 연혁 및 기능 부분 참조. 대표적인 신용보강거

래인 보증에서 투기적 거래의 금지 연혁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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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법률관계가 정립되지 않아서 투기적 거래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가 거래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지, 또

는 허용될 수 없는지는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가 가지는 사회적 효

용과 사회적 해악을 형량하여, 사회적 효용은 극히 미미하지만 극심

한 사회적 해악을 가져와서 도저히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면 거래법적

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

회적 해악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로인한 사회적 효용에 비하여 미미

한 경우에는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절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사회적 효용과 해악 비

교

사회적 효용과 해악을 비교하기에 앞서 그 전제로서 신용스왑 거래

에 참여하는 자들의 성향과 신용스왑 거래의 성질을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스왑 거래에 참여하는 자들은 크게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거나 준거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져서 그 신

용위험을 헤지하려는 목적의 거래자(hedger)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투기 목적의 거래자(speculator)로 나

눌 수 있다.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들에서는 신용보강권리자는 헤지

목적의 거래자들이지만, 신용보강의무자인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자 등

은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단지 수수료나 보험료를

받으려는 투기적 거래자이다. 신용스왑 거래도 마찬가지로 헤지 목적

거래는 신용보장매입자가 헤지 목적의 거래자이고, 신용보장매도자는

투기 목적의 거래자인 경우이고, 투기 목적의 거래는 신용보장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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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도자 모두 투기 목적의 거래자이다. 이하에서는 신용보장매입자

와 매도자 모두 투기 목적의 거래자인 투기 목적 거래의 사회적 효용

과 해악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I.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사회적 효용

신용스왑 거래에서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투기적 거래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은 일반적으로 4가지

가 주장된다.112) ① 신용도 발견 기능, ②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헤지

거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③ 규제 차익거래, ④ 경제적 활동

과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1. 신용도 발견 기능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투기적 신용스왑을 기

초로 하여 또다시 신용스왑 거래들이 이루어져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신용스왑 가격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어 신용스왑 스프레드를 통해서

특정 채권발행자의 신용도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113) 투기적 거래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투기적 거래자들이

없다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훨씬 느리게 반영되었을 정보를 즉

112) Timothy E. Lynch, 위의 글, 122-123면에서는 순수 투기적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

여 이 외에도 효율적인 투자자에 대한 부의 재분배, 금융혁신의 촉진을 들고 있다. 신

용스왑 거래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이 일부 해당될 수도 있으나, 주된 요소가 아니

므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113) Mark J. Flannery, Joel F. Houston, Frank Partnoy, Credit Default swap Spreads

as Viable Substitutes for Credit Ratings, 158 U. Pa. L. Rev. 2085 (2010)에서는 그

러한 신용스프레드가 신용평가기관보다 신용도 정보를 더 잘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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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정확한 신용스왑 스프레드가 결정됨으로써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

의 효용으로 언급되는 가격발견기능이 신용스왑 거래에서 발현되는

효용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채권에 대한 신용스왑의 시장가격이 알려주는

신용도와 디폴트 가능성은 채권 그 자체의 가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

는 정보에 불과하다114). 만약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상황이라면 채권 가격은 이미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고, 이것과 별도로 신용스왑의 가격이 추가적인 신용도를 알

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용도발견기능이 유의

미한 사회적 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용도 발견기능에 대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투기적 거래자들이

헤지 목적의 거래자들에 비해서 더 정확하거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나, 투기적 거래자들이 헤지 목적 거래자들에

비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준거채

무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는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그렇

지 않은 거래자에 비하여 채무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인

센티브가 크고,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

법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질 좋은 정보를 가질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 계약은 투기적 거래자와 헤지 목적 거래자 사

이의 거래일 것이므로 투기적 거래자의 거래참여가 제한되지 않기 때

문에 그가 가진 좋은 정보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양 당사

114) Eric A. Posner, An FDA for Financial Innovation: Applying the Insurable

Interest Doctrine to 21st Century Financial Markets, 107 Nw. U. L. Rev. 1307

(2013), 1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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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모두 투기적 거래자인 투기적 거래가 추가적으로 다른 좋은 정

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가격과 신용도 발견기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투기적 거래를 허용하면 거래에 참여하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거

래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를 통해 결정된 가격이 신용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115) 투기적 거래자들의

정보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많고, 행동경제학

에서 주장하는 비이성적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2. 신용스왑 거래의 유동성 증가와 헤지비용 감소

일반적으로 투기적 거래자들이 신용스왑의 체결과 양도를 함에 따라

신용스왑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되고, 거래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청약

들을 비교하기 쉬워짐으로써 가격산정이 효율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신용보강과 헤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116) 투기적 거

래자들이 없다면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는 그와 완벽히 대칭되

는 상대방을 찾아야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가 어렵고 따라서 투기적 거래자가 있어야만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가 모두 투기적 거래자인 투기적 거래가 허용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여 가격 산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다. 투기적 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신용스왑은 기존

115) Timothy E. Lynch, 위의 글, 115-118면.

116) Thomas Lee Hazen, Disparate Regulatory Schemes for Parallel Activities:

Securities Regulation, Derivatives Regulation, Gambling, and Insurance, 24 Ann.

Rev. Banking&Fin. L. 375 (2005), 429면; Timothy E. Lynch, 위의 글, 119면; Oskari

Juurikkala, Decoding The Mystery of Credit Default Swaps, 422-423면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가격 투명성이 부족하여 딜러들이 정보가 부족한 최종 소비자들

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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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증이나 보증보험에 비해서 유동성이 크고, 따라서 특정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추기가 더욱 용이하다고 한다.117)

신용스왑 거래의 유동성 증가와 헤지비용 감소라는 효용은 투기적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맞다. 일방이 준거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신용스왑 거래는 분명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능한 거래의 수나 유동성의 측면에

서 투기적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 증가와 그에 따른 헤지비용 감소라는 효용은 투기적

거래와 헤지 거래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효용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즉 헤지 거래의 범위를 반드시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

무자에 대한 채권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

지는 경우에는 헤지 목적을 인정한다면, 헤지 거래만 인정하더라도

충분히 유동성이 풍부한 신용스왑 거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헤지

비용 감소라는 효용은 투기적 거래의 사회적 해악과 비교형량하여 적

정한 헤지 거래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적정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헤지 목적의 거래만 허용한다면 투기적 거래자의 상대방은 준

거채무자와 헤지 목적의 거래자만이 가능하게 되지만, 투기적 거래를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면 투기적 거래자는 굳이 헤지 목적의 거래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해지므로 해지 목적의 거래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게 되어 오히려 헤지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118)

117) David Rule, The Credit Derivatives Market: Its Development and Possible

Implica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Fin. Stability Rev. 117 (2001), 118면.

118) Timothy E. Lynch, 위의 글,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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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

투기적 거래를 통하여 규제 차익거래를 실현하여 사회적 효용을 얻

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신용스왑은 증권법, 세법, 은행법, 보험법

등의 여러 규제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전하여 왔다.119)

그러나 연기금, 보험회사, 은행 등에 대한 규제를 신용스왑을 통하여

회피하는 것을 사회적 효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 자체가

불합리하여야 한다. 정당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규제

가 적은 신용스왑 등의 파생거래를 통해 회피하는 것은 탈법행위로

오히려 사회적 해악일 뿐이다.

해당 규제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에도 신용스왑을 통한 규제 차익거

래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효용을 가져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거래

의 안전성이나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라도 지켜

지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효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경제활동 및 고용창출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를 통해 신용스왑 거래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거래소나 청산소, 브로커, 은행, 증권회사 등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

고, 이로 인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사회적 효용이 있다고 한다.

이는 파생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국과 미국에서 파생거래의

규제 완화 논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신용스왑 거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효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119)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와 관련된 신용스왑의 활용에 대하여는 Henderson, 위의 책,

179면 이하, Parker, 위의 책, 1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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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적 가치를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효용은 그로 인하

여 발생하는 해악과 반드시 비교형량을 해야 한다. 도박이나 카지노

산업을 허용하여 고용을 창출할 때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비교형

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다.

II.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사회적 해악

1. 이해상반과 도덕적 해이 문제120)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손실

을 최소화할 유인을 줄이는 행위라고 정의된다.121)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금전을 이전하는 금융상품들은 그 상품 매입자에게 사회적 비용

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야기할 유인을 주게 된다.

120) 송옥렬, 위의 책, 233면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하여 “계약의 성립

이후 당사자들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오직 어느 일방 당사자만이 관찰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이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계약 성립 이후

의 정보불균형 문제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에 들게 되면 보험가입자는 사고를 방지하

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는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반면 위

책은 이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은 도덕

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기라고 구별한다.; 신용스왑 거래에서도 위 책에서

의미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은행은 차주인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위기가 온 경우 임원진을 교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있는데

반하여, 채권을 신용스왑을 통해 신용위험을 이전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러한 감시,

감독할 유인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Enron 사태에서 그러한 사례에 대하

여는 Frank Partnoy, David A.Skeel, Jr., 위의 글, 1032-1034면 참조. 이러한 신용스

왑으로 신용위험을 이전해버린 은행에 의한 감시기능 미비에 대하여 “empty creditor

problem"으로 지칭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Daniel Hemel,

Empty Creditors and Debt Exchanges, 27 Yale J. on Reg. 159 (2010) 참조, empty

creditor problem이 가져오는 채무조달비용 증가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Adam B.

Ashcraft, Joao A. C. Santos, Has the CDS market lowered the cost of corporate

debt?, 56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14 (2009)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도덕적 해이는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라도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자

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121) Kimball-Stanley, Insurance and Credit Default Swaps: Should Like Things Be

Treated Alike?, 15 Conn. Ins. L. J. 241 (2008),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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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신용보장매입자가 투

기 목적으로 신용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투기적 거래자는 준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 신용스왑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게 되므로 준거채무자를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에

이르도록 행동할 유인을 가지게 되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

다. 신용스왑의 경우 보험과 마찬가지로 신용보강거래를 체결하기 위

하여는 적은 금액인 프리미엄만을 지급하지만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급부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용사건이 발생되도록 행동할 유인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헤지펀드 A가 보험회사 B에게 2.5달러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은행 C가 D로부터 빌린 100불의 명목금액의

채무가 C에 의해 불이행되거나 C가 파산하면 B는 A에게 100불을 지

급하기로 하는 신용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C와 D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C가 채무를 이행토록 할 유인

은 없는 반면에, C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지급한 프

리미엄의 40배에 달하는 이득을 받을 수 있으므로, C의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을 발생시킬 유인이 생긴다.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를 한 A가 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

나 대주주, 채권자인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가 C의

경영자나 대주주, 채권자 등인 경우에는 일정부분 C와 D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나, A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초과

하여 얼마든지 신용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A는 C의 이

익을 위하여 행위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C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을 위하여 행위할 수 있다.122) 이는 회사법 등에서 경영자,

122) 신용스왑계약의 당사자가 준거채무자의 채권자라는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

가 가진 채권액을 초과하여 신용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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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채권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

타나게 된다.

A가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C를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하겠으나,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A

가 합법적으로 행위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될 수 있다.

즉 A가 채권자로서 C의 구조조정이나 회생절차에 관여하여 일정한

양보를 하여 C를 회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인센티브 때문에 이에 양보를 하지 않고 C를

파산시킨다면 이는 합법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악이

라고 할 것이다.123)124)

한 거래는 투기적 거래이다. 그리고 초과된 부분이 많을수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23) Frank Partnoy, David A. Skeel, Jr., 위의 글, 1034면 이하에서는 2004년 발생한

Tower Automotive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와 유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위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 처한 Tower Automotive는 2004. 5.경 5억 8,000만 달러의 자

금을 조달하면서 Tower Automotive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헤지펀드들이 매입하였

다. 2004. 11.경 Tower Automotive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새로운 대출은 특정 담보에 대하여 기존 채권자들보다 선순위여야

하고 이자지급에 양해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

다. J.P.Morgan Chase & Co.를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을 승인하려

했으나, 몇 주 뒤에 헤지펀드들이 승인을 거절하여 결국 Tower Automotive는 2달

후에 도산하게 되었다. 헤지펀드들은 Tower Automotive의 주식에 대하여 숏 포지션

(short position)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채권자단의 대표가 된 헤지펀드인 Silver

Point는 대표가 되기 직전에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주장했다. Tower Automotive

사건의 경위는 Frank Partnoy, David A. Skeel, Jr., 위의 글, 1034면 이하, Henny

Sender, Hedge-Fund Lending to Distressed Firms Makes for Gray Rules and

Rough Play, Wall Street Journal, July 18, 2005;

http://www.wsj.com/articles/SB112164567837987920 참조.

Tower Automotive 사건은 주식 공매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례이고, 신용스왑

과 관련된 사례는 아니다. 또한 헤지펀드들이 새로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Tower

Automotive 주식에 대한 숏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

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의 행위가 Tower Automotive의 도산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더 큰 이득을 얻으려는 이유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

다.

124) 신용스왑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으로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이라 한다) 사건을 들기도 한다. 2009년 도산 위기에 직면한 GM은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기위해 270억 달러의 GM 채권 보유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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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신용보장을 매입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한 수단을 사용하여 준거채무자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경우, 민법 제

150조 제2항의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

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용보장매도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125) 그

2009. 6. 1.까지 그 채권을 10%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출자전환을 제안하였다. 그 구조

조정안은 미국 정부가 50%의 주식 지분을, 미국 자동차 노조 연맹 의료보험 펀드

(United Auto Workers union healthcare fund)가 29%의 지분을, 나머지 1%를 기존

의 주주들에게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구조조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GM은 결국 2009. 6. 1. 뉴욕주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구조조

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DTCC)에 의하면

당시 GM을 준거채무자로 한 신용스왑은 총 340억 달러였고, 중첩된 포지션을 상쇄

(offset)한 순 엑스포져는 24억 달러라고 추산되었다. 신용스왑 포지션을 보유한 자들

은 GM이 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파산한다면 신용사건이 발생하여 위 24억 달러의

순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GM의 채권을 가지지 않은 신용스왑 매입자들

은 시장에서 부실한 GM의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신용스왑 매입자들이 신용사건을 발생시키기 위

하여 GM을 파산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GM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위

와 같은 주장은 Henny Sender, Credit Insurance Hampers GM Restructuring,

Financial Times, May 11, 2009; Yves Smith, Credit Default Swaps Holders Likely

to Force GM into Bankruptcy, May 12, 2009,

http://www.nakedcapitalism.com/2009/05/credit-default-swaps-holders-likely-to.html

; Karen Brettell, General Motors CDS worth 12.5 percent in auction,

http://www.reuters.com/article/2009/06/12/us-gm-swaps-sb-idUSTRE55B5JO200906

12 참조.

그러나 신용스왑 거래는 누가 어느 포지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당시 누가 GM의 채권에 대하여 신용스왑을 통해 순 숏 포지션

(net short position)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그 포지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

기적 신용스왑을 보유하였다가 GM이 구조조정에 이르자 비로소 싼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한 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기 때

문에 투기적인 신용보장매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GM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25) 최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은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중도상환조건을 성취시키는 가격에 근접하

여 형성되고 있어 그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산인 특정주식에 대하여 대

량매도주문을 하여 이로 인하여 중도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된 사건에서,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

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

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

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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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신용보장매입자가 가지는 위

와 같은 도덕적 해이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자체를 근절시키기는 어

렵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할 것인지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입증도 쉽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26), 위 조항만으로는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거래당사자의 총 효용 감소 및 새로운 위험 창조

일반적으로 신용스왑을 포함한 파생거래의 경우 양당사자 사이에 전

체적인 부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로섬(zero-sum) 거래라고 한다.

따라서 신용스왑 거래를 투기 목적으로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사회의

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되므로,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

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설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따라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

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위험회피거래는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

으로써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증권회

사의 행위가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신용스왑에서도 신용보장매입자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준거채무자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에 해당하여 신용보장매도자가 지급을 거절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126) 실제로 위 대법원 2013다2757 판결의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나58607 판결)에서는 증권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델타헤지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신

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앞서 GM 사건에서도 신용스왑 거래에서 누가 어떤 포지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신용스왑 거래의 장외거래 특성상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는지 여부의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고 법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의 효력이나 이행여부를 불안정

한 상태로 두게 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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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효용이나 위험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분석

해보면 그렇지 않다.

일방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헤지 목적의 거래자이고

일방은 투기 목적 거래자인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의 경우, 위험

을 회피하려는 성향(risk-averse)을 가진 자로부터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risk-loving, risk-seeking)을 가진 투기적 거래자에게 위험이 이

전되었고, 투기적 거래자는 원하는 프리미엄을 지급받았으므로, 거래

를 통해 위험이 적절하게 분배되는 사회적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감소시킬 위

험 자체가 없어 위험의 감소나 재분배라는 효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를 위해서 당사자들은 정보수집 및 분

석 비용, 협상 및 계약 체결비용, 거래 감시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제3

자인 애널리스트, 브로커, 거래소, 청산기관 등에 지불하게 되고, 그러

한 거래의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투기적 거래를 통하여 양 당사자의

총 부는 제로섬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127) 따라서 양 당사

자에게는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를 하면 할수록 총 부가 줄어드는 손

해를 입게 될 뿐이다.

물론 양 당사자의 거래비용, 기회비용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총 부

가 감소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 브로커나 거래소, 청

산기관에 부가 이전한 것으로 효용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수

도 있다. 그러나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위

험을 만들어내어 사회적 해악을 증가시킨다. 즉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를 체결하면 당사자는 그들의 베팅 금액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인

시장위험(market risk)이 발생하고, 상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127) Timothy E. Lynch, 위의 글, 8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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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위험인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이 발생하며, 레버리지

를 일으켰다면 제때 갚지 못할 위험과 대출계약에 따라 원하지 않는

대출조항이 실현될 위험 등이 발생하게 된다.128) 투기적 신용스왑 거

래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재분배시키지 못하면서 이러한 위험만 추

가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키기만 하게

된다.

또한 신용스왑 거래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하나의 영역을 넘어 전체

시장에 분산됨으로써, 개개의 주체의 신용위험은 줄어들더라도 전체

시장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129), 이것이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로 인

한 새로운 위험들과 맞물려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증가시킨

다. 더욱이 신용스왑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장 참가자

들이나 규제기관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양의 위험이 쌓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3. 도박계약과의 유사성

우리 형법 제246조에서는 도박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어떠한 거래가

도박계약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로서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우리법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

가에서 공서양속을 이유로 도박계약(gaming, betting and wagering

contracts, gambling)을 무효로 규정한다.130) 도박행위를 처벌하고 도

128) 앞의 글, 93면.

129) Oskari Juurikkala, Decoding The Mystery of Credit Default Swaps, 433면.

130) Alastair Hudson, The Law on Financial Derivatives fifth edition,

Sweet&Maxwell, 2012, 338면; 영국에서는 Gaming Act 1845 제18조 “All contracts

or agreements, whether by parole or in writing, by way of gaming or wagering,

shall be null and void... no sum shell be brought or maintained in any court of

law and equity for recovering any sum of money or valuable thing alleg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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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관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

물의 취득을 금지하여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131)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어떠한 계약이 도박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그 자체로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도박에 대하여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

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

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132)라고 정의하고 있다.133) 따라서 재물을 걸고 주관적인 우연성

(fortuitousness)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다면 이는 도박계약이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든 사례에서 헤지펀드 A와 보험회사 B는 프리미엄과

결제의무라는 재물을 걸고 C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이라는 우연성

있는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거래를 했다.

C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이 객관적으로는 필연적인 사건이더라도 A

와 B가 이를 몰랐다면, 이 경우에도 우연성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A나 B에게 신용스왑 거래를 정당화할 C와의 경제적 이해관

won upon a wager..."라고 규정하고 있다.

13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3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33) 외국에서도 도박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로 Shaheen Borna &

James Lowry, Gambling and Speculation, 6 J. Bus. Ethics 219 (1987) 220면에서

gambling에 대하여 “a reallocation of wealth, on the basis of deliberate risk,

involving gain to one party and loss to another, usually without the introduction

of productive work on either side"라고 정의하고 있고, John Jakeways, The Legal

Nature of Credit Derivatives, Credit Derivatives : Law, Regulation and Accounting

Issues, Swee&Maxwell, 1999, 56면에서는 "A wagering contract is according to

case law a contract involving two parties who profess to hold opposite views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a future uncertain event, mutually agreeing that on

the occurrence of that event one whall win from the other"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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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C와 D는 신용스왑 거래가 체결되었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도박계약과 차이가

없다.

신용스왑 거래를 포함한 파생거래의 경우 도박계약과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있음은 대부분 인정한다.134) 다만 파생거래가 주로

상업적, 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영업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

우에는 도박계약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본다.135)

영국의 Morgan Grenfell 사건에서 Hobhouse 판사는 “당사자들의 거

래에 대한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오로지 도박을 하려는 것이면 법적으

로 무효이고 집행 불가능하다.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도박하려는 것

이 아니면 도박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사자의 행위에 도박의

요소가 있더라도 “이러한 요소가 단지 부수적 요소이고 거래의 중요

한 부분이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하다”136)고 판시하여 도박적 요소가

주된 요소인지 부수적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신용스왑 거래에서 신용보장매입자가 채권을 보유하거나 헤지할 경

제적․상업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스왑 거래를 도박계약이

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어

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경우 실질적으로 양

134) Alastair Hudson, 위의 책, 339면.

135) 영국에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412조 제1항에서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Gaming Act 1845 제18조에 따라 도박으로 무효나 집행불가능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This section applies to a contract if -

(a) it is entered into by either or each party by way of business;

(b) the entering into or performance of it by either party constitutes an activity of a

specified kind or one which falls within a specified class of activity; and

(c)　 it related to an investment of a specified kind or one which falls within a

specified class of investment."(밑줄은 저자가 함)

136) Morgan Grenfell v Welwyn Hatfield DC[1995] 1 All E.R. 1.; Alastair Hudson, 위

의 책, 344면, John Jakeways, 위의 글, 57면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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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거래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오로지 준거채무자에 대한 신용

사건의 발생 여부라는 사정에 도박을 한 것과 동일하고, 도박계약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을 동일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는 예금자들, 투자자들, 연금계약자들

의 자금을 운용하는 은행, 투자펀드, 연기금 등이 도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에 참여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개인의 도박

보다 훨씬 중대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투자펀드, 연기금 등을 통

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투기적 거래들에 참여한다고 하여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반사회성이 희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당한

근로가 아닌 우연성에 따라 재물을 취득하는 거래들이 만연하여 경제

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저해하게 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금자, 투자자, 연금계약자들이 은행, 투자펀드, 연기금 등의

투기적 행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도박 유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소비자들이 부

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137)

4. 부당한 규제 회피

신용스왑의 연혁에서 보듯이 신용스왑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빈번하게 이용되

어 왔다. 이를 규제 차익거래라고 지칭하며 신용스왑의 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규제 회피이자 탈법행위로서 규제의

본래적 목적에 반하여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회피하는

137) 파생거래에서 투기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들에 대하여는 Frank Partnoy,

Infectious Greed: How Deceit and Risk Corrupted the Financial Markets, Public

Affairs, 2003, 53면 이하, Timothy E. Lynch, 위의 글, 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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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하는 건전성 규제들이거나, 또는 세법상

규제들로 각 그 정당한 공적 목적을 가진 것이다.138) 따라서 자신이

가진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정당한 목적도 없이 오로지 규제를 회피하

여 투기적 거래를 하려는 신용스왑 거래는 규제를 회피하여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킨다.

III. 사회적 효용과 해악의 비교형량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용 중에

서 ① 신용도 발견기능, ② 유동성 증가 및 헤지비용 절감은 투기적

거래를 금지할 때와 투기적 거래를 허용할 때에 발생하는 효용의 차

이가 어느 정도일지 자체도 불분명하고,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투기적 거래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효용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139) 또한 헤지비용 절감은 금지되는 투기적 거래의 범

138) 신용스왑 거래에서 내부자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한다. 이는 내부자거래 금지

규제도 신용스왑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신용파생거래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하여는

Viral V. Acharya & Timothy C. Johnson, Insider Trading in Credit Derivatives, 84

J. Fin. Econ. 110 (2007) 참조.

139) 최근 Ashcraft와 Santos의 기업 부채(corporate debt)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균적인

차입자의 경우 신용스왑 거래가 채무조달비용(the cost of debt financing)을 줄이는지

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설과는 대조적으

로, 위험하고 정보가 불투명한 회사(risk and informationally opaque firms)의 경우

신용스왑 거래로 채권 스프레드(bond spread)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비용을 증가시

켰고, 반대로 안전하고 투명한 회사(safe and transparent firms)의 경우에는 신용스왑

거래로 채권 스프레드가 조금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위험하고 정보가 불투명한

차입자의 경우 그들의 대출기관이 신용스왑을 더 많이 이용할 이익이 커질 것이므로

신용스왑의 정보가치가 그 불투명성을 줄일 것이므로 이들 회사의 비용이 감소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신용스왑이 은행의 신용 엑

스포져를 정리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이것이 은행의 차입자를 감시할 인센티브를 줄

이고, 신디케이트 참여자와 채권 투자자들이 회사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사항은 위험하고 정보가 불투명한 회사에게 더 그렇기 때문이다. 이상은

Ashcraft, Santos, 위의 글, 22면 이하 참조. 위 글은 기본적으로 헤지 목적의 신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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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③ 규제 차익거래는 사실상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는 사회

적 해악이라고 보아야 하고, ④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

에 해당이 없을뿐더러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허용과 인과관계의 직

접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반면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는 준거채무자의 파산에 대한 인센티브

를 가지게 되어 이해상반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신용

스왑 거래의 특성상 부정적인 인센티브에 따른 행위를 발견하고 금지

하기도 어렵다. 또한 투기적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총 효용을 감소시

키고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여 시스템의 총 위험을 증가시킨다. 금융

에서 꼭 필요한 건전성 규제들을 회피하며 투자자들의 돈으로 도박계

약과 유사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은 더욱 크다.

이러한 효용과 해악을 비교형량하자면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로 인

한 사회적 효용으로 주장되는 사항들은 그 발생 자체가 불분명하고,

효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것이다. 반면 투기적 거래가 사

회에 가져오는 해악은 다방면에서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는 전통적인 신용보강거래들에서와 마찬가지

로 거래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왑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헤지 목적의 거래에서도 신용스왑이 시장의 정보효율

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투기적 거래까지 허용된다고 해서 실제로 어

느 정도로 효율성이 오를지는 의문이다.



- 80 -

제3절 신용스왑의 보험계약성에 대한 논의

I. 보험계약성 논의의 실익

신용스왑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종전부터 신용스왑이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로는 미국 보험당국의 태도도 변화140)하는 등

신용스왑이 보험계약이라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신용스왑이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신용스왑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

험법의 규제를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신용스왑이 보험계

약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제들은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

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보험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받지

않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 둘째는 보험업

에 해당하면 지급준비금이나 자본규제, 공시의무, 투자 제한 등의 규

제들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셋째로 대부분 국가의 보험법에서는 신용

140) 2000년도에 뉴욕주 보험감독당국(General Counsel of the New York State

Insurace Department, "NYSID")은 신용보장매입자가 대상채무로부터 손실을 입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CDS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2008년에는 뉴욕주 보험감독당국이 위 유권해석은 보장매입자가 대상채무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material interest)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CDS 보장매도 계약의 체결은 보험업 영위에 해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박준,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제거래법연구 제17집 제2호 (2008. 12.), 34면;

2009년에는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Legislators(NCOIL)이 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해 중대한 이익(mater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경우(covered

CDSs)에는 credit default insurance로 정의하여 주의 보험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중대한 이익이 없는 신용스왑(naked CDSs)의 경우에는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2010년 4월에는 covered CDS를 뉴욕보험법상 보증보험상품

(financial guaranty product)으로 규제하고 naked CDS를 금지하는 내용의 뉴욕주 법

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Dodd-Frank Act에 피보험이익 요건을

집어넣으려고도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도 좌절되었다. 이상의 논의는 Oskari

Juurikkala, Decoding The Mystery of Credit Default Swaps, 460-4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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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매입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 요건을 요구하여

투기적 행위를 제한하고, 넷째로는 보험계약은 통상 최대 선의의 원

칙(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이 적용되어 양 당사자가 보험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규제들이다.141)

그런데 위 규제들 중 신용스왑 거래에 피보험이익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

져온다. 따라서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를 금지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신용스왑의 보험계약성 논의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신용스왑의 보험계약성을 부정하는 견해

신용스왑의 보험계약성을 부정하여 신용스왑에 보험규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는 ① 신용스왑이 여러 측면에서 보험계약과 구별되고

② 신용스왑에 보험법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 신용스왑과 보험계약의 차이

우선 신용스왑은 보험계약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째 신용스왑의 경우 신용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의 발

생으로 손실이나 손실위험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지급의

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계약이 보장매입자의 피보험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장매입자의 권리들이 피보험이익의 존재에 의존

하지 않기 때문에142) 보험계약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보험

141) Oskari Juurikkala, Decoding The Mystery of Credit Default Swaps, 440-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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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있는 당사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재산에 의

한 손실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즉 피보험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보험계약이라는 전제에 따라 신용스왑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43) 신용스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장매입

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재산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거래확인서에

서 준거채무자만을 지정하면 충분하며, 준거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

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래의 특성이 피보험이익

을 요구하는 보험과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로 계약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은 양도가 제한되는 반면

신용스왑의 경우 경개(novation)를 통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한다.144) 즉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 원칙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하고, 보험회사에게 피보험자의 인적 동일성

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험계약은 개인적 계약(personal contract)이

므로 양도가 제한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용스왑은 보장매도자는 스프

레드만 정확한지가 중요할 뿐 보장매입자의 인적 동일성에 대하여 관

심이 없으므로, 경개 확인서(novation confirmation)145)를 통해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로 보장의무의 발생요건 및 그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의 경우에

142) Opinion prepared for the ISDA by Robin Potts Qc, Erskine Chambers, 24 June

1997; Oskari Juurikkala, Credit Default Swaps and Insurance: Against the Potts

Opi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Regulation, Volume 26, Issue 3,

6면(이하 위 글을 'Oskari Juurikkala, Credit Default Swaps and Insurance'라고 함)

에서 재인용.

143) Robert F. Schwartz, Risk Distribution in the Capital Markets: Credit Default

Swaps, Insurance and a Theory of Demarcation, 12 Fordham J. Corp. & Fin. L.

167 (2007), 189-190면; 날씨 파생상품의 보험성 여부에 대하여 ISDA가 NAIC에 제

출한 의견서도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과 손실보상요소(loss indemnification)가

보험계약의 고유의 요소인데, 파생상품에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험이 아니라

고 주장함, Schwartz, 위의 글, 186면 참조.

144) Schwartz, 위의 글, 191-192면.

145) 2003 신용파생거래정의조항집 부록(Exhibit)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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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자의 의무가 발생하려면 피보험자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에 따라 실제 발생한 피보험

자의 손실만을 보상한다. 반면에 신용스왑은 지급의무 발생 요건인

신용사건이 보장매입자의 손실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하는 금액도 보

장매입자의 손실과는 관련이 없어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한다.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자신의 손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신용스왑은 신용사건 통지와 공개정보만 제공하면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넷째로 보험의 경우에는 매우 많은 보험계약자들을 모아서 대수의

법칙으로 위험을 풀링(pooling)하고, 유사한 위험을 부담하는 피보험

자들을 묶어 위험단체(risk classes)를 만들어서 각각의 피보험자의

기대 손실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지만, 신용스왑은 오로지 양 당사자

밖에 없고 보장매도자는 위험을 풀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포트폴

리오 상의 다른 자산과 책임들로 위험을 상쇄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46) 또한 보험의 경우 실제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로 보험계약자들을 분류하지만, 신용스왑의 신용스프레드는 위험

중립평가모델(risk-neutral valuation model)에 따라 개별 준거채무자

들의 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정한다.147)

다섯째 신용스왑은 손실보장이라는 보험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스왑은 특정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투기하는

투기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차익거래에도 이용될 수 있다. 발행

시장과 유통시장의 상호 불완전성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오류를 이용

하는 거래인 순수 차익거래(pure arbitrage)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

고,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규제 차익거래 목적으로도 이용되기도

146) M. Todd Henderson, 위의 글, 31-32면.

147) Schwartz, 위의 글, 196-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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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8)

2. 신용스왑에 대한 보험규제 적용의 부당성

가. 도덕적 해이 완화 가능성

신용스왑에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보험

규제를 신용스왑에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도덕적 해이

는 보험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많은 계약이나 상황에서도 발생하고 있

고, 도덕적 해이를 보험에 따른 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로도 줄일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에서 공제금조항(deductible)을 둠으로써 제

한할 수 있고, 신용파생거래의 경우 신용보장매입자로 준거채무자에

게 대출한 은행이 가장 먼저 손실을 보는 포지션(first-loss position)

을 보유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으며149), ISDA나 자율규

제기구가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산업 기준이나 표준문안을 만드는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150)

나. 보험회사규제의 불필요

보험에 대한 규제는 보험“계약”을 규제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를 규

148) M. Todd Henderson, 위의 글, 26-28면.

149) CDO(Colleteralized Debt Obligation)의 경우, 은행의 대출채권들을 SPV에 이전한

뒤 풀링하여 트렌치(tranche)를 나눠서 각 투자자들과 신용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가

장 먼저 손해를 보는 포지션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자에 대한 감시 감독기

능 소홀 등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150) 실제로 Conseco 사건 이후 ISDA에서 보충서(Restructuring Supplement)를 만드는

등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M. Todd Henderson, 위

의 글,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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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데 기초하는데, 보험회사들은 다른 일반 회사들과 달리 역전된

생산주기(inverted production cycle)와 약한 지배구조(weak

governance structure)의 문제가 있어 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보험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신용스왑에는 이런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1) 역전된 생산주기

우선 역전된 생산주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상품을 생

산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거의 즉시 지급받는 일반 회사들과는 달

리, 보험계약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먼저 지급받고 몇 년 또는 몇 십년

뒤에 상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인도하는 역전된 생산주기를 가지므

로,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위험한 투자에 낭비될 위험이 있

고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면 폰

지 사기(Ponzi-scheme)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끼리의 경쟁으로 적정

한 보험료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반면 신용파생거래의 경우 보험계약보다 훨씬 짧은 기간동안만 존속

하므로 이러한 위험이 덜하고, 보장매입자의 스프레드 지급은 보통

분기마다 발생하므로 스프레드가 준거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

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적다고 한다.151)

2) 약한 지배구조

151) M. Todd Henderson, 위의 글, 40-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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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들은 많은 수의 분산된 주주들과 적은 수

의 집중된 채권자들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적은 수의 채권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기업가치를 유지

하고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 반면에 보험회사는 일반 회사와 마찬가

지로 분산된 주주들과 또 분산된 채권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채권자는 보험계약자들인데 보험계약자들은 매우 수가 많

아서 협력하기도 어렵고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감시하기도 어려우며,

회사지배구조나 금융에 대하여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서의 채권자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다.

반면 신용스왑의 경우 위험을 풀링하지 않고, 신용보장을 매입하는

은행은 보험계약자와 달리 전문가이고 상대방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쉬우며, 협상력이 크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신용보장

매도자인 헤지펀드는 전문적 투자자들에 의해 구성되므로 강한 지배

구조를 가지게 되어 보험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152)

3) 소비자 보호의 필요 여부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상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고 따라서 보험회사

가 고객을 상대로 지나치게 보험료를 청구할 우려가 있으나, 신용파

생거래시장에서 당사자는 대형 금융기관이나 전문적인 투자자들이므

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협상력이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보험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필

요가 없다고 한다.153)

152) 앞의 글, 42-46면.

153) 앞의 글,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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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용스왑의 보험계약성을 긍정하는 견해

신용스왑이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험법의 규제

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논거는 첫째로 신용스왑과 보험이 실

질에 있어 동일하고, 둘째로 신용스왑에서도 보험과 동일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보험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셋째로 보험계약성을 부정하는 견해의 논거는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1. 신용스왑과 보험의 실질적 동일성

신용스왑 거래는 보장매도자가 정기적인 대가(스프레드)를 지급받는

대신 신용위험을 부담하여, 신용사건에 따라 기초자산에 발생한 손실

을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업법 제

2조 제1호에서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

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

수(수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54) 신용스왑 거래와 보험계

약은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가(스프레드)를 받고 우연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이 정확히 일치한

다. 신용스왑이 보험계약과 매우 유사한 거래구조라는 점은 보험계약

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대부분 인정한다.155)

보험계약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계약 당시

권리, 의무,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154)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5) Schwartz, 위의 글,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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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신용스왑은 당사자의 목적이 일방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인

경우도 있으나 투기 목적이나 차익거래 목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보

험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들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한 계약의 실질이 보험계약에 해당

한다면 보험법이 적용되고,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

의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의 의도, 동기, 목적 등이 계약의 실질과 보험계약인지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다.156)

2. 도덕적 해이의 발생

신용스왑 거래는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

므로 보험계약과 동일한 피보험이익 원칙, 실손보상원칙 등 보험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157) 신용스왑 거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에 대하여는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험계약에서도 동일한 도덕

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법상 여러 규제들을 가하고 있다. 신용스왑의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

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법상의 규제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3. 보험계약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가. 피보험이익 원칙에 대하여

156) Oskari Juurikkala, Decoding The Mysterty of Credit Default Swaps, 450-452면.

157) Kimball-Stanley, 위의 글,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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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스왑의 보험계약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위험분배라는 측면에서

보험계약과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보험계약

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거래라는 점

에서 피보험이익이 본질적으로 요구되는데 반하여, 신용스왑은 거래

당사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요구되지 않고, 보장매입자에게 발생한 손

실을 보상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 원칙은 보험계약의 구별요소가 아

니고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므로, 신용스왑 거래에서 피보험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용스왑이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158) 즉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 원칙은 보험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성질이 아니고, 어떠한 거래가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어떠한 거래가 실질에 있

어 보험계약인 경우, 법이 부과하는 유효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이 요

구되고,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그 거래는 무효이며, 당사자의 의사가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신용스왑 거래는 거래구조나 경제적 실질이 보험계약과 동일하므로

보험계약이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신용스왑 거래, 즉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는 피보험이익 원칙에 반하여 무효다.

나. 보험계약의 대수의 법칙에 대하여

보험계약성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위험집단(risk classes)을 만들어 위험을 풀링(risk pooling)하지만, 신

용스왑은 양당사자의 계약들(bilateral contracts)을 통해 위험을 분산

158) Oskari Juurikkala, Decoding The Mysterty of Credit Default Swaps, 454-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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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므로 신용스왑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위험을 풀링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은 아니다. 현대의 보험계

약들은 위험을 풀링하지만, 초기의 보험계약은 양당사자의 거래들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영국에서 근대적 보험이

시작되었을 때, Lloyd's of London(이하 “Lloyd's”라고 한다)은 위험

과 이익을 함께 공유할 투자자를 찾기 위해 거래소 방식의 시장

(exchange-type market)을 이용하여 거래소나 파생상품에 기초한 시

스템에 가깝게 운영되었다.159) Lloyd's syndicates는 17세기 런던의

Lloyd's Coffee House에서 모인 보험사들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Lloyd's는 2만 6천 명의 보험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비전문보험

업자들인 Names는 신디케이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가입하는데, 각 신

디케이트는 적게는 2~3개, 많게는 수 천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

고, 그 신티케이트는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

험에 가입한다. 현재는 약 200개 정도의 신디케이트가 존재한다. 이러

한 Lloyd's 형식의 거래소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시도되기도 하였다.

Lloyd's의 상호적 보험조직(reciprocal insurance organization)은 둘

다 거래소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러 개의 양자 간 계약으로 구

성되는 파생거래와 유사하다. Lloyd's에서 Names들은 다른 투자시장

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찾는다.

보험계약에서도 이러한 거래소 형식 또는 파생거래 형식으로 위험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험의 풀링이 보험계약의 본질이라거나, 위험의

풀링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용스왑

거래에 위험의 풀링이 없다는 점만으로 보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59) 이하 Lloyd's에 대한 설명은 Thomas Lee Hazen, 위의 글, 419면 이하에 의존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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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피보험이익 원칙과 투기적 신용스왑 금지

1. 신용스왑의 보험계약 인정 여부

미국의 경우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Dodd-Frank Act'라 한

다)은 신용스왑이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주법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규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60) 따라서 미국

에서 더 이상 신용스왑을 보험계약이라고 보거나, 보험계약과 보험회

사에 대한 규제들이 그대로 신용스왑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고 한다)상 신용파생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인 파생상

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용스왑을 보험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이고, 보험계약과 보험회사에 대한 거래법 및 규제법상의 원칙과 규

정들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161)162)

160) Dodd-Frank Act 제722조 (b)항에서 Commodity Exchange Act를

“A swap -

(1)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insurance; and

(2) may not be regulated as an insurance contract under the law of any State."로 개

정하였고,

Dodd-Frank Act 제767조에서 the Securities Exchange Act를

“A security-based swap may not be regulated as an insurance contract under any

provision of State law."

로 개정하였다.

161)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10항 제4호, 제5조 제1항.

162) 2010. 7. 23. 개정된 보험업법(법률 제10394호) 제2조 제1호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

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험보장적 기능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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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든 미국에서든 현행법상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이익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163)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신용스왑의 보험계약성 논의와 피보험이익의 연혁 및 기능을 살펴

봄으로써 신용스왑 거래에서도 피보험이익 원칙와 동일한 원칙으로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를 금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피보험이익 원칙의 연혁 및 기능

보험법상 피보험이익 원칙은 보험계약을 도박과 구별하여 유효하게

인정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인센티브를 없애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발전되었다.

피보험이익 원칙은 1746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법(statute)으로 규

정되었다.164) 위 1746년 영국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요구되는 근거로

하지만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상품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한정적으로 열

거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그 대표적인 경우로 신용스왑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령에 신용스왑 거래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신용스왑을 보험

상품으로 규제한다기 보다는 보험업법에 열거된 보증보험에 신용스왑이나 신용파생거

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준, 파생금융거래를

둘러싼 법적 문제 개관, 파생금융거래와 법, 소화, 2012, 111-112면,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2008. 11. 3.), 10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menu=7210100&bbsid=BBS0030&sword=

보험업법&sch1=subject&sch2=&sch3=&strt_dt=&end_dt=&page=2 에서 이용 가능.

163) 현행법과는 별개로, 신용스왑이 보험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보험계약으로 보아 동

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으로 보

험계약이 아니라는 법률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규제 연혁, 보험산업과 신용파

생거래산업의 발달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보험과 별도로 규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

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피보험이익 원칙과 같은 핵심적인 원

칙은 신용스왑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64) Acts of 1746, St. 19 Geo. 2, c. 37 §1(no assurance or assurances shall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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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행동들(pernicious practices)”과 “유해한 도박의 한 종류(a

mischievous kind of gambling)”라는 점을 들고 있다.165) 또한 영국에

서는 18세기에 유명인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도박을

하는 것이 빈번해지면서, 1774년에 다른 법을 제정하여 사람의 생명

이나 생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불법으

로 규정하고, 이 경우 피보험이익이 없거나 도박보험이 된다고 규정

하였다.166)

피보험이익 원칙이 인정된 연혁을 살펴보면, 당초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그러자 피보험이익 없는 자들이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에 대하여 도박을 하거나 도덕적 해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국 제

정법과 판례법으로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이익 원칙이 인정된 것

이다.

현재 영미에서는 보험계약을 특정 우연한 사건의 발생 또는 불발생

에 대한 도박계약으로 추정하고 피보험이익이 있음을 증명하여 이를

반증하도록 하고 있다.167) 여전히 피보험이익 원칙이 보험계약을 도

박계약으로부터 구별하는 요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보험이익 원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

by any person or persons, bodies corporate or politick, on any ship, or ships

belonging to his Majesty, or any of his subjects, or on any goods, merchandizes,

or effects, laden or to be laden on board of any such ship or ships, interest or no

interest, or without further proof of interest than the policy, or by way of gaming

or wagering, or without benefit of salvage to the assurer; and that every such

assurance shall be null and vo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정찬형, 미국법상 생

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보험법연구 제3권(1999년 8월), 보험법연구회, 395면에서 재

인용.

165) Act of 1746, St. Geo. 2, c. 37; 1774, St. 14 Geo. 3, c. 48; Thomas Lee Hazen, 위

의 글, 421면에서 재인용.

166) 정찬형, 위의 글, 395면.

167) Thomas Lee Hazen, 위의 글, 417면, 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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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68) 피보험이익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실을 입거나 입을

위험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험사건의 발생으로

얻는 이익은 피보험자의 손실로 제한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덕적 해이

에 따른 행동을 할 인센티브가 없게 되는 것이다.

3. 신용스왑에의 적용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

익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

적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이다.169) 신용스왑에서 피보험이익 원칙을 적

용 또는 유추적용한다는 것은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나 지정채

무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신용스왑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바로 투기적 신

용스왑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신용스왑의 보험계약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중요한 논거로서 보험계

약의 본질적 부분으로 피보험이익 원칙을 전제하면서 신용스왑은 당

사자의 의사나 목적에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스

왑은 보험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보험이익 원칙의 연혁

168) Teague-Strebeck Motors, Inc. v. Chrysler Ins. Co., 127 N.M. 603, 613, 985 P.2d

1183, 1193 (N.M. App. 1999)판결에서도 “재산의 보존보다 재산의 손실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면 재산을 손괴하거나 적어도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인 행동을 하지 않을 유혹이 있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보험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보다 더 많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 일어난다. 그래서 피보험이익

원칙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69) 송옥렬, 위의 책, 283면; 미국법상 피보험이익은 “우연한 사고와 보험의 목적(피보

험자)의 상해․손해나 손실 또는 계속적 존재에 관한 사람이나 회사 또는 법주체의

관계”라고 정의되고 있다, Warren Freedman, Freedman's Richards on the Law of

Insurance, 6th ed.(Rochester, N.Y.: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0), Vol.1,

150면, 정찬형, 위의 글, 39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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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계약의 도박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억제하

여 합법적 계약으로 인정하기 위해 비로소 피보험이익 원칙이 요구되

었던 것이다. 당사자들이 보험계약과 동일한 실질의 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

약과 동일한 도덕적 해이와 도박성이 문제된다면 피보험이익 원칙과

동일한 내용의 원칙을 인정하여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여야 할 것이

다.

제4절 일반 파생거래와 신용스왑의 차이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사회적 해악과 신용스왑 거래의 보험계약성

에 대한 논의는 신용스왑이나 신용파생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이자율,

통화, 원유와 같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거래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이유로 다른 파생거래 전반도 금지

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신용스왑 거래와 다른 파생거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

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기적 파생거래가 금지되어야 하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

다.170)

첫째로 투기적인 거래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미치

는 영향이 신용스왑의 경우가 다른 투기적 파생거래보다 현저히 크

다. 투기적 신용스왑을 비롯한 투기적 신용파생거래는 신용위험에 투

170) 투기적인 파생거래는 허용되어야 하고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만 금지되어야 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투기적인 파생거래가 금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각 문제되는 파생

거래의 종류 및 형태, 그에 따라 미치는 사회적 효용과 해악, 기존 거래법리 등을 개

별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

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기적인 신용스왑의 금지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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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상태나 경영능력 등과는 무관하게 채무

자를 파산에 이르게 하거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할 유인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신용파생거래의 채무자인 회사나 국가 등은 그

자체로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많은 다른 주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긴

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구성원들도 회사나 국가의 경제상태 등

에 밀접하게 연관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 행위로 회사나

국가의 신용도에 변동이 생기거나 파산에 이르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이자율, 통화, 원유 등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파생거래는 그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에 투기를 하는 것인

데, 파생거래를 한 자가 도덕적 해이 행위를 하더라도 그 기초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줄 뿐이다. 이자율, 통화, 원유 등을 기초로 많은 계약

이 체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가 또 다른 경제주체로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에 구성

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용스왑은 채무자의 신용위험

에 투기를 하려는 목적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을 보강하

거나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거래의 유형이므로, 보증이나 보증보험 등

과 같이 기존에 규제 내지 법리가 존재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보증,

보증보험 등의 기존 거래에 적용되는 법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리

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다른 파생거래의 경우 신용스왑과

달리 그 유사한 거래 유형에 대하여 다른 기존 규제 또는 법리가 없

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 또는 법리가 있는지 여부의 측면에서도 일반

파생거래와 달리 신용스왑에 있어 투기적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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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중간결론

투기적인 신용스왑은 준거채무자가 파산하는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

는 경우 신용보장매입자에게 그가 지불했던 스프레드에 비하여 훨씬

많은 액수의 금전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보장매입자로 하여

금 준거채무자를 파산 등에 이르게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한다. 신용

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보다 더 많은 신용스왑 거래를 하여 초과 헤지(overhedge)한 경우

에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설령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를 한 신용보장매입자가 적극적으로 준거

채무자를 파산 등에 이르도록 기여하지 않더라도,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는 우연한 사건인 준거채무자의 파산 등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하

여 재물을 걸고, 발생하는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거래이

므로 도박계약과 동일하다.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 역시 도박계

약과 유사한 구조이나, 자신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거래이므로, 헤지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는 도박계

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기적인 신용스왑 거래는 그러한

정당한 이유조차 없어, 도박계약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는 그로 인한 사회적

효용은 불확실하거나 미미한 반면에 사회적 해악은 현저하고, 그 사

회적 해악의 대표적인 것은 도덕적 해이와 도박성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에서 도덕적 해이와 도박성을 제한하기 위한 피보험이익 원칙과

유사하게, 신용스왑 거래에서도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

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거래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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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는 거래법

상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효라고 보는 근거는 명시적 입법이

없는 한은 도박계약과 같이 민법의 일반원칙을 원용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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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범위

제1절 서론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가 금지되어야 하고 거래법적으로 무효라고 한

다면, 어느 범위까지의 거래가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로 인정되어 무

효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거래의 경우(그림 1)에는 헤지 목적의 거래임이 분명하고, 그

신용스왑(제1신용스왑)의 신용보장매도자가 제1신용스왑에 따라 부담

하는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제3자와 동일한 준거채무자로 신용스왑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임은 분명하다(그림 4). 반면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와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

는 경우나, 그 신용스왑(제1신용스왑)의 신용보장매도자가 제1신용스

왑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제3자와 동일한 준거채무

자로 제2신용스왑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

여 금지되어야 한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헤지 기법의 발달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신용

위험을 직접 헤지하려는 경우 헤지가 불가능하거나 헤지 비용이 과다

하게 발생하여, 특정인과 관련된 제3자를 준거채무자로 하여 프록시

헤지(proxy hedge)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록시 헤지를 유효하게 허용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 문제다. 준거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신용보장을 매입한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가 다른 채권 등의 헤지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유효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 100 -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 헤지 목적이고 어떠한 경

우에 투기 목적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일련의 기준을 세

워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uncovered

sovereign CDS)을 금지하면서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의 기준을 정

하였다. 비록 국가 신용스왑에 한정된 기준이나, 다른 신용스왑 유형

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EU 규정

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투기적 신용스왑 거래의 기준에 대하여 살

펴보겠다.

제2절 EU의 공매도 규제

I. 의의

2012년에 EU는 주식이나 국채, 국가 신용스왑(sovereign CDS)에 대

한 순매도 포지션(net short position)이 일정 수준(threshold)을 넘는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disclosure)하도록 하고, 주식과 국채의 언커버

드 숏 포지션(uncovered short position)을 제한하고,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uncovered sovereign CDS)을 금지하였다.17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투기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를 금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172) EU에서는

171) Regulation(EU)236/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4 March

2012 on short selling and certain aspects of credit default swaps[2012] OJ

L86/1(Short Selling Regulation).

172) Dawn Kopecki, Shannon D. Harrington, Banning 'Naked' Default Swaps May

Raise Corporate Funding Costs, July 24, 2009,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0W1VTi9q2A에서 이

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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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유럽 국채위기로 인하여 국가 신용스왑에 한해

서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II.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uncovered sovereign

CDS) 거래의 금지

1. 금지의 내용

EU 규정[Regulation(EU)236/2012, 이하 “EU 규정”이라 한다]은 국

가 신용스왑 거래는 제4조에 따른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여,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173) 이는 국가 신용스왑에 피보험이익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174)

다만 위 금지의 예외로서 국채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고 위

제한이 국가 신용스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특

히 국채 발행자의 채무조달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국채 발행자가 새로

운 채무를 발행할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규제당국

이 일시적으로 위 제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175) 다만 아직

까지 위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176)

173) EU Regulation 제14조 제1항.

174) Regulation(EU)236/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4 March

2012 on short selling and certain aspects of credit default swaps[2012] OJ L86/3

(21) 참조.

175) EU Regulation 제14조 제2항 전문.

176) ESMA, 'Final Report - ESMA's technical advice on the evaluation of the

Regulation (EU) 236/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hort

selling and certain aspects of credit default swaps, 3 June 2013, ESMA/2013/6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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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정은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 금지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

시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EU 규정 제41조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위 EU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벌금이나 행정적 조

치를 규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벌금이나 행정적 조치는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보험법

에 있어 피보험이익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의 거래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국가 신용스왑에 피보험이익 원칙을 적용한

다는 취지의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신용스왑이 무효가 되는지는 분

명하지 않다.

2.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 금지에 대한 평가

EU 규정에서 금지되는 투기적 신용스왑(uncovered CDS)을 국가 신

용스왑으로 한정하고,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스왑은 제외한 점은 투

기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미흡하다. EU 경제통화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의 위원들 중 일부는 신용스왑 거래 전체를 금지하

자는 주장도 있었고177), 2011. 7. 4. 유럽의회 토론에서는 모든 언커버

드 신용스왑을 금지하자는데 주목할 만한 지지가 있었음178)에도 결국

에는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러

177)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Amendments 139-33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hort Selling and certain aspects of Credit Default

Swaps'(COM(2010)0482-C7-0264/2010-2010/0251(COD)), 20 January 2011; Oskari

Juurikkala, Credit Default Swaps and the EU Short Selling Regulation: A Critical

Analysis, 9 Eur. Company & Fin. L. Rev. 307 (2012), 331면 각주 122에서 재인용

(이하 위 논문을 ‘Oskari Juurikkala, EU Short Selling Regulation’이라 한다).

178) Oskari Juurikkala, EU Short Selling Regulation, 331면 각주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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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스왑에 의한 내부자거래 가능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empty

creditor problem을 포함) 등은 국채의 경우보다는 회사채의 경우에

대부분 나타난다. 언커버드 회사 신용스왑(uncovered corporate CDS)

이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보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목적인 EU 회원국의 디폴트에 베팅하는 것을 제대

로 막지도 못한다. EU 회원국의 디폴트에 베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주도적인 은행과 같은 회사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신용

스왑을 이용하여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금지되는 언커버드 국가 신용스왑의 범위

1. EU 규정의 내용

EU 규정 제4조 제1항은 국가 신용스왑은 원칙적으로 언커버드 신용

스왑, 즉 투기 목적의 신용스왑으로 보면서, 일정한 헤지 목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 신용스왑이 (a) 자연인이

나 법인이 국가 신용스왑에 관련된 발행인의 국가채무에 롱 포지션

(long posi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발행인의 불이행 위험, 또는

(b) 자연인이나 법인이 그 가치가 국채의 가치에 상관관계가 있는 금

융계약, 자산의 포트폴리오 또는 금융 의무 등을 포함하는 자산을 보

유하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국채의 가치의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

는 목적인 경우에는 언커버드 신용스왑으로 보지 않고, 그 외의 경우

는 모두 원칙적으로 언커버드 신용스왑으로 간주한다.179)

179) EU 규정 제4조 제1항.



- 104 -

EU 규정 제4조 제2항은 국가 신용스왑 거래가 위 제4조 제1항 (a)

와 (b)상의 헤지를 위한 것인지와 국가 신용스왑에서 언커버드 포지

션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위임하여 규

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180)

2. 집행위원회 규정의 내용

위 수권을 받아 Commission 위임 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918/2012, 이하 “Commission 위임 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헤지를 위한 것인지, 언커버드인지(투기 목적인지) 여부

의 기준으로서 상관관계 테스트(correlation tests)와 비례성

(proportionality)의 두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상관관계 테스트는

EU 규정 제4조 제1항 (b)의 경우, 즉 신용보장매입자가 국채를 직접

보유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헤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신

용보장매입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와 신용스왑의 준거채무인 국채

의 가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비례성은 체결된

국가 신용스왑의 규모와 헤지되는 엑스포져의 규모가 다른 경우, 어

느 범위까지 헤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가. 상관관계 테스트

상관관계 테스트는 다시 양적 상관관계(quantitative correlation test)

와 질적 상관관계(qualitative correlation test)로 나눌 수 있고, 그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관관계가 인정된다.181)

180) EU 규정 제4조 제2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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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상관관계는 국가 신용스왑 포지션을 보유한 때부터 앞선 최소

한 12 개월의 거래일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한 역사적 방법에 따

라 계산한 자산이나 책임의 가격과 국채의 가격사이에 적어도 70%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가 나타나는 경우

충족된다.182)

질적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충족되는데, 이

는 적절한 데이터에 기초한 상관관계이고 단지 일시적인 의존성의 증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상관관계는 국가 신용스왑 포지

션을 보유하기 전 12 개월의 거래일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한 역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가장 최근의 것에 가중치를 두도록 정하

고 있다.183)

이러한 상관관계 테스트는 ① 그 국채의 발행자인 국가가 소유하거

나 국가가 의결권의 다수를 보유하거나 국가에 의해 채무가 보증되는

기업과 관련된 엑스포져나, ② 회원국의 지방정부와 관련된 엑스포져

나, ③ 기업의 현금 흐름이 중대하게 국채 발행자와의 계약에 의존되

어 있거나 국채 발행자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거나 중대하게 조달된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우의 기업에 대한 엑스포져를 각 헤지하는 경

우에는 상관관계 테스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184)

나. 비례성

비례성(proportionality)에 대하여 집행위원회 규정 제19조 제1항은

“완전 헤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국가 신용스왑의 규모가 헤지되는 엑

181) Commission 위임 규정 제18조 제1항.

182) Commission 위임 규정 제18조 제1항 (a).

183) Commission 위임 규정 제18조 제1항 (b).

184) Commission 위임 규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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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져의 규모에 비례하는지의 판단에 있어, 정확한 동일성은 요구되

지 않고 제2항에 따른 제한된 초과 준비는 허용된다185)”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항은 “헤지되는 자산 및 책임의 성질,

신용스왑의 범위 내에 있는 국가의 의무의 가액과의 관계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엑스포져의 가액을 헤지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

신용스왑의 가액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신용스왑의 초

과 가액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때, 준거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위험

의 적절한 측정치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규정하면서 고려요소로서 (a) 명목 포지션의 규모, (b)

신용스왑의 범위에 있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엑스포져의 민감도

(sensitivity ratio), (c) 관련 헤지전략이 동적(dynamic)인지 정적

(static)인지 여부를 열거하고 있다.186)

이러한 비례성이 국가 신용스왑을 체결할 당시만 요구되는지 또는

국가 신용스왑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와 관련

하여, 집행위원회 규정은 “국가 신용스왑 포지션이 항상 비례성이 인

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가 신용스왑 포지션의 보유기간이 헤지되는

엑스포져의 보유기간에 대한 지배적인 시장 관습과 유동성을 고려할

때 실용적이거나, 그 사람이 그 엑스포져를 보유하려는 의도된 기간

을 고려할 때 실용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포지션 보유자가 보장할

책임이 있다. 신용스왑 포지션에 의하여 헤지되는 엑스포져가 유동화

되거나 상환된 경우, 동등한 엑스포져로 교체하거나 신용스왑 포지션

이 축소되거나 처분되어야 한다.187)”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185) Commission 위임 규정 제19조 제1항.

186) Commission 위임 규정 제19조 제2항.

187) Commission 위임 규정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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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용스왑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예외로서 “국가 신용스왑 포지션이 그 체

결 당시에는 커버드(covered)였던 경우, 오직 헤지되는 엑스포져의 시

장 가격 변동이나 국가 신용스왑 가치의 변동에 따라 포지션이 언커

버드(uncovered) 된 경우에는 언커버드(uncovered)로 보아서는 안된

다188)”고 규정하여 단순 시장 가치 변동으로 인하여 비례성이 상실되

는 경우에는 비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IV. 소결론

EU 규정 제정과정에서 헤지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

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EU 경제통화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에서는 엄격하게 보아서 기초 채권

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신용스왑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언커버드 신용

스왑(uncovered CD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스왑 거래를 금지

해야 된다고 하였다.189) 그러나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직접 소

유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프록시 헤지(proxy hedging)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이 되었다.

여기서 프록시 헤지란 신용스왑을 신용스왑에 기재된 채무 자체가 아

닌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엑스포져를 헤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90) EU 규정에서 넓은 헤지 개념을 채택한 것은 언커버드

188) Commission 위임 규정 제19조 제4항.

189)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hort Selling and certain aspects of Credit Default Swaps'

(COM(2010)0482-C7-0264/2010-2010/0251(COD)), 24 November 2010, 79면;

Oskari Juurikkala, EU Short Selling Regulation, 328면에서 재인용.

190) European Commission,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7.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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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용스왑을 금지하여 오히려 국채 조달비용이 늘어나서 해당 회

원국의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3절 투기적 신용스왑의 범위

금지되는 투기적 신용스왑의 범위에 대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헤지 목적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신용보장매입자

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헤지 목적을

인정하고, 그 외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준거채무자

가 아닌 제3자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신용스왑 거래는 투기적

거래로 보아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 원칙을

신용스왑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증이나 보

증보험 등과 같은 신용보강거래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보증

채권자가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라

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헤지 목적을 인정한다면 거래의 안

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신용보장매입자의 준거채

무자에 대한 채권 보유 유무라는 간결한 기준으로 신용스왑의 효력이

결정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복잡한 고려 없이 그러한 사항만 확

인함으로써 신용스왑 거래의 효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능한 기준은 신용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치에 상

2012, 2면, http://ec.europa.eu/finance/securities/docs/short_selling/

20120705-ia-resume_en.pdf에서 이용가능(최종확인일 201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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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 있는 엑스포져를 헤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용스왑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헤지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투기적 신용스왑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고

려한다면, 두 번째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록

시 헤지와 같이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치에 그 가치가 상관관

계를 가지는 자산을 보유하고, 그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신용스왑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자에게는 신용스왑 거래

를 할 정당한 목적과 효용이 인정된다. 경제적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

에 도박적 요소가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박계약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헤지하려는 엑스포져와 신용스왑 규모 사

이에 비례성이 인정되는 경우, 준거채무자를 파산에 이르게 할 도덕

적 해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인 프록시 헤지도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EU 규정과 같이 프록시 헤지를 포함하여 헤지 목적을 넓게 인

정한다면 거래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겠으나, 이는 신용스왑 거

래를 투기적 거래로 추정하고 헤지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용스왑

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신용스왑 거래의 투명

성을 제고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한

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양적 또는

질적 상관관계와 비례성을 요구하여 헤지 목적을 판단하는 EU 규정

의 기준이 구체적 타당성과 도덕적 해이의 우려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 이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EU 규정의 적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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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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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어

본 논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신용스왑(또는 신용파생거래)의 법률관계를 그와 유사

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보증, 보증보험, 보증신용장이라는 기존의 신

용보강거래의 법률관계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 신용스왑은 다른 신용

보강거래들과는 달리 투기 목적의 거래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투기 목적의 신용스왑 거래가 미치는 여러 가

지 사회적 악영향들과 사회적 효용을 비교형량하고, 전통적인 보험계

약에서 피보험이익 원칙과도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1990년대 중반에 최초로 등장한 신용스왑 거래는 그 압도적인 거래

규모에 비해 이제 겨우 20여년 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이

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그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의 판례도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반면에 2008년 금융위기나 2010년 유럽 국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규모에서 신용스왑 거래가 미치는 파장이 매

우 크다. 이 논문은 신용스왑 거래의 법률관계를 신용보강거래 및 보

험계약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다른 신용보강

거래나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신용스왑에서도 투기 목적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용스왑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신용스왑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신용스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투기 목적의 신용스왑에 의한 도덕적 해이, 내부자 거래 등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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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투기적 국가 신용스

왑을 금지한 EU 규정의 효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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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redit

Default Swaps

- Comparison with Credit Enhancement Transactions and

Restriction on Uncovered Credit Default Swaps -

Jae-Nam Kim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Credit derivatives have been blamed for causing and magnify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2010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One of the reasons that credit derivatives contributed

to such crises was that notwithstanding their importance in the

financial market, studies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redit

derivative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redit derivatives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traditional credit enhancement transactions, and discusses the

restriction on uncovered credit default swaps.

Although credit default swaps have the same economic functions

(transferring credit risks and enhancing credit) as other credit

enhancement transactions, such as guarantees, surety bond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credit default swap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credit enhancement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their legal characteristics. Their legal characteristics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guarantees, surety bonds, and 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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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of credit in terms of four aspects: (i) structure of the

transactions; (ii) dependence or independence; (iii) condition for

payment/credit event; and (iv) reimbursement/subrogation.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a guarantee, a surety bond, 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involve a tripartite relationship, and a

creditor, a surety bondholder, and a beneficiary should hold bonds

or obligations to the debtor, insurer, and issuing bank, respectively.

In contrast, a credit default swap is a bipartite contract between a

protection seller and a protection buyer, and a protection buyer and

a protection seller can enter into a credit default swap where

neither party holds any security of, or has any interest in or

relation to, the reference entity. In other words, only credit default

swaps can be validly entered into solely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speculation.

It is contended herein that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legal

enforceability of speculative credit default swaps. Weighing the

social benefits of speculative credit default swaps against their

harmful effects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speculative

transactions may create a serious moral hazard and are identical to

gambling. Moreover, credit default swaps dovetail into the

definition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to minimize the

problems of credit default swaps being a moral hazard and being

tantamount to gambling, a principle similar to insurable interest

should be applied to credit default swaps, even though it is

stipulated in a statute that credit default swaps shall not be

considered insurance and may not be regulated as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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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peculative credit default swaps should be restricted, the

scope of speculative credit default swaps is important. With regard

to the ambit of prohibition, the standard of uncovered sovereign

credit default swaps in the EU Short Selling Regulation can be a

suitable reference. In the EU Regulation, a sovereign credit default

swap is considered uncovered if the protection buyer neither has a

long position in the sovereign debt nor holds assets or has

financial obligations whose value is correlated to the value of the

sovereign debt referenced in the sovereign credit default swap.

The EU Regulation also requires that the size of the sovereign

credit default swap position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size of

the exposures hedged. The correlation and proportionality tests

could be relevant criteria of the restriction on speculative credit

default swaps.

Keywords : Credit Default Swap, Guarantee, Surety Bond, Standby

Letter of Credit, Insurable Interest, EU Short Selling Regulation

Student Number : 2010-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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