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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부실하거나 실패한 금융기관에 취해지는 정리제도

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와 관련된 기업구조조정, 감독조치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우선 정리제도의 사전적 단계로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한 후 실패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적 조치인 정리제도를 분

석하고 우리나라 정리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융기관 감독제도와 관련하여 이 글은 적기시정조치를 바

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정리체제와 구별되

는 사전적, 선제적 위기대응 제도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

실금융기관의 재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적 범

위 내에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금융규제법상 체계적 위치를 명확

히 하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 실패한 금융기관이 그 핵심적 기

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의 재정위기 극복법제로서 금융기관정

리체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각국의 정리법제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법적 시사점으로 삼아 우리나라 정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효과적인 은행정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국 정

리기관에게 은행의 핵심기능과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적시에 은행을 안정화시키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가 발표한 「효과적인

금융기관정리체제에 관한 핵심요소」는 부실은행의 정상화 및 정

리를 발전시키는 일반적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이 핵심요소는 유

럽연합을 비롯하여 G20 국가그룹에서 채택되었고, 이 중 많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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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국내법으로 수용되었다. 2018년 FSB 정리보고서에 따르면

자국 내에 또는 핵심 상대국에 G-SIB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

가들이 핵심요소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은행정리제도를 구축한 반

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심적인 정리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한 국가

로 남아 있다.

2015년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포괄적인 금융기관 정리제도 도

입을 위한 정책제안을 공표하였지만 현재까지 입법적 결실로 이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 현황은 특히 다국적 기업에 의한

초국경적 영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위기의 전염효과가 예전과 비

교하여 크게 확산되는 국제 환경에 비추어 단순한 입법적 흠결을

넘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

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리법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방법론으로 정리에 관한 국제적 기준

을 국내법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

라의 상황은 특히 최근 싱가포르가 2017년의 FSB 정리진전보고서

를 발간한 때에 맞추어 금융계약 조기종결권의 일시적 정지, 베일

인 권한, 정상화 및 정리 계획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자국의

정리법제를 크게 개선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가 선진제도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금융기관 정리법제를 아시아 정

리제도의 메카로 발돋움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고 역설한다.

나아가 이 학위논문은 금융기관의 정리시스템을 변혁시키는 일

련의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크게 보면 적기시정조치를 새

로이 자리매김하고 별도로 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단행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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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2019. 11.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금융기관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주요어 : 정리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바젤은행감독위원

회, 금융안정위원회의 핵심요소, 정상화 및 정리 계획

학 번 : 2015-2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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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재정 위기 또한 일반

기업의 경우와 같이 전통적인 도산법제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다. 금융시

스템의 기반을 흔들 위험이 없는 소규모 금융기관의 부실은 도산절차에

의하여 규율되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 내지는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거대규모의 금융기관의 위기는 정책적 구제금융을 투하하여 정상화시키

든지 아니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두 가지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

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느 경우든 예금자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가 병행적으로 취해졌다. 당연히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 등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유가증

권을 매입하고, 종국에는 이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로써 금융시

스템 회복에 필요한 자금은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였다. 파탄된 은행에 대한 방치는 곧 금융위기의 전

염효과(contagious effect)를 극대화시켜 잠재적인 재앙을 몰고 올 것이

라는 공포로 인하여 각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극약처방을 선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리법제 중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을 평가하

고 분석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탐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현행 정리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

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정리제도의 기본틀을 갖추는데 필요한 국제기준 미달 영역, 특

히 정상화 및 정리계획(RRP) 제도와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에 대한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정리법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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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국가들의 국제기구 권고사항 수용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얻

은 결과를 우리나라 현행 정리법제의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삼는다. 이

와 함께 금융구조의 선진화의 필수 요소인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가를 분석하고, 그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입법제안은 특히 이 논문이 완성될 즈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는 “금산법”으로, 후자는 “금산법개

정안”으로 약칭한다.)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

막으로 이와 같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을 금산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법률에 추가하는 방식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여

러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다루는 정리제도를 통합하여 금융기관정리에 관

한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

한다.

나아가 현행 정리체제의 시스템전환이 필요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도

이 연구의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리법제와 도산법제,

그 중에서도 도산전 절차와의 관계, 적기시정조치의 정리법상 성질과 체

계상 지위를 분석하여 기존의 정리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종국적으

로 정리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단행법으로 규율하는 시스템전환을 시도

한다. 정리개시를 도산전 절차의 개시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요건

상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

해보았다. 오늘날 적기시정조치는 통상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금산법은 제3장에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정

(제10조)과 베일아웃 원칙에 관한 규정인 제12조 이하를 포괄하는 제3장

의 제목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아닌 부실 금융기관의 ‘정비’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절차와 정리절차, 그리고 도산

절차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여 상호간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문제

된다. 적기시정절차와 정리절차는 행정기관의 주도 하에 공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신속한 금융감독 내지는 청산절차인 점에서 법원이 주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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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산절차와 달리 헌법상 보호되는 제3자(채권자)의 재산권을 사법심

사 없이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기시정절차와 정리절

차, 그리고 도산(전)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학문적 의미를 넘어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정리

절차와 구분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정리절차와 도산전절차가 특히

대상 기업, 은행의 매각, M&A 영역 등과 관련하여 도산법의 일원화 방

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양 절차의 법리를 통일적으로 운

영할 수 있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다른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부분의 취약성은 금

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동양그룹 사태 이

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제의 반성과 함께 제도개편 논의가 활발해졌

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공동의 개선책이 제시되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공조의 노력이 병행되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는 공론과 함께 그 개선방안이 제안되고 있

다. 다만, 이 논문의 주된 연구가 정리제도에 중점이 두어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정리제도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한다. 또한 이

연구의 범위는 국내금융 규제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국제정리제도

와 관련된 국제사법 및 국제도산법적 쟁점은 국내 금융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금융그룹에 대한 쟁점도 금융계약 조기결정권 일시정지 제도의 경우와

같이 일반 정리제도 자체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범위로 제한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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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위논문은 국내 기존 연구사례와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참고하는

등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사전적⋅예방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다양한 법률 문헌을 분석하여 연구주제의 내용을 체

계화한다. 이와 같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전통적인 법률 해석 방법에 따

라 현행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정리법제 전반에 대한

조감을 통하여 시스템 변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리제도의 개

혁의 필요성 및 개선착안점을 찾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부실

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사적인 문제인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례와 함

께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하여도 분석한다.

다른 한편, 이 연구에 학위논문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 주요국

들의 현행 국내 정리법제와 향후 개정 및 운영 방안 등을 살펴보고, 이

로부터 우리나라 법제 개정 및 개편의 교훈 내지는 시사점을 찾는다. 뿐

만 아니라 금융기관 감독체제에 관한 세계적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G20의 은행감독 제도 권고 및 UNCITRAL의 입법권고안 등을

분석한 내용을 우리나라 부실은행 정리 법제 개선 방안 자료로 삼는다.

2. 선행연구와의 관계

(1) 선행연구의 활용

대형 금융회사 정리 관련 국제기준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대표적인 자료에는 정순섭(2011, 1월과 11월, BFL), 임형석(2014, 한국금

융연구원), 한민(2014, 법학논집), 이영경(2018, 금융법연구) 등이 있다.

비교법적 자료로는 미국의 정리제도(고영미, 2014, 강원법학)와 유럽연합

과 독일의 정리제도(장원규, 2015, 은행법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방

안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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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금융기관 정리법제, 특히 국제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

히 풍부하며 이를 국내입법으로 수용하는 방안과 정리조치를 위한 상호

공조 및 국제간 승인에 관한 입법론적 분석방법도 드물지 않다. 선행연

구는 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 관련 국제기준의 소개와 그 도입의 주장,

제한된 비교법적 고찰, 그리고 국제정리 규정의 제안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 주제는 개별적인 정리 수단이라는 미시적 연구에 치

우쳐 있으며 또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 및 입법적 추세를 다루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한편으로는, 개별

정리수단을 우리나라 법제에 안착시키는 요건을 설정하는 등 한국적 여

건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정리수단이

라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개별 정리수단을 포괄하는 정리시

스템 전환을 통한 종합적이고 단일화된 법적 체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주제도 발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산법 제3장에서 ‘정리’가 아닌 ‘정비’라는 법문에 불구하고 정리절차

에 적기시정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사법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정리권한 행사가 헌법상 재산권침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리절차를 도산절차의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 또는 적

어도 정리법리를 도산법리와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법제의 일원화를 위한 단일정리법의 제정을 제안한

다.

또한 이 연구는 베일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손실분담대상에 선순위

채권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종래의 쟁점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시

각에서 접근한 점에서 선행연구의 범위를 보다 진전시켰다. 하지만 무엇

보다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제도도입의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금융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해가는 추세에 부합하고 금융기관과 국민에게 보다 쉬운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산법 중 적기시정조치를 제외한

정리제도와 예금자보호법에 들어있는 정리제도를 통합하여『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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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에 관한 법』(가칭)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제안은 선행연

구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 하겠다. 나아가 이 논문은 최초로 유럽

연합의 정리제도를 상세히 다루고 정리절차와 구조조정절차 및 도산절차

와의 상관관계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한 걸음 앞

으로 나아갔다.

Ⅲ. 연구의 구성

이 학위논문은 위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체계를 세우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정리법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제1장은 국제기준을 채택하지 아니

한 현행법이 국제정합성을 갖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도입하여야 할 국제기준을 비교법적

으로 분석한다는 연구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리법제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적기시정조치의 정리법상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와 현행 정리법

제의 단행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또 다른 연구목표라는 점을 밝혔

다.

세계적 금융위기 대응법리의 발전과 감독적 조기개입 제도에 관한 제2

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정리제도가 청산절차의 대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을 살펴보고 예방적 조기개입제도로 편별되는 각국의 제도를 검토하였

다. 특히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제안된 국제기준과 적기시정조치를 중

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대응방안을 살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가가 국제적 표준에 따른 부실은행 정

리 제도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한 현황 및 도입방식을 소개하였다. 비

교법적 분석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리체제 비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

히 유럽연합과 싱가포르에서의 최근 입법내용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제2장의 국제적 정리기준 및 제3장의 비교법적 논의를 요약한

후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데 교훈이 되는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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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FSB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제도를 도입한 사항과 미도입한 사항을 현행법 및 금

산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한 뒤 미반영 사항에 대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베일인 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그 논거를 비판함과 동시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상화

⋅정리 제도와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를 국제표준 수준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적기시정조치의 정리법상 성질과 체계

상 지위를 설정한 다음, 기존의 금산법, 예금자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

는 정리제도를 모두 추출하여 모두를 새로운 제도에 편입시켜 별도의 단

행법률로 포섭하는 시스템전환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을 학문의 발전과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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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계적 금융위기 대응법리의 발전과

감독적 조기개입 제도

제1절 금융위기의 특징과 대응 법리의 발전

I. 은행부실화의 원인과 특색

1. 경쟁 격화의 환경적 요인

은행은 일반적으로 사기업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 이익을 창

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상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한다. 그 결과 은행들은

동업권 내에서의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은행 상호간 경쟁은 특수한 시

장진행상황과 결합하여 은행 중 일부는 고객을 잃을 수 있고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과 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이 출시한

수신상품이나 투자상품이 고비용구조로 인하여 경쟁은행보다 비싼 가격

으로 제공되어 고객을 잃거나 또는 더 이상의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되

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는

은행은 커지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은 순이자 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대손비용의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 저

금리 기조에 따라 순이자는 2015년 기준 1.58%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2015년 중 ROA[0.16%], ROE[2.08%]는 당시순손실을 기록한 2000년 이

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1) 여기에 경기회복 지연, 그에 따른 기업부

1)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ROA ROE 추세와 국내은행의 순이자 마진 추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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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대손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손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국내은행의 대

손비용은 10조 원을 넘어 섰으며, 기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회수의

문 50% 이상, 추정손실 100%에 육박하고 있다.2)

2. 부실대출의 구조적 요인

은행도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부실대출을 들 수 있다. 대출이 부실

해지면 더 이상 상환받기 어렵게 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지급불능과 도산

에 이르는 손실로 이어진다. 은행이 지급불능에 직면해 있다는 평판은

고객들로 하여금 이른바 뱅크런을 촉발시켜 상황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든

다. 은행은 그와 같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감당해내기 어려워 고객들

에 대한 예금반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특히 왜곡된 부동산시장으로 인하여 가계대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해마다 가계대출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살얼음판 위의 부동산투기 상황이 지

속되고 있어 은행대출의 부실화 징후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물론 은

행으로서는 스스로 당장 오늘이나 내일 도산을 선언할 수도 없다. 도산

선언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 맡아 하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담당한다.

은행은 통상의 사경제주체로서의 기업에 해당하지만 도산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법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의 채

권은 법인의 소멸과 함께 실효되지만 은행은 다수의 예금주들이 청구하

는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하

게 된다면 이는 다른 개인이나 경제주체의 파산으로 확산되어 금융질서

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은행의 경우

2)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추이와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합 기준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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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불의무 및 채무가 광범위하여 그 파괴력이 매우 크다.

Ⅱ. 금융기관 청산절차 대용으로서의 정리제도

1. 연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로 급

속히 번져나가는 금융위기의 특성에 당면하여 전 세계로 하여금 공동으

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금융안정위원회, 국제통화기

금,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은 각국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리제도를

구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1998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하자 주요 선

진국을 주축으로 하여, 향후 세계금융시장으로의 파급이 우려되는 상황

에서 국제적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금융안정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 : 이하 “FSF”라 한다.)이 결성되고, FSF는

각국에 도산법제의 정비를 주문하는 입법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에 이르러 이제는 세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위기사태가 발발하자, G9는 FSF를 금융안정위원

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이하에서 “FSB”라 한다.)로 확대 개편하

여 이른바 국제거점은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

기에 이르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공익에 입각한 시혜적 법제로 출발

하였다. 먼저 뱅크런 사태를 교훈삼아 예금자보호라는 규율체제가 정비

되었다. 대규모 금융기관의 부실이 초래하는 뱅크런으로 인하여 금융시

장이 위협받을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위기

에 처한 금융기관을 구조하는 사후적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보험

을 통한 예방적 사전구제 조치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위협하

는 것은 뱅크런만이 아니라는 것이 곧 드러났다. 은행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인 예⋅적금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은행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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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서도 금융기관은 엄청난 파장의 위기에 내몰

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대상은 예금자보

호라는 수신업무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구조조

정 규율체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제의 정당성의 근저에는

항상 공익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각국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

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이하 “SIFI”라 한다.)

가 부실해진 경우 그 정상화 및 정리에 관한 금융 및 법적 규율체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그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

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정리법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는 제

도정비에 나섰고 그렇지 아니한 국가들은 금융 시스템 또는 법률 시스템

을 새로이 구축하는 조치에 착수하였다. G20을 주축으로 많은 나라들은

스스로 확약한 국제기준을 국내법에 도입하는 입법 조치를 상당한 정도

로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 다만, 그 도입 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시기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제도와 금융시장의 여건 및 국내경제상황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전히 국제기준을 확약한 G20국

중에서도 국내도입이 지연되거나 평균하향적으로 변형하여 도입하는 나

라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현실은 금융위기가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

된다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앞서 국제통화기금(이하 “IMF”라

한다.)으로부터 외환을 긴급지원 받은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행해졌다. 특히 SIFI가 부실화되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거대금

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체제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렇지

만 이렇게 보강된 정리법제에 의해서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효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바야흐로 금융기관 정리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들을 도입하고 새로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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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st)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1997년 제도 개선과 그 이후 보강된 현

행 정리법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리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중요

한 도전으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 그 동안 새로운 버전을 거듭하면서

정치해지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국제기준권고안과 최근 유럽연합의 새로

운 정리체계, 그리고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정리법제 개선입법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개선에 대한 교훈을 줌

과 함께 그 이행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다.

2. 도산절차와 정리절차

정리는 은행의 주요 기능을 계속하여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은행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모든

채무(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면제된 채무 제외)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

고, 도산재단(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재산)은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개별 채권자에 의한 집행 금지)를 부과하는 방

법으로 보호된다. 여기서는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사이에 분배하는 도

산관리인(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도산절차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취급되고 채권 비율에 따른 분배를 받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금융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 위기

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한 국가 내, 나아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전염시키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과 은행 사이, 은

행과 기업 및 가계 사이의 금융거래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금융기관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만으로도 금융시스템 전

반에 광범위한 불안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

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파탄된 은행에 대한 처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융기관의 파탄을 계속 방치하여 기업, 가계,

그리고 경제 전반의 붕괴를 지켜보든지 아니면 파탄된 은행에 공적자금

을 투입함으로써 계속적인 영업을 보장하여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

록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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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된 은행에 대한 방치는 곧 금융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us effect)

를 극대화시켜 잠재적인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공포로 인하여 각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

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도산절차를 대체하는 정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이 금융위기의 속도만큼이나 전 세계에 널리 자리잡게 되었다.

3. 금융안정화를 위한 정리 제도의 필요성

은행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은행은

신용을 주 자산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은행의 계속운영가치는 많은 경우

청산가치를 웃도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한편, 은행의 부실화는 다른 금

융기관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신뢰

를 기초로 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예금주의 뱅크런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국민경제를 커다란 위험으로 내몬다. 그

러나 무엇보다 은행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헌법적 기본질서가 심각하

게 위협받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은행의 정상화에 투입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은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며, 자력갱생을 요

구받은 때에는 채권자 및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낳는다. 금

융기관의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은 기업도산에 관한 법

리와 다른 특별한 예방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는

금융기관 부실이 도산으로 치닫기 전에 그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안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은행에 도산법규

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이 증명되었다. 물론 부보 예금자들은 예금보장제도에 의해 보상을 받겠

지만, 전염이 확산될 위험성이 큰 대마불사형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금융위기 때에도 이와 같은 배

경에서 공적자금이 투하되어 은행 및 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은행이 정리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청산되는 경우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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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가 자동적으로 이행기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정리당국은 발생

된 손실을 채권자 내부에서 배분하고 예금과 주요 기능이 유지하도록 하

면서, 동시에 부실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

야 한다. 나아가 부보 예금주들은 소극적으로 보상을 받는 대신 언제든

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만 일정한 경제사회 내 금융위기의

전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10년 G20 서

울정상회의는 각국에 SIFI의 정상화 및 정리에 관한 금융 및 법적 규율

체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그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이러한 규율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는 제도정비에 나섰고, 그렇지 아니한 국가들은 금융 시스템

및 법률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4. 우리나라 정리 제도의 태동

SIFIs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도 거대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체제의 정비에 착수하였

다. 그간 다수의 뱅크런 사태와 대규모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1998년의 외환위기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그 위기를 해소하

는 법제를 채택하였다. 즉, 현행 금산법 제12조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bail-out의 원칙

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 등의 부실금융기관

에 대한 출자나 그 유가증권의 매입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되어 금융

시스템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이는 결국 대마불사

의 인식을 파급시켜 모럴해저드를 촉발시키고 만다는 강력한 비판에 부

딪혔다. 이후 2015년에 이르러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설립되는 정리금융

회사를 통하여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사후적 구제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말 FSB의 정리체계 권고안을 반영한 금융회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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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및 정리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한 후 2017년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

획이었다. 그러나 때마침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격변으로 제도 도입 추진

이 지연되던 중 2017년 말 FSB의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of Korea)로부터 정리체계 권고안의 적극적 도입을 주문받자 제도 개선

이 재추진되었다. 2018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SIFIs의 정상화⋅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 이하 “RRP”라 한다.) 작성과 채권

자손실부담제도(bail-in)의 도입을 포함한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방안

을 2018년 후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한 동안 진전이 없

다가 2019년 금산법 개정안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제도를 채택하는 방안

이 마련되었다.

정리는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극약처방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제도

이다. 다시 말하면, 부실은행을 정리를 통해 연착륙(orderly)시키자는 것

이다. 일반 기업이 파탄날 때와 마찬가지로 은행 파탄에서 발생되는 손

실은 그 파탄에 연루되어 있지 아니한 납세자가 아니라, 파탄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주와 투자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

면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방안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법제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예방적 규율체제는 재정위기를 상정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

상화계획(recovery plan) 및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하여 금융

감독기관에 제출하게 하고, 금융감독기관은 정상화계획의 경우에는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정리계획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부의 도움이나 감독 또는 지시를 받아 회사를 사

전에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든 계획에 대한 강제와 공권력의

조기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리는 결국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적 개

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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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기관 부실화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기개입 제도

I. 서설

금융기관 부실화를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는 법원이 개입하는 도산절

차 이전의 전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 및 경영의 영

역을 넘어 자본건성성에 문제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하여, 부실징후단계,

그리고 부실화단계 내지 도산절차 이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강구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충실화를 위

한 행정조치와 적기시정조치에 대하여 서술하고 가장 강력한 행정적 조

치인 다양한 정리수단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Ⅱ. 자본충실화조치

금융기관 실패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크게 자본충실화 조치와 적기시정

조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들 조치는 금융기관의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적 조치라는 점에서 정리체제의 선행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자본충실화조치에

필요한 주요 수단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3)가 제공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1974

년 6월 독일 Herstatt Bankhaus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한 이후에 은행감독에 관한 각국 사이의 협력증대를 위하여 G-10 국가 중

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에 따라 1974년 12월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결제은

행(BIS)의 산하 위원회이다. 이후 회원국이 확대되어 현재는 27개 회원에 이르

며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중앙은행이 감독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이 회원

으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금

3) 정식명칭은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으로, 이하 “BCBS” 또는 “바젤
위원회”라 한다.



17

융감독원이 그 회원이다.

바젤위원회는 주로 은행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데, 자기자본

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의 확정, 각국 감독당국 사이의 협

력 및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바젤위원회는 은행

의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감독업무의 질

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또한 바젤위원

회는 각국 감독제도의 잠재적 애로요인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개선하

고, 각국 감독당국 사이의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촉진시키는 제도 개

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BCBS에서 구성된 다국적은행 정리작업반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 CBRG)은 2010년 3월「다국적은

행 정리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이 BCBS에 의하여 G20

에 보고되고 그대로 승인됨으로써 G20 각국은 그 내용을 자국의 정리

법제에 수용할 것을 확약하였다. 2017년 12월 바젤위원회는 최고의사결

정기구인「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바젤-Ⅲ 개편안

을 승인·공표하여, 7년여 간에 걸쳐 추진해온 규제개혁을 사실상 마무리

하고 2022년부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자산의 위험도를 더 민감

하게 반영하는 내용의 바젤-Ⅲ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바젤위원회의 권고안의 국내법 도입 현황

(1) 바젤-I 및 Ⅱ의 도입 경과와 그 내용

1992년부터 바젤-I 규제를 시행한 G10 국가들을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2008년부터 우리나라

는 유럽연합, 호주 등과 함께 바젤-Ⅱ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2) 바젤-Ⅲ의 도입

바젤-Ⅲ 자본규제는 자본 비율을, 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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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자본비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1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바젤-Ⅲ를 도입하였는데, 국내 은행의 경우 규제자본 비율이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대부분 상회하고 있다.4) 한편, 2022년 초

부터 적용되는 유동성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규인『은행업감독규

정』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5대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모두 D-SIB으로 지정되어 2007년부터 바젤

자본규제를 받아오다가 2013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바젤-Ⅲ 자본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최소자본

규제가 개편되었으며, 자본유지완충자본이 도입되었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이 개편되었다. 또한 개정된『금융지주회사

감독시행세칙』에는 바젤 자본규제 도입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

어 있다. 이와 같은 바젤 자본규제의 도입으로 그룹 전체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자본규제 기준을 모두 충족하

여 국제적 정합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바젤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6년부터 보통주자본 2.5%를 최소자본규제에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다.

특히 바젤-Ⅲ에 따라 금융기관의 조건부자본증권이 영구채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자본으로 인정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4) CEO스코어데일리 2019.03.11.이 분석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35%, 13.20%, 12.61% 및 6.57%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리스크
특성에 따른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BIS비율과 달리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자본비
율로 바젤위원회의 규제이행 권고에 따라 작년부터 경영지도비율(최소 3%)이 도입됐
다. BIS기준 자본비율은 2015년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안정
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2018년 중 자본증가율(총자본 기준 +5.2%)이 위험가중자
산증가율(+4.5%)을 상회함에 따라 각 자본비율이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단순
자기자본비율은 총위험노출액 증가율(+8.2%)이 기본자본 증가율(+5.1%)을 상회하면
서 전년 말 대비 하락(-0.19%p)했다.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4.26%, 12.93%, 12.29% 및 5.87%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본자본비율(+0.01%p)은 소폭 상승 했으나, 총자본비율
(-0.13%p) 보통주자본비율(-0.10%p)은 전년 말 대비 하락했다. 2018년 중 자본 증가
율(총자본 +8.7%)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9.7%)을 하회했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의 경
우 총위험노출액 증가율(+10.4%)이 기본자본 증가율(+9.5%)을 상회하면서 전년 말
대비 하락(-0.05%p)했다. 또한 2018년 말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이
각각 15.35% 및 14.26%로 바젤-Ⅲ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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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은 비상

장은행지주회사에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도

입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제도를 비상장은행지주회사로 확대하고, 조건

부자본증권을 영구채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였다.5)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그 발동요건에서, 경영개선

권고가 발동의 기준이 되는 연결자기자본비율(8%)을 세분화하여 보통주

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8%), 총자본비율(8%)로 강화하였다. 나아

가 G-SIBs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2013년 12월 1일부터 단계별로 도입하

기로 하고, 이를 2013년 7월 8일 개정된『은행업감독규정』에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SIBs으로 지정된 대형 금융회사는 아직 존재하지 않

아 G-SIBs 규제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법은 바젤 자본규제를 대폭적으로 수용하였지

만, 바젤위원회의 자본규제와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 의한 자본규제 사이

에는 (i) 신용리스크를 반영함에 있어서 바젤위원회 권고안은 차주의 유

형에 따른 일률적인 위험가중치를 사용하는 반면 현행법은 개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달리 정하고, (ⅱ)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바젤위원회 권고

안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만을 고려하지만 현행법은 여기에 운영리

스크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Ⅲ. 감독적 조기개입 제도

1. 감독적 조기개입 제도의 의의

(1) 제도의 취지

5) 이에 대한 상세는 아래 제3장 제4절 Ⅱ 1 (2)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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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적 조기개입이란 조기에 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금

융당국이 부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적 조기개입 제도

의 취지는 경영 내지 재무구조 정상화를 조기에 회복하게 함으로써 금융

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은 자본의 충

실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주로 자본의 취약성의 정도에

맞추어 자본의 확충, 자본배당의 제한 등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

러나 감독적 조기개입은 자산증식 활동의 제한, 새로운 이사의 선출 및

특정임원 이사의 퇴출, 그리고 경영개선까지 아우르는 기속적 행정조치

이다.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금융규제의 목적이 ‘파산의 방지’가 되는 경

우에는 부실은행에 대한 규제유예를 의도하지 않게 장려하는 결과로 이

어지게 된다. 반면에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을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

기금 손실의 최소화’에 두면 규제유예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주장되고 있다.6) 이와 같이 금융규제의 목적이 ‘예금보험기금 손

실의 최소화’일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불건전 또는 부실화된 은행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손실분담을 통해 정리비용을 절약

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므로 금융기관 소유자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2) 감독적 조기개입제도의 기본구조

감독적 조기개입 제도는 은행에 대한 부실지정 이전에 부실징후를 제

거하여 경영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은행감독기관이 개입하는 제도

6) Eisenbeis/Wall, “The Major Supervisory Initiatives Post FDICIA: Are They Based
on the Goals of PCA? Should They Be?,”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2002-31,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Dec. 2002.
http://www.fdic.gov/news/news/press/2005/pr11205.html, H istory of the
Eighties-Lessons for the Future: an examination of the Banking Crisis of the
1980s and Early 1990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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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자본충실도를 그 기준으로 채택한 형식적 개

입제도(formal intervention regime)에서 출발하였고, 이후 바젤-Ⅱ에 의

하여 확고히 구축되었다. 사실 자본은 전통적으로 은행의 방어를 위한

최후의 전선이며, 일정한 자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은행의 생존력

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켜 감독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간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 및 레버리지에 따른

비율을 고려한 자본중심적 조기개입제도는 투명성, 비교성, 그리고 정책

의 일관성을 확보해준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형식적 개입제도는 1991년 미국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개

선법(FDICIA)에 따라 연방예금보호법(FDIA) 제38조에 조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 이하 “PCA”라 한다.) 체제로 수립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은행의 부실징후를 미리 제거함으로써

부실지정을 차단하고 경영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

의 감독수단으로 활용되어오고 있다. 더욱이 2013년 바젤-Ⅲ가 확정되어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의 수준이 강화되고 위기상황시에 소진할 수

있는 전환적 완충자본, 반경기순응성 완충자본, 레버리지 비율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종전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리스크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을 주요지표로 한 형식적 개입제도는 더욱 그

내용이 풍부해졌다. 나아가 객관적 지표보다는 감독기관의 재량을 보장

하는 통상적 감독체제(regular supervisory framework)가 갖는 장점을

수용하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2. 각국의 예방적 조기개입제도의 공통점과 특색

미국의 PCA, 유럽연합의 조기개입제도, 일본의 조기시정조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는 모두 금융기관의 실패 이전에 금융문제의 악

화에 대처하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충실도 등 바젤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리

절차에 선행되는 감독조치라 할 수 있겠다. 정리기관이 아닌 금융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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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공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 문제에 개

입하여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스스로 작성한

정상화계획안을 검증한다.

3.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의 문제점과 시사점

(1) 현행법상의 적기시정조치

1998년 금산법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 제도는 감독당국의

부실지정 이전에 부실화하는 것을 막고 경영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지정되기 이전의 “부실

징후”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화를 예방하고,

부실화된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부

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이전의

단계에서의 감독기관 개입이라는 점에서 이미 부실화 판정을 받은 금융

기관의 정리를 위하여 정리기관이 개입하는 정리제도와 구별된다. 금융

당국은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으로 된 금융기관에게 자본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 자본의 확충, 경영개선, 새로운 이사진의 선출과 특정 임원 및 이사

진의 퇴출, 자산 증식 및 활동 등의 제한, 그리고 자본배당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아래에서는 바젤

-Ⅱ와 바젤-Ⅲ를 도입한 현행법에서 적기시정조치가 어떤 요건에서 발

동되는지 살펴본다.

국내 5대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모두 D-SIB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부터 바젤 자본규제를 적용받아 오다가 2013년 12월 1일부터 새

로운 바젤-Ⅲ 자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중 D-SIB로 선정된 은행지

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은『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및『금

융지주회사감독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G-SIB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단계별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2013년 7월 8일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SIB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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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대형 금융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G-SIB 규제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지만, 외국에서 지정된 G-SIBs가 국내에 진출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문제점

첫째, 현행 적기시정조치는 정리법제의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다. 감독적 조기개입제도는 감독제도와 정리제도 사이에 걸쳐 있는 동시

에 이들 제도와 서로 연계되는 독자적인 영역에 위치해 있다. 우선 적기

시정조치는 바젤위원회의 조기경보체제의 연장선에 놓이며, 정상화계획

(recovery plan)에 맞닿아 있다. 금융감독기관이 조기개입을 하기 위해서

는 자본구성 등 조기경보지표가 나타나야 하고 정리절차 진입에 필요한

정상화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조기경보지

표가 충족되면 조기개입이 이루어지고 조기개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화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그런데 조기

개입이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정상화계획 단계로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조기개입제도와 정상화계획안 제도는 연계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동

시에 독자적인 제도로 기능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조기경보제도는

BCBS에서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상화계획안은 FSB에 의하여

그 도입이 권고되고 있다. 그 결과 조기개입제도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안

의 후행 영역에 속하는 동시에 FSB의 권고안의 선행 영역에 속하는 제

도라 하겠다.

둘째, 현행 조기개입 제도는 부실징후를 판정하는 기준이 정비되어 있

지 않아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에 한계가 있다. 자본의 충실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자본이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주는 다른 지

표보다 늦게 반영되는 관계로 부실예측지표의 후행성이 문제되고, 여기

에 조치 발동 및 행사에 있어서의 규제당국의 비일관성, 그리고 금융행

정의 비익성과 적기시정조치의 공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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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적 조기개입제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문제제기와 입법례

주요 국가의 조기개입제도에 대한 권한당국은 정리기관이 아니라 감독

기관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조기개입제도는 현

실적으로 바젤기준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부터 조기개입제도는

금융감독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체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산법에서 조기정리제도가 정리제도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양 제도의 서로 다른 체계상 지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기시정조치를 금산법에

그대로 두되 정리제도를 별개의 단행법 등으로 흡수하는 방안에 의해 해

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김준경·신민석·김현욱·박창균·임경묵·강동수, “업무영역, 제재, 적기시정정조치 개선방
향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18권(2004), 9∼10면; 이원우,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체계를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3권 제2호(2005), 72면 이하; 고영미,
“금융위기 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개선방향”, 경제규제와 법 제36
권 제2호, 2013, 16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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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표준에 따른 각국의

부실은행 정리 제도

제1절 서 설

아래에서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 법제를 권고하는 국제기구의 제안과

이를 수용한 각국의 정리법제 및 우리나라 국내법에의 도입 현황을 살핀

다. 특히 FSB가 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하여 G20 국가 전체에게 제도 도

입을 촉구하고 FSB가 내놓은 제도개선 조치가 국제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FSB의 정리법제 권고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미

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주요 아시아국이 위 권고안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수립한 정리법제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행 정리법

제에 위 국제기준이 도입된 현황과 도입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위 국제기

준에 대한 평가와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교훈과 시

사점을 도출한다.

I. 은행정리체계의 기본 목적

은행 정리체제를 구축하는 기본 목적은 대형은행이 부실화되었을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신속하

고 효과적인 제반 조치와 절차를 정비하는 데 있다. 여기의 정리절차는

사전개입 체크 단계, 정리단계 및 구조조정 단계를 아우르는 용어로 보

아야 할 것이다. 현행 금산법도 그 제3장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은행 정리에 따른 손실을 투자자와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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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FSB는 각국 정부에 은행 정리체계 내에 SIBs의 정리 추

진주체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 기관에게 은행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

과 정책적 수단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정상화 및 정리 제도의 개선은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을

계기로 각국 정부가 추진한 우선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대형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금융위기가 여실히 보여주

었기 때문이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향후 은행이 실패하더라도 이

에 의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은행들

이 잠재적 침몰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감독기관들에게 적절한 개입권

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제도적 보장책 마련으로 이어졌다.

Ⅱ. 용어의 정리

1. 정리

금융회사의 ‘정리(resolution)’는 “금융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민간영역의 개입 여부를 불문하고 공적 영역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형태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

한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회생이나 공평한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집단적 절차”를 포함하는 의

미로 사용된다.8)

아래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 제도를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의 대

용 제도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리체제를 도산처리절차에 대비되는 독

립된 절차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흔히 회생계획으로 불리는 recovery

plan을 아래에서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

8) 정순섭, “국제은행정리제도의 법적 연구 –국제은행규범적 관점을 중심으로-”, BFL
제50호(2011/1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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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법”이라 한다.)에서의 ‘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하여 ‘회생’ 대신 ‘정상

화’로 번역하여 ‘정상화’ 내지 ‘정상화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FSB

FSB는 2008년 금융위기 대웅 차원에서 2009년 4월 종전의 포럼이 확

대⋅개편된 글로벌 금융규제 합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

발해 오고 있다. G20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FSB의 권고안은 국제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SB 회원의 수는 24개국이며, 여기에 EU

중앙은행⋅금융당국과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20에 속하는 국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FSB 회원

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FSB로부터 동료평가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었고 동료평가

에서 주요 정리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적받았지만, 아직 금융불안정을 크

게 줄일 수 있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리 제도의 기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도입 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3. 부실금융기관

(1) 금산법상 금융기관의 정의

금산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이란, (i) 경영상태를 실

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

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상태라고 결정한 금융기관(같은 호 제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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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ⅱ)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같은 호 제나

목), 또는 (ⅲ)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예금보험위원

회가 인정한 금융기관(같은 호 제다목)이다.

(2)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과의 관계

조기개입절차, 정리절차, 도산전 절차, 도산절차를 넓은 의미의 구조조

정절차로 볼 경우 정리절차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문제이다.

현행 금산법은 제1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반면, 정리절차 단계라 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2조

상의 부실금융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

리고 도산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요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우리나라에 대한 FSB의 동료평가에서도 정

리절차 조기개시 요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s는 BCBS와 FSB가 분류한 개념이다. 영업이 국제적으로 행하여

지는 SIFIs는 이를 Global SIFIs (이하 “G-SIFIs”라 한다.)라 하고, 모든

은행 예금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의 SIFIs는 Domestic SIFIs (이하 “D-SIFIs”라 한다.)로 분류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는 글로벌 은행을 대상으로 2011년

부터 매년 G-SIBs를 선정하여9)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국가별로 자국내

9) 2011년 11월 금융안정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관련된 시스템위험과
모럴해저드 위험에 대처하는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G-SIBs
의 주도 그룹을 세계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s)으로 보았다. 2018년
11월에 지정된 G-SIBs는 모두 29개로 전년인 2017년에 비하여 1개가 줄었다(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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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FIs를 선정하여 2016년부터 추가자본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

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은 위 바젤위원회의 G-SIBs 지정 목록에 들어 있지 않

고 D-SIBs에 해당하는 은행만이 존재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16일『은행업감독규정』과『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여

D-SIFIs를 선정하고 추가자본의 확충을 부과하고 있다.10) 이에 불구하

고 외국의 G-SIFIs가 국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국내 정리

법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남아있다.

5.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란 하나 이상의 은행을 소유

하고 통제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업, 보험업

을 하는 자회사를 지배한다. 여기의 지배에는 직접적 지배, 중간적 지배,

최종적 지배가 모두 포함된다. 스스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문

제삼지 아니 하는 것이 보통이나, 타 회사의 관리 및 부수 업무 외의 자

체적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만 허가하는 입법례

도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과 관련이 있게 되므로 설립 자격에 제

한이 있고,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감

독이 쉽다는 점에서 정리 체제에서 중요하게 기능한다. 예컨대 아래 6에

서 설명하는 단일거점정리는 금융지주회사를 전제로 한 전략이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여러 금융지주회

BPCE가 지정목록에 추가되었으며, Nordea와 Royal Bank of Scotland enro 은행이
명단에서 탈락되었다.

10) 금융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
행,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등 7개사를
D-SIFIs로 평가하고, 이중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제
외한 4개의 은행지주회사와 1개의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
1%를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조치하였
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2. 30과 2016. 12.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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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설립되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를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

하며, 특정한 지배 조건, 즉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50%(상장·등록 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해야 한다. 인가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 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액이 자기자본 내에 들어야 한다. 물론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일반 사항은 당연히 일반법인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를 들어 독점이 우려되지만 금융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인가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

6. 복수거점정리전략과 단일거점정리전략

금융회사그룹에 대한 정리방법에는 복수거점정리전략(Multiple Point

of Entry : ‘MPE’)과 단일거점정리전략(Single Point of Entry : ’SPE’)이

있다. 전자는 2개 이상의 정리기관이 상호협력하면서 금융그룹의 각 구

성회사에 대하여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하며, 후자는 단일의 국

가정리당국이 그룹의 대표에 대하여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2013년 7월 FSB가 공표한 「정상화⋅정리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서는 수 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과 관련한 정리전략과 관련하여

은행의 사업모델 등을 고려하여 위 두 개의 정리전략을 소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단일거점정리전략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정리권한을 행사하

여 그룹을 정리하는 구조이며, 복수거점정리전략은 은행과 은행지주를

별도의 정리거점회사로 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구

조이다. 이에 따라 단일정리전략에서는 그룹 내에서 발생한 손실은 궁극

적으로 모기업이 흡수하는데 반하여, 복수정리전략의 경우에는 개개의

자회사 차원에서 정리와 정리수단이 행하여진다.11)

11) Benner Berger/ Pia Hüttl/ Silvia Merler, “Total Assets” versus “Risk Weighted
Assets”: Does It Matter for MREL Requirements?, Eurepean Parliament, July 201,
p. 9. http://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IPOL_
IDA(2016)5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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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교기관·은행

가교기관 또는 가교은행(bridge institution·bank)이란 실패한 은행의

일정한 자산, 부채 및 영업을 일시적으로 인수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리수단의 하나이다.

가교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의 정리수단은 전통적인 P&A 거래의 변형

에 속한다. 이 방식은 은행파탄이 사전예고 없이 일어난 경우, 예컨대 사

기금융 사건이나 유동성위기의 초입 단계 등의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가교은행은 보통 1∼2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 운영된다. 이 제도는 금융

문제가 중대하지만 치명적인 정도가 아니어서 은행의 가치를 유지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감독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로부터 유동성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부실은행의 영업권(Franchising

Value) 산정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이후 마땅한 인수자가 나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교은행의 운영비용이 청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8.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 정지

조기종결권(Early Termination Rights)12)이란 금융기관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그 계약을 단축하거나 종결 기타 해소시킬 수 있는 권

리로,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금융위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에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기종결권은 정리절차와 관련하

여 문제된다. 어떤 금융기관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그 금융회사

에 대한 정리절차 또는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금융계약

12) 종결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파산관재인 내지는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만, 법원이 파산절차 내지는 회
생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및 제530조 전단)는
것과의 균형상 아래에서는 통례와 같이 ‘조기종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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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정리

절차의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후 5주 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약

80%에 달하는 대략 73만3천 건의 거래상대방이 조기종결권을 행사함으

로써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아픈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FSB,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이하 “ISDA”라 한다.)와 같은 국제기구들

은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13) 그런

데 국제거래의 경우 법률에 의한 조기종결권 일시정지이든 당해 금융계

약에 따른 일시정지이든, 이와 같은 조치가 상대방국가에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힌다. 최근 국제적으로 금융계약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에 관한 승인요건이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여기

에 있다.

9. 적격금융거래

적격금융거래란 사전에 마련된 기본계약을 근거로 개별계약을 체결하

는 장외파생금융거래, 유가증권 환매거래(RP),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인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과 같은 개념이다.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법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I. 개설

13)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2011/1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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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

어졌는데, 그 큰 줄거리는 감독과 정리로 요약할 수 있다. 바젤위원회는

이미 2007년 12월 역외은행정리그룹(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을 발족시켜 여러 나라의 정보를 취합하고 조사하는 등 국제적

규모의 은행에 대한 위기관리와 감독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2010년 3월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10개의 권고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14) 2009년 4월 금융안정포럼을 개편하여 출범한 FSB는 2009년 10

월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시스템적으로 중

요한 금융기관의 판단에 관한 지침』을 내놓은 이래 2011년 10월 G20의

요청에 따라「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요소」15)를 발

표하고 이후 줄곧 이를 보완하면서 2015년 11월 3일 발표한『정리조치의

역외적 실효성을 위한 원칙』16)이 G20으로부터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2010년 6월「역외은행 정리

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여17) FSB가 핵심요소를 수립하는데 영향을 주

는 등 국제기구 상호간에 공동 노력과 병행적 협력이 증진되었다.

아래에서는 먼저, 금융기관 감독제도의 국제적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

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감독

체제를 소개한 뒤에 FSB의 정리 법제 제안 내용을 설명한다.

Ⅱ. BCBS 국제은행정리그룹의 권고사항

14) BCBS,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 2010/3.

15)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2011/10. 여기에 일부 세부지침을 추가⋅보완하여 2014년 10월 현행 금융회사 정리제
도 핵심요소(이하 “핵심요소”라 한다.)가 발표되었다.

16) FSB, Principles for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Resolution Actions, 2015. 11.
5. 이하 “역외원칙”이라 한다.

17) IMF, Resolution of Cross-Border Banks –A proposed Framework for Enhanced
Cooperation, 201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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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바젤위원회는 2010년 3월 효과적인 역외은행 정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권고안(이하 “BCBS 권고안”)을 발간하였다.

2. 권고사항 목록

[표-1] BCBS 권고사항

권고 항목 권고 내용

권고사항1

효과적인

국내정리권한

국가 관계당국은 금융안정의 유지, 시스템적 위험의 최소

화, 소비자보호, 모럴해저드의 억제 및 시장효율성의 증진

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정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기

에 처한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을 다루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기 또는 정리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 정리체

제를 증진시킬 수단으로는, 예컨대 가교금융기관의 설립,

자산 부채 및 영업의 제3자에의 이전, 그리고 청구권을 정

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권고사항2

금융그룹정리

공조체계

각국은 자국 내의 금융그룹과 금융집단의 법인체의 정리

를 통합시키는 국가적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3

국가정리조치의

집중화

국가 관계당국은 여러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금

융기관에 대한 통합적 정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고사항1

과 권고사항2에서 설정한 방향으로 국가 정리수단과 조치

를 집중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고사항4

국가 정리조치의

역외적 효과

역외정리 시 국가 관계당국들 사이에 보다 원활한 통합을

진작시키기 위해 국가당국들은 위기관리 및 조치의 상호

승인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발전시킬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권고사항5 감독기관은 그룹체들과 그 구성단체들이 위기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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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구조 및

운영의 복잡성과

상호관련성 감축

정리되었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국의 정리당

국과 상대방 정리당국과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여야 한다.

권고사항6

체계적 정리를

위한 사전계획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국제적 금융기관과 그룹체의

비상시에 대비하는 계획은 일정한 기간 동안 심각한 재정

악화 또는 재정불안정이 지속된다는 요건을 설정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또는 구룹체의 구조 및 경영의 복잡성 여

부에 비례하여 회사를 건전경영체로 유지시키고, 핵심기능

의 복원력을 증진하며, 신속하게 정리하거나 또는 필요하

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사항7

국제적 협력과

정보교환

초국경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정리를 위

해서는 서로 다른 나라의 당국자끼리 규제, 감독, 유동성

요건, 위험관리 및 정리 등 자신들의 개별적 책임을 깨닫

고 있어야 한다. 당국자들은 평상시에는 비상대책용으로,

위기시에는 위험관리 및 정리를 위해서, 자국의 법과 정책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합의에 동의하여야 한다.

권고사항8

위험감축구조의

강화

각국은 금융기관의 위기 또는 정리시기에 시스템적 위험

을 줄이고 주요한 금융 및 시장 기능의 복원력을 높이는

위험완화기술의 사용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

에는 집행가능한 네팅합의, 담보화, 그리고 고객지위의 분

리 등이 있다. 파생상품 계약을 보다 표준화하며 표준계약

을 거래소에 올리고 또한 그러한 계약을 명확히 하고 해

결하는 방법의 사용과 함께 거래저장소를 통하여 OTC 계

약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면 추가적인 위험완화의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완화기술이 정

리조치의 효과적인 수행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

다.

권고사항9

계약관계의 이전

각국 정리당국은 일정한 금융시장 계약을 다른 건전한 금

융기관, 가교 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이전시키는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약조기종결조항의 즉각적인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

러한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리당국이 계약의 종

결과 네팅, 그리고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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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권고 내용과 그 검토

가. 효과적인 국내정리권한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정리절차의 필요성은 금융기관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핵심적 기능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도산

절차를 금융기관에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고 금

융기관으로서의 핵심적 기능은 단절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권고사항은 각국으로 하여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

관’의 정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정리권한기관(정리당국)을 특정함과

동시에 이 기관에 광범위한 정리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정리당국

에 부여되는 광범위한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① 조기

개입권한, ② 금융기관이 체결한 계약 중 불필요한 것을 종료하고 필요

한 계약은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권한, ③ 가교 금융기관 또는 제3의

금융기관에 자산, 계약 등을 이전하여 핵심 업무의 계속 수행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는 권한, ④ 일시적인 자금제공, 채무보증 및 일시적으로 국

유화하거나 임시 가교금융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권한, ⑤ 손실을

주주 및 채권자에게 부담지울 수 있는 권한, ⑥ 실패한 금융기관의 이사

및 경영진의 해임과 그 밖에 금융기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 ⑦ 시스템적 영향을 크게 가져오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실패할 경우 이를 청산할 수 있는 선택권 등(권고사항1).

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장기능

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조기종결조항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권고사항10

출구전략과

시장규율

시장원리를 회복시키고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

시키기 위해, 각국 관계당국은 공공개입의 출구를 위한 분

명한 선택지와 원칙을 고려하고 이를 자신들의 계획에 넣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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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 권한 중에서 다양한 정리수단을 이미 금융회

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금산법에 확보하고 있어 특별히 추

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지 않다.18)

나. 금융그룹정리 공조체제

BCBS 권고안은 특히 일반사업회사의 그룹을 규율하는 국제연합국제

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 모델법(이하 “UNCITRAL 모델법”이라 한

다.)이 금융그룹과 금융기업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검토사항으로는 그룹 내 다른 법인에 대한 절차

의 공동신청과 절차적 공조가능성 도입, 도산절차 개시 후 그룹 내 자금

지원⋅보증의 허용, 그룹 내 다른 계열법인의 복수절차에 대한 단일관리

인의 선임, 공동정상화계획의 이행 등이 포함된다.

다. 계약관계의 이전

금융계약종료와 일괄청산네팅을 보장하는 경우, 정리조치의 개시 시에

파탄은행의 거래상대방이 금융계약을 즉시 종료하고 익스포저를 정산한

후 담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경우, 정상적인 시장 하에서는

파급효의 위험이 줄어들겠지만 위기상황에서는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파급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리당국은 개입 직후에 서

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정리당국에 의한 계약조기종료권의 일시정지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

고 단기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개별계약을 선

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3의 금융기관이나 가교기관 등에게 이전하여

야 한다(권고사항 9). 이에 따라 조기종료와 네팅권한에 대하여 일시적인

18) 정순섭, “국제금융회사 정리제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BFL
제45호(2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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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부과할 수 있는 관할당국의 권한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 한다.19) 첫째, 정리당국이 이전 시까지 계약상 조기종료권한의 즉각적

인 발동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명확히 정의되고 제한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전면적인 종료와 일괄청산권이 지급능력 있는 양수인에게 이전

되지 않은 모든 금융계약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계약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중 일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건전한 거래상대방(정부보유 가교은행 또는 다

른 공공기관)에게 전부 또는 전무의 조건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셋째, 조

기종료권은 양수인이 사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 보장받아야 한

다. 넷째, 조기종료권과 일괄청산권은 일시 중지기간의 만료 전에 새로운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Ⅲ. 금융안정위원회의 입법권고안

1. 금융안정위원회의 정리제도 개설

(1)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의 권고

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2011년 10월「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12개 항을 발표하였고, 2011년 11월에 칸에서 열

린 G20 정상회담은 이를 국제적 기준으로 승인하였다. 그 후 2012년 11

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 실행안내서인「정상화 및 정리 계획 지

침서 공개안」을 발표하여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3년 7월「정상화 및 정리계획 지침서」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위 핵심요소에 몇 가지 부속서를 덧붙여 개정본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에 관한 핵심요소』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서 권고하는 12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 이하, 정순섭, 위 논문(바젤권고안),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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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FSB 핵심요소

권고 분야 권고 사항

대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정리당국
각 국은 금융회사의 정리 권한을 행사하는 정리당국을 지정

해야 한다.

정리권한

정리당국은 정리절차 운영을 위해 경영진 교체, 자산 및 부

채의 이전, 가교금융회사 설립, 손실분담(bail-in) 조치 권한

및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계약관계

상계, 담보제공, 고객자산 분리 등 법적 계약관계를 다루는

방식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정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안전장치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파산과

비교할 때 채권자에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필요시 보상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재원

각국은 예금보험기금 또는 정리기금(resolution fund)을 사

전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사후적으로 금융권에서 추가 조

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체계
정리당국은 해외 정리당국과 정리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는 법적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위기관리그룹

G-SIFI의 본국과 진출국은 국경 간 금융위기 관리 및

G-SIFI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위기관리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당국간 협력
모든 G-SIFI는 금융회사별로 정리당국 사이에 상호협력 협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리가능성

평가

정리당국은 정리전략에 따른 정리실행가능성, 금융회사 정

리가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리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정상화 및

정리 계획

금융회사는 개별 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상황을 가정하

여 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정리당국은 금융시스템의 혼란

을 방지하고 구제금융 없이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공유
각 국의 정리당국 및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 권한 및 정보접근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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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권고 내용과 그 검토

(1) 대상

가. SIFI 및 그 지주회사⋅계열사⋅국내지점

핵심요소의 제1차적 정리대상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이며, 여기의 SIFI에는 ①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② 금융그룹 또는 금융

집단의 영업에 중요한 그 그룹 또는 집단 내의 법인, ③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이 포함된다(핵심요소 1.1항).

나. G-SIFIs에 대한 특별 기준 설정

FSB는 SIFIs를 각각 은행 부문, 보험 부문, 증권 기타 부문으로 나누

어 각국 감독당국 및 해당 금융회사의 국제감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G-SIFIs 선정 기준 및 선정 방식을 공표한다. FSB는 G-SIFIs에 대해서

는 D-SIFIs에 적용되는 기준 외에 특별기준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기관별 국제공조협약(핵심요소 9항), 정리가능성 평가(핵심요소 10항),

정상화⋅정리 계획의 작성의무(핵심요소 11항)는 D-SIFIs에는 적용되지

않고 G-SIFIs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적어도 국내에서

설립된 G-SIFIs에 관한 정리제도는 ①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② 정리가능성에 관한 정기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③ 기관에

해당하는 국제적 공조합의에 복종하여야 한다(핵심요소 1.3). FSB는

2013년 이래 바젤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G-SIFIs를 선정하여 매년 11

월에 업데이트를 한다.

(2) 정리당국

각국은 정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행정기관(이하 “정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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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지정하여야 하고(핵심요소 2.1항), 2개 이상의 정리당국이 있는

경우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당국을 특정하여야 한다(핵심요소 2.2항). 핵

심요소 2.3항은 정리당국의 법률상 목적 및 그 기능과 관련하여 지급 및

결제기능의 계속성 보장,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보호, 채권자손실 최소화

추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요소 2.4항은 정리당국이 타국의

정리당국과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정리권한

가. 정리개시

정리는 생존불가능시점(“point of non-viability”) 이전인 대차대조표상

도산 전에 모든 주식이 완전히 소진되기 이전에 조기에 발동되어야 한

다. 핵심요소는 정리개시 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기준 또는

적합한 지표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핵심요소 3.1). 그러한 기준의 예로써,

은행이 대여금·선금·보증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이 과도한 상태에 있는 경

우, 예금자 및 일반의 신뢰를 잃은 경우, 자본에 본질적 결함이 있거나

또는 그 결함이 임박한 경우, 만기 부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만기가 되

어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반적 정리권한

핵심요소는 정리기관에 광범위한 정리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핵심요소 3.2),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영진을 교

체하고, 금융회사의 통제 및 관리를 책임질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책

임통제권한(assume control)이다. 둘째는, 가치유지권한(conserve value)

으로서 무담보채권자에의 지급유예와 금융계약에 대한 조기종결권의 행

사와 같은 채권자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관련 그룹회사로 하여

금 핵심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세 번째 유형의



42

권한은 맞춤수단(tailor tools)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① 인수, 판매,

자본보충, 자산이전 등에 대한 주주 및 채권자의 승인권 배제, ② 별개의

금융기관, 가교은행 또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 부채를 이전할 수

있는 권한, ③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켜 파탄 금융기관 또는 그 승계

인으로 하여금 자본을 재확충(recapitalization)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등

이 포함된다.

다. 자산과 부채의 이전

파탄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제3의 금융기관 또는 신설 가교 금융

기관에 이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정리당국에 부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산과 부채의 이전이 이해관계인 또는 채권자로부터 유효하다는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전되는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하거나

실패한 금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관련하

여, 이 의무위반을 채무불이행사유(default event)나 계약종료사유

(termination event)로 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핵심요소 3.3항).

라. 가교기관

정리당국은 정리대상 회사의 핵심적인 기능 및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

을 인수하여 계속하여 사업할 수 있는 가교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받아야 한다(핵심요소 3.4항). 이러한 정리수단은 정리당국으로

하여금 은행이 파탄한 때와 정리당국이 제3자를 물색하여 인수를 마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인 은행을 설립하게 하여 이로 하여

금 은행의 전반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정리방안이다.

마. 정리 내의 손실분담(bail-in)

(가) 당사자 손실분담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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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는 금융회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실을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시키는 내용의 베일인 제도를 핵심요소로 명시하

였다. 제도적 취지는 무엇보다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후순위채권자

및 금융회사 거래상대방 등 이해당사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공적자금 투

하로 인한 납세자부담을 덜고 대마불사의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 하는 데에 있다.

(나) 손실분담 방식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기존 채권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각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데, FSB는 그 방식으로 계약형

방식과 강제형 방식을 제안한다. 계약형 손실분담은 계약체결시 사전에

분담의 발동요건을 정해놓고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 채권이 계

약상 당연히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이고, 강제

형 손실분담은 법률로 정한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리당국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채권의 상각 또는 주식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다) 효율적 정리 방안의 제시

FSB는 금융회사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사항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

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FSB는 주주 및 무담보 채권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는 권

한을 정리당국에 부여할 것을 주문한다. 이에 따르면 정리당국은 채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손실흡수를 위하여 주식이나 다른 형태의 소유권,

무담보채권 및 비보호채권에 대하여 상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무담보채권 및 비보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대상 금융회사

의 주식이나 다른 형태의 소유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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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계약에 의한 손실분담형 채권의 경우 정리절차 개시 이후 상각 또

는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핵심요소에는 조건부자본 등의 계약형 손실분담증권의 발행

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증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부담을 경감시키

는 동시에 위기 시 자동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라) 제도 채택 현황

24개의 FSB 회원국 중 베일인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2019. 3. 현재 11

국에 이른다. 북중미에서는 미국이,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영국 등 7개국이, 그리고 아시아 등 기타 대륙

의 경우에는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도입하였다. 이에 반하여 캐

나다와 멕시코,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중국, 인

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사우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

국은 아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4) 상계, 담보제공, 고객자산의 격리

상계권, 계약에 의한 네팅(Netting),20) 담보권설정약정(Collateraliza

tion) 및 고객재산의 격리(Segregation of client assets)를 규율하는 법제

20) 네팅이란 국제간 자금의 인도 및 인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최종적으로 그 차액분(네
트 포지션)의 인도에 의하여 상호결제하는 방식으로, 각국 은행 사이에 네팅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결제방식은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국내외의 은행간
거래량급증에 따른 결제비용 부담이나 유동성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채
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파생상품거래의 네팅의 효력을 보장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 및 제336조). 네팅은 상계와 상호계산과 구별된다. 상계
는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서 양쪽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반
하여 네팅은 두 당사자의 미확정 채권 채무를 서로 계산하는 점에서 다르며, 또한 일
정한 사유 발생시 결제된다는 점에서 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상호계산과 다르다, 박
준·한민,『금융거래와 법』, 2018, 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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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금융기관의 위기 또는 정리기간 동안 분명하고 투명하고 집행가능

하여야 하며, 정리절차의 효과적인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핵심요

소 4.1항). 이에 따라 채권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두는 것을 전제

로 하여, 정리개시와 정리권한의 행사로 인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상계권이 발동되어서는 안 되며, 계약상의 채무가 계속하여 이행되고 있

는 이상 계약상대방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없도록 권고한다(핵심요소 4.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

익 상실이나 계약의 조기종료에 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 정리당국

은 정리 개시 또는 정리권한의 행사만을 이유로 발생하는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시정지는 정리당

국의 재량에 의하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명확하여야 하며(핵심요소 4.3항), 이와 같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예컨대 2영업일 이내) 동안만 가능하다. 정지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핵심요소의 부속서 IV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기종료권의 대상이 되는 금융계약의 일부 이전은 허용되지 않고 전부

를 이전하여야 하며(cherry-picking의 방지), 정리당국이 정리대상 금융

기관에게 해당 계약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방에 대하여 정지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제3의

금융기간, 가교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는 금융계

약의 경우 계약상대방은 정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종료시킬 수 있다.

(5) 금융기관 정리자금

핵심요소에 따르면, 각국은 법률적 제도 기타 정책을 구축하여 금융기

관이 정리자금 수단으로 국유화나 구제금융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핵심요소 6.1항). 정리대상 회사가 정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자금제공기관은 자금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및 무담보 채권자로부터 사후적으로

전보받거나 또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전보받을 수 있어야 한다(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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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항). 이를 위하여 각국은 관련 업체로부터 사후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

록 사적 재원으로 조성된 예금보험이나 정리기금 기타 자금원을 마련하

여야 한다(핵심요소 6.3항).

중앙은행은 정리과정에서 회사의 일부가 계속기업으로 복원 가능할 경

우 재량에 의해 유동성 자금을 공여할 수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 정리

중인 금융회사의 핵심기능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국유화할 수

도 있는데, 이는 매각, 민간 상업매수자와의 합병 등 원천적 해결을 전제

로 하고 또 그때까지만 가능하다.

(6) 역외 협력을 위한 법제도 요건 :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보공유

핵심요소 12.1항은 각국 감독당국, 중앙은행, 정리당국, 재무부 및 예금

보험기구 사이에 법적⋅규제적⋅정책적 장애가 없는 정보교환(개별 금융

기관의 정보 포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정상화

⋅정리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는 물론 정리절차 중에 그룹 차원과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계획

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핵심요소 12.2항).

(7) 정상화 및 정리 계획

FSB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개별 회사의 위기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상

황을 가정하여 정상화계획(recovery plan: “RCP”)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

리당국으로 하여금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제금융의 지원 없이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resolution plan: “RSP”)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한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둠으로써 금융기관이 부실로 파탄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리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시스템에

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제도적 취지가 있다. FSB는 금융기관의 위기시 자체 노력

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서의 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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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서의 정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

감독당국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적어도 G-SIFIs의 경우, 본국 정리당국은 금융기관의 위기경영그룹

(CMGs)의 모든 구성원을 연결하는 그룹정리의 개발을 이끌어야 하며,

CMG에 관여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현존해 있는 국가의 기관인 진출국

의 정리당국(host resolution authorities)은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은 물론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조치에의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핵심요

소 11.8). 나아가 진출국 정리당국은 정리계획이 그룹계획과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 본국 당국과 협력하면서 자국 내에서의 당해 금융기관의 운영

에 관한 스스로의 정리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핵심요소 11.9).

(8) G-SIB에 관한 특별 규율체제

FSB는 특히 G-SIB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규율한다. 여기

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손실흡수력, 그룹정리전략 및 국제공조가 있다.

가. 손실흡수력

FSB는 유사시 투자자와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

서 G-SIBs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흡수력(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룹 위험가중자산

(RWA)의 16∼18%(2019년 말까지 16%, 2022년 말까지 18%), 그리고 레

버리지 익스포져(바젤-Ⅲ Leverage 비율의 분모인 Total Exposure)의 6

∼6.75%(2019년 말까지 6%, 2022년 말까지 6.75%)를 최소한의 손실흡수

력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정리대상 은행의 TLAC 적격유가증권에는 규

제 자본과 더불어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잔존만기 1년 이상의 무담보

선순위 또는 후순위 채권이 포함된다. 이때 총 TLAC의 33% 이상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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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자본완충 요건(Capital

Conservation, G-SIB Buffer, Countercyclical Buffer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축된 Common Equity Tier 1(CET1)은 TLAC 적격유가증권에

포함될 수 없다. 즉, 이들 CET1은 유사시 손실분담 순위에 있어서

TLAC 대비 상위에 있게 된다. TLAC은 기본적으로 영업 관련 부채보

다는 변제순위가 후순위라야 한다. 영업관련 부채에는 부도예금, 요구불

예금, 1년 이하 예금, 파생부채, 구조화채권, 성격상 손실분담이 불가능하

거나 손실분담시 심각한 법률문제를 야기하는 부채 등이 포함된다.

TLAC의 후순위 지위는 지주회사 체계에 따른 구조적 성격에 의한 것이

든, 사적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다.

나. 금융그룹의 정리전략과 정리수단

수 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과 관련한 단일거점 정리전략은 자

본과 유동성이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은행그룹에 보다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21) 이 전략 하에서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가 전체 은행그룹을 대표해서 정리 대상이 된다. 단일거점

정리전략이 지주사 체제에 적용될 경우 부실은행의 정리손실은 주로 은

행지주회사의 주주와 채권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자회사이면서 시

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이와 관련한 정리손실(손실흡

수 및 자본재확충)은 정리대상인 은행지주사에 집중되고, 지주사 차원에

서 기존채권의 상각 또는 출자전환이 추진된다. 이때 은행지주사 차원에

서 정리손실 대비 손실흡수력이 충분하다면, 자회사 은행은 계속기업으

로서 모회사의 정리작업 진행과는 관계없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서

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거점정리전략에서 자회

사 은행으로부터 지주사 앞으로 정리손실을 집중시키고, 이를 지주사가

감당하게 하는 Bail-in 수단으로서 TLAC 적격채권이 활용될 수 있다.

21) 이하는, 박인천, “은행 정리체계 도입에 따른 신용등급 이슈”, 5면.
www.scri.co.kr/webzine/file/201802/report_3.pdf.



49

먼저 지주사는 외부 투자자에게 External TLAC(예를 들어 후순위 채

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자회사 은행이 발행하는 Internal

TLAC에 투자하게 된다. 은행 부실화시 Internal TLAC과 External

TLAC의 상각 또는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주사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자회사 은행은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복수거점 정리전략은 분권화된 은행그룹에 보다 적합하다. 이 전

략 하에서 SIBs의 부실화시 정리대상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라, 은행그룹 내에서 부실은행을 관할하

는 은행 또는 Sub-은행지주회사(예, 지역관할 지주회사)가 된다. 이들

정리대상이 External TLAC를 발행하게 되며, 유사시 모회사의 지원 없

이 자체 손실흡수력을 기반으로 정리손실을 커버하게 된다.

다. 국제공조 법적 장치

G-SIB 또는 그 지점을 두고 있는 국가는 자국의 정리기관에게 외국의

정리기관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핵

심요소 7.1항). 이에 따라 외국에서 공적 개입이나 정리⋅파산 절차가 개

시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국내 법령이 자국 내에서 자동적인 정리조치를

발동시키는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국의 정리당국이 진출국

의 금융안정에 필요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출국 감

독당국에게 독자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핵심요소 7.3

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령은 국적, 채권의 소재지, 또는 채권의 지급

지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핵심요소

7.4항) 우리나라 은행법상 인정되는 국내채권자우선변제 원칙(은행법 제

62조)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견해가 있는데,22) 핵심요소 7항의 규정은

G-SIFI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우리나라 은행 중에는 G-SIB에 속하는 은

22) 한민, 위 논문, 264,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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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외국 G-SIB의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와 관

련한 문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부실은행 정리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

I. 영미법계 제도

1. 영국

(1) 특별정리제도

영국은 2014. 7. 2.『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의 정상화 및 정리에 관한

유럽연합지침』23)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특별정리제도(Special

Resolution Regime: “SRR”)를 2009년 은행법에 도입하였다. 이 법은 영

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 이하 “BoE”)을 정리당국으로 선정하고, 정

리당국이 은행의 실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당국으로 하여금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권한 중에는 은행을 사인

구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한, 영국중앙은행의 자회사에게 영업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자본재확충을 위해 부

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2) 유럽정리지침의 국내이행입법을 위한 입법 조치

영국의 정리법제는 2009년 은행법을 위 유럽정리지침에 맞추어 몇 차

례 개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영국중앙은행이 정리

기관을 그대로 맡고,24) 건전성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23) 이하 “유럽정리지침”이라 하며, 이에 관한 상세는 아래 Ⅱ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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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은 은행, 건물협회, 신용조합, 보험 및 주요 투자회사를 관장하도

록 하였다. 건전성감독원의 주된 임무는 정상화 및 정리 계획안의 제출

을 감독하고 조기개입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

어,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유럽정리지

침의 적용범위 내이면서도 PRA에 의해 규율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 일

체를 관할한다. 이로써 영국의 금융감독체제는 2013년 4월 이후 종래의

금융감독원(FSA)에 의한 독점적인 단일감독체제에서, FSA를 폐지하고

통합권한 중 건전성감독권한은 BoE에 귀속시키는 한편, 영업행위 감독

권한은 새로 발족시킨 FCA에 분산시킴으로써 이른바 쌍봉체제로 전환

되었다.25)

유럽정리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입법한 법제도 중 가장 주요한 것은

『2014년 은행 정상화 및 정리 규정』26)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종전

규정을 유럽정리지침에 맞추기 위해 몇 개의 조항을 개정하고 정리기관

으로서의 영국중앙은행에 새로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건물연합과 관련한 이행입법은『2014년 건물연합[Bail-in] 규정』에 의해

보충되었다. 이와 별도로 베일인 조치를 시행할 경우마다 적용되는 핵심

채권자 보호조치가 2014년 입법에 의해『2009년 은행법[특별베일인조항

의 제한 등]』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영국중앙은행이 특별 베일인 규정

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고 2009년 은행법[베일인에 따른 강제보상조치]에

서 베일인 권한 행사에 따른 보상명령을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되는 청구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나아가 재무부, PRA, FCA는 각각 위 법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으

며, 유럽정리지침을 국내이행입법으로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발표하였

다. 이 중에서 2015. 3. 15. 재무부가 공표한 개정특별정리체제실무법전

24) 각 회원국에서 지정되는 정리당국은 정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데, 영
국의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영국중앙은행(the Bank of England: BoE)이 재무부와 건
전성감독청의 의견을 들어 정리를 수행한다.

25) 상세는 양기진, “금융위기 이래 금융감독 개편 추세와 시사점”, 상사판례연구 제31집
제3권(2018/9), 90∼94면: 윤석현 외5, “금융감독체계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
연구 제27권 제3호(2013), 75∼77면 참조.

26) The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Order 2014. (201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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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Special Resolution Regime Code of Practice)이 특기할만

한데, 이는 정리수단과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하

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PRA와 FCA는 각자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의

제출에 관한 규정 및 감독지침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공표하였다.

(3) 영국의 정리법제 내용

가. 정리권한 수행자로서의 영국중앙은행

유럽정리지침은 지침으로서의 성격상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역내 각 회원국가의 국내법으로 이행입법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영국의 경우 그와 같은 국내이행입법권한은 2009년

은행법에 담겨져 있다. 물론 유럽정리지침은 최소한의 통일규범이기 때

문에 각 회원국은 지침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입법을

할 수 있다.

나. 정리발동요건

영국의 정리당국이 정리절차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① 금융기관이 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②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의 실패를 막을 수 없으며, ③ 정리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다. 정리수단

영국중앙은행(BoE)은 실패한 은행의 재무상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의 정리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4가지의 정리수단

이 있는데, BoE는 이 정리수단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병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첫 번째의 ‘영업매각’ 수단은 주식 또는 자산,

권리 또는 부채를 주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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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두 번째의 ‘가교기관’ 수단은 주식이나 자본, 권리 또는 부채를

정리기관의 지배를 받는 공공기관인 가교기관에 주주의 동의를 받을 필

요 없이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세 번째의 ‘자본분리’ 수단은 자산,

권리 또는 부채를 특별자산관리기관(정리기관의 소유로 정리기관의 감독

을 받음)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외에도 BoE는 정리절차 외에서 자본을 상각

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생존불가능한

시점’에서 모든 정리수단을 다 사용한 뒤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최후

의 수단이다.

라. 정리기금

BoE는 매년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정리기금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정리기

금은 정리 중에 있는 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보장하고, 가교기관에 대여

하며, 정리대상기관의 자산을 매입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정리기금은 예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손실흡수에 사용될 수 있지만, 전체 채무 중 적어

도 8%가 채권자에게 분담된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채무의 5% 범위 내에서 적격예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단계 이후에 비로소 예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마. 선제적 조치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건전성기준이 CRD IV package27)을

통하여 정밀하게 조사되므로, 정리은행은 실패의 위험 없이 손실을 잘

27)「자본요건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2013/36/EU)과「자본요건에 관한 유럽연합 규
정」(575/2013)을 통칭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바젤-Ⅲ의 개혁 내용을 유럽
연합법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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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리은행은 적극적으로 정리에 대비하기 위한 조

치의 일환으로 정상화⋅정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리은행

이 실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정리하는 예상시나리오를 수립하기

위하여 정상화⋅정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2. 미국

(1) 개요

파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부보은행은 1933년 연방예금보험법

(FDIA)에 기초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 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적용

대상에 포섭되었지만, 미국 은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지주회

사는 FDIC 체제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리체제는 도드

-프랭크법에 의한 이른바 OLA 체제가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구축되었다.

도드-프랭크법 제정에 따라 FDIC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SIFIs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FDIC는 특정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자신에 의한 재산관리

(Receivership)를 결정하고, 그 은행지주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OLA”)을 갖는다. FDIC 주도의 미국

금융기관 정리 체제는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금융지

주사를 정리거점으로 삼는 단일거점정리전략을 채택하였기 때문에28)

SIFIs가 부도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FDIC는 모회사인 금융지주사의 주주

와 채권자의 손실분담(상각,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자회사(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한다. 이때 자회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

한 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

지할 수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기존 채권자는 기존채권을 손실분담

이후 새로이 설립된 가교 금융지주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으로 교환받게

28) 도드-프랭크법 제2편은 SIFIs에 대한 정리가 SPE 전략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예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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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 FDIC 체제

미국법상 애당초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은 미국 파산법상의 도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예금수취기관인 은행의 부실정리를 도산

절차에 맡길 경우 예금자보호에 구멍이 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예금자보호 문제와 직접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가 파산법

상의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사실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부실 예금수취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정리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1933년 연방예금보험법(FDIA)에 기초한

FDIC 체제이다.29) 은행 등 부보예금 수취금융기관이 부실해지는 경우에

는 FDIC에 따라 예금자보호에 중점을 둔 정리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행

정적 처분에 의한 부실정리라는 점에서 법원이 개입하여 장기에 걸쳐 구

조조정을 하는 도산법상의 절차와 구별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파산법은 부실 비금융기관의 처리 문제를 다루는 체

계이지만, 금융서비스 회사, 특히 은행, 보험사 및 브로커 등에 대한 도

산 처리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도산절차를 통해 은행을

정리하는 일은 은행 업무의 속성인 기한을 변경하여야 하는 관계로 매우

번잡할 뿐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은 예금 채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

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법인 FDIA를 통하여 부보예금기관을

위한 특별도산절차가 도입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지주회사와 같

은 보다 복잡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다른 여타의 회사 채무자와 같이 파

산법이 규율하였다. 그런데 2007∼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이러

한 방식이 미국 정리 체제의 맹점임이 드러났다. 거대하고 복잡한 금융

기관들은 부실 부보예금기관을 관리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29) Robin Greenwood et al.,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genda in 2017”, in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 9 (February 2017), p. 9,
http://www.hbs.edu/faculty/Pages/item.aspx?num=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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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미 1933년에 구축된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한 법정관리에 적합하

지 아니하였다. 이는 거대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서는 Bear Stearns와

AIG 사건에서처럼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Bail-out) 또는 리먼브라더스

사건에서처럼 파산시키는 방법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30) 베일아웃

과 비정리 파산은 모두 고비용을 요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이른바 “Dodd-Frank”라고 불리는『2010년 월스트리트 개혁과 소비자보

호 법률』31)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3) 도드-프랭크법 제2편과 FDIC 체제의 강화 : OLA 체제의 등장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행정적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전

히 파산법에 의하여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혁입법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미국 내 상업은행의 80% 이상이 계열회사로 속해 있는 은

행지주회사32)를 신속하고 비공개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런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보다 복잡한 법인들은 여타 기업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미국 파산법의 규

정에 따라 정리되었다.33) 종전의 FDIC 체제 하에서는 FDIC의 정리권한

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를 그대로 이 체제 내에 두

게 될 경우에는 금융불안정을 조기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와

30) 예컨대 AIG 사건의 경우 disorderly bankruptcy(비정리 청산) 방식에 의할 경우 광
범위하게 시스템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당국은 위 방식 대신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Martin Čihák/ Erlend Nier, The
Need for Special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MF Working
Paper, 2009, p. 5 참조.

31) US Congress,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R. 4173), Public Law No. 111-203, 21. July 2010. 이하 “도드-프랭크법”이라 한
다.

32) 고영미, 위 논문(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의 미국의 금융기관정리제도의 개편이 한국에
주는 정책점 시사점), 200면, 각주 29.

33) Stanley Fisher, Comments on the Resolution Framework for banks and Bank
Holding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speech delivered at the Panel Discussion
on Resolution Risksbank Macroprudential Conference, Stockholm, 22 June 2016,
http://www.federal reserve.gov/newevents/speech/fisher20160622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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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배경에서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 제2편에 정리제도

(OLA)가 도입된 것이다.34) 도드-프랭크법이 구축한 OLA의 개혁적인 내

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LA는 정리절차의 목적을 확대시켰다. OLA는, ① 실패한 금융

기관의 고객에게 부보예금을 보장하고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며, ② 실패 금융기관을 정리함에 있어서 예금부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③ 순 회수액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리인

(receiver) 제도를 운영하며, ④ 해당 금융기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이

사 및 임원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35)

둘째, OLA 체제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확대되었다. 도드-프랭크

법 제2편의 적용대상은 종래 FDIC 체제의 대상이었던 은행 등 부보예금

수취금융기관 외에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은

행 금융기관도 일정한 경우 OLA 체제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즉, 비은행 금융기관은 파산절차에 따라 구조조정되는 것이 원칙이

지만, 금융안정감독청(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이 도드-프

랭크법 제2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연방준비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

OLA 체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지펀드나 사모펀드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36) 나아가 OLA 체제에 의하여 FDIC의 정리인제

도(receivership)의 범위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

다.37) OLA는 마치 FDIC가 부보예금기관(Insured Deposit Institution:

34) OLA에 관한 규정은 연방 파산법 제12편에 제5301조 내지 제5394조로 편입되었다,
US Code (USC), http://law.cornell.edu/uscode 참조.

35) 고영미, 위 논문, 195면.
36) 이 경우 상업은행 전반이 그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FDIC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들어 OLA 적용 범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견해로, 고영미, 위 논문, 199면
참조.

37) 종전에는 “부보한 금융회사”만이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제 “제2편의 적용을 받는 금
융기관의 범위에는, (i) 은행지주회사, (Ⅱ) FDA 제113조에 따라 FRB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회사, (ⅡⅢ) 주된 영업활동이 금융적 성질을 갖거나 FRB 규칙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한 금융회사”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IMF, “United States: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Review of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th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in IMF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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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의 정리인으로서 갖는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셋째, 정리인(Receiver)으로서의 FDIC의 정리권한이 크게 확장되었다.

종래의 FDIC의 적용범위는 도드-프랭크법에 의하여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그 권한 또한 크게 강화되었다. 우선 FDIC는 정리인의 지위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권한과 지위를, 그리고 기관의 회원 또는 주

주, 이사 및 임원진으로부터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

다. 예컨대 내부나 외부로부터 승인이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음이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산을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교은행에 이전시키는 권한도 포함되며, 만약 가교은행

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방 파산법 제364조에 따라 파이낸싱 권

한을 부여받는 DIP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FDIC

는 채권자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

다. 이 점에서 파산법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결정한 의사를 법원이 존중

하는 파산절차와 대조되는데, 이는 금융기관 정리절차가 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데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4) 정리기금

OLA 체제 하의 SPE 정리전략에 따라 가교회사에 건전한 상태의 재

무구조가 주어진다. 따라서 정리가 결정되면 SPE 방식에 따라 지주회사

에게는 부채만 남겨진 채 FDIC 정리인이 청산을 진행하고, 자산은 가교

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되어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여 자회사의 영업이 지

속될 수 있게 된다.38) 가교 금융회사는 민간으로부터 단기적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단기간 내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39) 도드-프랭크법

은 재무부에 정리기금(Orderly Liquidation Fund: 이하 “OLF”)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40)

Reports, No. 15/171 (July 2015), p. 21.
38) 이건범/권은지, 위 논문 14면.
3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cit; FRIC,
“Resolu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cit., p. 766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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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F는 예금보호제도의 경우와 달리 사전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

라, FDIC가 재무부 부담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다.

발행국채는 미국의 공공부채계약으로 취급되며,41) FDIC가 정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30일 동안에는 발행주식 총액이 당해 금융회사의 연결총자

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경과 이후에는 총자산의 공정가치

(fair value)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42) 또한 OLF를 이용할 경우 완전

담보 하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추후 유동성 확보시에는 우선적으

로 반환하여야 하며, 정리기금을 통해 발행된 국채는 해당 금융회사의

정리과정에서 사용된 파산재단 관리비용 다음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43)

(5) 정리계획

가. 배경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생명연장 치료를 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사전 유언장(Living Will)'에서 알 수 있듯이,

정리계획서에는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은행이 위기상황에서 조직을 정

상화시키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직을 청

산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은

2010년 11월에 확정된 BCBS의 바젤-Ⅲ 규제안과 FSB의 정리원칙을 가

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였

고, 이를 근거로 FDIC와 FRB는 상위 대형은행들의 정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대마불사 관행을 불식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중요

한 은행의 위기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정리계획서가

금융당국의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 부분을

40) Sec. 210(n) Dodd-Frank; Sec. 5390(n) Title 12 USC.
41) Sec. 210(n)(5)(E) Dodd-Frank; Sec. 5390(n)(5)(E) Title 12 USC.
42) Silvia Merler, “Varieties of Banking Union: Resolution Regimes and Backstops in
Europe and the US”, IAI Papers 18/21(december 2018), p. 11.

43) 이건범·권은지, 위 논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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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매각하거나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제출기관별⋅정리절차별 구분

먼저, 부보금융회사의 정리계획은 FDIC 정리절차를 전제로 하고, SIFI

가 제출한 정리계획은 연방 파산법의 정리체제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의 정리계획은 FDIC에 제출하여야

하고, SIFI의 정리계획은 FRB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자산 500억 달

러 이상의 대형은행이더라도 SIFI가 아닌 부보금융회사인 경우도 마찬가

지이므로, 그 정리계획 역시 FDIC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부보대상 금융회사 중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는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SIFI 정리계획 제출대상인 은행지주회사 중 대형은행을 자

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FDIC 정리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지주회

사와 연방준비위원회(FRB)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비은행 금융회

사들은 도드-프랭크법 제165조 (d)항에 따라 FRB와 금융안정감독청에

정기적으로 정리계획서(Living Will)를 제출하여야 한다.44) 은행지주회사

를 포함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정리계획을 제출하면 FRB

는 정보의 완비성과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대하여 두 단계 심사를 한

다. 심사결과 제출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가정보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 통지를

하여 9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6) 조기종결권정지 제도

44) 도드-프랭크법 제165조(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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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당국은 SIFIs에 대한 OLA 정리법제에 따라 조기종결권을 정지할

수 있으며, 부보수신기관에 대하여는 FDIC 정리법제에 따라 조기종결권

을 정지할 수 있다. 2019. 1. 1.부터 시행된 조기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

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최종규칙(final rule)에 따르면, 미국 G-SIBs가 체

결하는 금융계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G-SIBs 및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의 G-SIBs는 상대방당사자가 도산 기타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예상

한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를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금융계

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Ⅱ. 유럽연합의 정상화⋅정리 제도

1. 단일금융체제 하에서의 정리법제

(1) 유럽은행동맹체제

유럽연합 내 단일금융체제를 구축하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은 2008년 세

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이미 Larosiȇre (워킹)그룹은

2009년에 각 회원국에 대하여 유럽시스템위기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 외에 유럽감독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을 창립하여 감독체계의 강화를 권고하는 등 각 회원

국의 감독청 사이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력 체제에

도 불구하고 유로위기가 발생하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국내 은행 감독

및 정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보다 통합을 추진하는 방

향으로 선회하여 유럽은행동맹(Banking Union) 체제를 출범시켰다. 유럽

은행동맹체제는 2013년의 단일규범체제(Single Rulebook)로부터 시작하

여 그 후 단일감독체제(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 및 단일

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로 마무리되는 3각 체제

에 기반하고 있다. 단일규범체제는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금융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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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규율하는 유럽연합 법제를 말하는데 이는 3개의 주된 입법조

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은행의 자본요건에 관한 바젤-Ⅲ를 수용하여

『자본요건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575/2013)과『자본요건에 관한 유럽

연합 지침』(2013/36/EU)을 마련하고, FSB의 권고를 참작하여 『예금보

장제도지침』(2014/49/EU)과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의 정상화 및 정리

지침』(2014/59/EU)45)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은행과 투자회사의 정리

와 관련하여 유로지역 내에서 각국 정리기관 사이에 통일적인 정리조치

의 필요성이 생기자 『단일정리체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단일감독체제는 리먼브라더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

기를 교훈삼아 유럽연합 역내에서 은행 부분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구축되었다.

(2) 단일금융체제의 출범

가. SSM의 구조와 기능

2012. 6. 29. 유로존 국가들은 유로존 내의 은행에 대한 단일감독체제

(SSM)를 유럽중앙은행(ECB)에 도입하자는데 합의하였다. 2013. 11. 3.

SSM 규정이 발효되었고, 그 1년 후 단일감독체제가 가동되었다. 이후

단일감독체제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SSMR)은 2014. 4. 16. 유럽중앙은행

이 발의한 SSM 구조규정46)에 의하여 보완되었는데, 이는 SSM 내의 감

45) 정식명칭은 “Directive 2014/5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1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recovery and resolution of 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firm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2/891/EEC, and
Directives 2001/24/EC, 2002/47/EC, 2004/25/EC, 2005/56/EC, 2007/36/EC,
2011/35/EU and 2013/36/EU, and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64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173, 12.6.2014)”이
다.

46) REGULATION (EU) No 468/2014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of 16
April 2014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cooperation within the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between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and with 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 (SSM Framework
Regulation) (ECB/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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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관 사이의 공조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는 내용이었다. 은행감독기관

으로서의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유로존에 속하는 국가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유로존 국가들에게도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나. SSM 내 업무 분배

SSM은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들의 국가감독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 “NCA”)을 포함하는 은행감독기관의 집합체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내의 중요기관(“significant institutions”)을 직접

감독하는데, 직접감독 대상은 각 회원국 당 3개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미

친다.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은 중요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의 절차’

및 다소 중요한 기관(”less significant institutions“)으로 지정된 금융기

관의 ‘공통의 절차’에 관한 사항47)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한편,

국가감독당국은 유럽중앙은행이 하는 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

며, 다소 중요한 기관에 대한 직접감독권을 보유한다. 결론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 내의 119개에 이르는 중요 기관 및 은행그룹을 직접

감독한다.

다. SSM 내의 공조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

한다. 각국 감독당국은 SSM 규정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이 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상의 은행감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럽중앙은행을 보좌한다. 개개의 중요기관에

대한 감독은 유럽중앙은행과 관련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파견되는 요원으

로 구성된 공동감독팀(Joint Supervisory Team)에 의해 수행된다. 유럽

중앙은행은 각국의 감독당국에 ① 실제로 수행한 감독의 절차 및 ② 다

47) 여기에는 은행법의 허가와 취소, 주식취득자격요건(qualifying holdings) 심사(10%를
넘는 주식취득 제한) 등이 포함된다.



64

소 중요한 기관과 관련하여 실제로 행한 감독의 결정 내용을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단일정리체제

유럽은행동맹의 양대 핵심은 단일감독체제(제2장 제3절)와 단일정리체

제이다. 여러 나라를 아우르고 있는 유럽연합은 역내 정리제도의 중앙화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기관과 관련한 모든 정리절차는 그 규모와 상관없

이 동일한 법제 구조 하에서 진행되고, 정리의 실행은 각기 다른 중앙기

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단일정리체제(SRM)는 단일정리위

원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와 각 회원국의 국가정리청(NRAs),

그리고 단일정리기금(SRF)을 둔다.

가. 단일정리체제의 구조

유럽정리지침은 최소기준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은행 및 투자회사의

정리를 역내에서 통일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중앙부서에 관하여는 규

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각국 간에 서로 다른 조치가 취해져 일관된

정리절차 진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다국적 그

룹의 경우에 정리절차를 조율하는 장치가 필요하였는데, 이를 위해 단일

정리체제규정에 단일정리체제가 도입되었다. 2016. 1. 1. 시행된 이 규정

은 유럽 차원에서 유로지역 내에 소재하는 대규모 및 다국적 은행의 정

상화 및 정리시 단일결정기관으로서의 단일정리위원회(SRB)를 두고 있

다. SRMR은 단일정리위원회와 국가정리당국(NRA) 사이에 권한을 배분

하고 있으며, 공통의 정리기금, 즉 단일정리기금(SRF)에 대하여 규율한

다.

나. 단일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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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정리위원회는 스스로 감독하는 은행과 다국적 그룹은행, 그리고

단일정리기금을 사용하는 모든 은행에 대한 정리를 실행하고, 그 외의

은행에 대한 정리는 각 회원국의 국가정리청에 의하여 수행된다. 다만,

단일정리위원회는 국가정리청에 속하는 어떠한 은행에 대해서도 정리사

건을 송부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각국 정리청도 필요시 단일정

리위원회에 사건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주요 금

융기관에 대한 정리는 단일정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반면, 금융그룹에 대

한 정리는 FSB에게 일임함으로써 정리당국의 이원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 예금보험제도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은 납세자의 부담을 차단하고 예금자

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었다. 예금보험제도(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EDIS)는 유럽은행동맹의 제3의 대들보를 이

루지만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5년 11월

유론존 내의 통합 예금보험제도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EDIS는 각국 예금보장제도(Deposit Guarantee Scheme: “DGS”)와 유럽

예금보험기금(DIF)로 구성되며, 제도 구축은 8년에 걸쳐 3단계, 즉 2020

년까지의 재보험(re-insurance), 2024년까지의 공동보험(co-insurance),

전손보험(full-insurance)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3. 유럽정리지침

(1) 유럽정리지침의 의의

유럽집행위원회는 2009년 다국적 은행에 대한 정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위기관리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

는 취지의 Communication을 발표하였다.48) 그리고 이에 따라 201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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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은행의 정상화 및 정리지침안」을, 2014년 유럽정리지침이라는 복

잡하고 종합적인 체제를 출범시키게 된다. 유럽정리지침은 2015년 1월 1

일 시행에 들어가 실패한 금융기관과 투자회사의 정상화 및 정리 제도에

대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유럽정리지침은 영국, 독일, 이

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

자 일방적으로 입법한 모자이크식 특별정리체제와 특별행정체제에 우선

하거나 이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정리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정상화와 정리에 관하여 통일된 제도를 담보함으로써 또 다른 유

럽은행위기가 나타날 경우에 원활한 역외정리의 장애를 제거하는 방향으

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더욱이 은행실패 시 상각하거나 전환 가능

한 부채에 관한 최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또 은행거래가 중단되지 않도

록 함으로써, 유럽정리지침은 대마불사의 문제 해결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것은 물론, 납세자 “bail-out”이라는 망령을 유럽지역에서 걷어냈

다.49)

(2) 정리진행 단계

유럽정리지침 체제는 제2편, 제3편, 제4편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정

상화 및 정리를 3개의 핵심적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정

상화 및 정리를 위한 계획 단계, 제2단계는 정상화를 위한 조기개입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정리 수행 단계라 할 수 있다.

먼저,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고 유럽정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넓게는 신용기관과 투자기관, 그들의 금융자회사들, 금융지주회사, 그리

고 제3국에 설립된 위 금융기관들의 지점들은 유럽정리지침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마련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정상화계획에는 금융사정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복구를

48) COM (2009) 561 “An EU Framework for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in the
Banking Sector” (20 October 2009).

49)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A single rulebook for the resolution of
failing banks will apply in the EU as of 1. January 2015” (31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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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하는 요건 및 절차를 마련

해 두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내용의 계획안을 관할 당국에 제

출하여 그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계획안에는 유럽정리지침 부

록 A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관할당국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정리절차 이전 단계에서 정상화조치

를 취하게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경영, 법적⋅제도적 구조

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 그와 같은 조치에는 보전관리인의

선임도 포함된다. 조기개입 발동에 필요한 여러 요건이 있는데, 그 중 하

나로 해당 금융기관이 자본적합요건(capital adequacy requirements)을

조만간 충족하지 못할 개연성(“likely in the near future”)을 들 수 있다.

또한 EBA는 관할당국이 조기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럽정리지침 제4편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때

정리당국이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리수단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정리당국이 정리 수단 및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수행할

정리대상 등이 그것이다. 정리당국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갖

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관

할기관 또는 정리당국은 문제된 금융당국이 부실해져 있거나 또는 부실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부실화되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되는 사정은 정리지침에 정해져 있다. 둘째, 상황을 고려하고 다

른 중요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조치로써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금

융기관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

우라야 한다. 셋째, 정리조치가 공익상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3) 정리권한

정리당국은 유럽정리지침 제5장 및 제6장에 의하여 정리수단의 최적화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주요한 정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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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i) 채무를 조정하거나 자본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리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른 정리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ii) 자산에 관환

권리, 예컨대 채무, 지분 기타 소유물의 양도, (iii) 채무의 조정, 전환, 감

축, 취소를 하거나 채무의 만기일을 변경하는 권한, (iv) 정리대상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주식 또는 기타 다른 자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v) 금융계약의 종지 및 만료를 정하는 권한, (vi)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권한, (vii) 지급의무 또는 인도의무

의 중지, (viii) 주식 배당금에 대한 집행의 제한, (ix) 금융기관의 통제

또는 임원진의 축출 내지는 교체할 수 있는 권한 등이다.

(4) 정리수단

가. 정리수단의 종류와 그 행사 방법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진행되는 경우 정리당국으

로 하여금 재량에 의해 다음의 네 가지 정리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i) 영업의 양도: 정리당국은 이 수단을 가지고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ii) 가교기관: 정리당국은 이 수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당국 소유의 법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iii) 자산분리: 자산을 별도의 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 (iv) 베일

인: 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채권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이와 같

은 네 가지 정리수단 중 자산분리 수단은 다른 정리 수단 중 어느 하나

와 연계하여서만 활용가능한 데에 반하여,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

른 수단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업양도와 가교기관은 이미 영국

의 2009년 은행법에서 채택한 제도이며, 베일인은 FSB가 약정 및 법률

상의 베일인 메커니즘의 법적, 기능적인 면을 검토하도록 하는 워킹그룹

의 발족을 공표한 시기인 2010년 10월 이래 규율개선책으로 논의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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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와 달리 자산분리는 정리지침에서 새롭게 도입한 수단이다.

이에 의하여 정리당국은 공공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산관리기구에 양도할 수 있다.

나. 베일인

베일인은 파탄난 금융기관의 무담보채무를 감축하거나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고 납세자

부담의 베일아웃의 필요성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며, 유럽정리지침에 규

정해 놓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리 중에 있는 금융기관의 모든 채

무에 대해 적용된다. 베일인 적용이 배제되는 채무에는 부보예금, 담보채

무, 고객의 자산 또는 금전 채무, 역내 시장 또는 결제시스템 하에 있는

단기부채, 그리고 근로자, 무역채권자, 예금보장기구 및 세무서와 사회보

장기관 등과 관련한 채무 등이 포함된다.

정리지침은 정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청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

이 베일인 적용 대상이 되는 부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적격

부채요건(Minimum Requirement for Eligible Liabilities: “MREL”)을 설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TLAC)을 평가하여

야 한다는 베일인-부채에 관한 국제적 법제 보장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

으로 보인다. FSB는 2015년 11월 9일 적격부채에 관한 권고 내용을 상

세히 다룬 TLAC-원칙을 발표하였다.50) 물론 이 원칙은 G-SIBs에 적용

되는 것이지만 D-SIBs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

이다.

(5) 정상화 및 정리 계획

50) FSB, “Principles on Loss-absorbing and Recapitalisation Capacity of G-SIBs in
Resolution Total Loss-absorbing Capacity (TLAC) Term Sheet”, 9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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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금융기관과 유럽정리지침의 적용 대상인 예금수

취기관과 투자회사,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는 물론, 금융지주회사와 제3국

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의 유럽연합 내 지점은 모두 정리지침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정상화계획을 세우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상화계획은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상황의 중대한 악화’(“significant deterioration at

it’s financial situation”)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사정의 회복을

위해 취하는 일체의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정

해 놓을 것을 요구한다. 금융사는 이 정상화계획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정리지침 부록 A조에 열거되어 있

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럽은행당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정상화계획안에 수록되어야 하는 정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을 정하는 준칙(Guideline)을 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리당국은 유럽정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각 회사에 관하

여 ‘정리계획’을 발전시켜야 하고, 관련 회사와 협력하고 당해 회사 또는

그 모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

리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최소한 정리지

침 부록 B조에 열거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도 EBA는 절차, 표준양식 및 정보조항의 모형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상화계획과 정리계획의 요건에 덧붙여 유럽정리지침은 제2장에서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에게 효력을 미치고 모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룹 내 금융지원제도(Intra-Group Financial Support

Arrangement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수

혜받기 위해서는 유럽정리지침에서 정하는 요건과 EBA가 기술적 기준

에 대하여 개발한 추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회

사의 관할당국에 통지되어 심사 받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조

치를 인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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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기금

단일정리위원회(SRB)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단일정리기금은 유럽연합

정리기금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중앙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단일정리기금은 8년의 경과기간 중에는 국가별계정으

로 관리되고, 그 이후에는 상호(뮤츄얼)펀드로 조성된다. 경과기간 동안

에는 비뮤츄얼펀드 중 어느 부분이 소진되는 경우 뮤추얼펀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일정리기금의 목표는 유럽은행동맹에 속하는 국가의 금융

기관이 부보한 금액의 적어도 1% 이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

는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17년 2월 잠정적으로 신용공여한도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이는 기금이 고갈되었거나 기타 기금자원이 소진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1)

단일정리기금은 이 기금에 참여하는 회원국 소속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아 기금자원을 조성한다. 은행 실패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조성

된 기금액이 그 손실액과 비용 및 경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

한 때에는 특별히 사후적으로 기여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럽정리지침 제70조, 제71조).

(7) 역외 정리

유럽정리지침은 정리계획과 관련하여 해외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외국

정리절차의 승인 및 집행 체제를 최초로 구축하였다. 유럽정리지침은 제

6장에서 첫째, 유럽집행위원회는 정리계획에 대한 공조수단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제3국과 맺을 협정의 협상안을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

으며, 둘째, 제3국에서 내린 정리절차에 대한 승인은 정리협회52)에서 결

51) SRB, Banking Union – Single Resolution Board completes signature of Loan
Facility Agreements with all 19 participating Member States, 8. Feb. 2017,
http://srb.europa.eu/en/node/196.

52) 정리협회(Resolution College)는 유럽연합 내에 중요 지점을 두고 있는 국제적 그룹
에 대한 정리와 관련하여 구성되는 공조 정리당국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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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또는 그러한 협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적 차

원의 정리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안전장치

유럽정리지침은 정리로 유발된 손실이 청산할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보

다 더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안전장치는 영국의

2009년 은행법에서 최초로 채택된 “no creditor worse off”(채권자청산가

치보장)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 또는 부채를 제3

의 법인(예컨대 가교은행)에게 일부 이전하는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되지 않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베일인

하는 경우 적어도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더라면 각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가 안전장치로

보장된 것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정리기금에

서 이 부분을 전보할 수 있다. 이 안전장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유럽정리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리권한이 행사된 후에 금융기관에

대한 독립된 평가가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이 평

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다.

(9) 유럽금융도산지침과의 관계

정리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성공으로 이어진 경

우라도 가교은행이 만들어진 후에 잔류하는 bad bank가 도산절차에 들

어갈 수도 있고, 기업집단의 경우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자회사

의 파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이나 그 채권자들로

서는 은행정리에서 은행도산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도산 제도는『유럽연합 금융기관도산지침』(CIWUD)53)을

53) 정식명칭은, “Directive 2001/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reorganisation and winding up of credit institution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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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 유럽금융도산지침이 유럽정리지침과 어

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문제된다.

유럽정리지침 제117조는 유럽정리지침 하에서 정리수단이 활용되는 모

든 상황에서 유럽금융도산지침을 적용하며, 핵심적 사항인 때에 유럽금

융도산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산체제를 투자회사로 확

대 적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정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금

융기관 일체는 그대로 유럽금융도산지침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결과로 된

다.54) 또한 유럽금융도산지침상의 “정상화조치”에 대한 정의 개념을 개

정하여 유럽정리지침에 따른 정리수단 및 정리권한의 행사의 적용이 정

상화조치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이 밖에도 네팅(netting) 관련 유럽

금융도산지침 규정과 유럽정리지침상의 기간만료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각(repurchase agreement)에 관한 유럽

금융도산지침 규정이 개정되었다.

(10) G-SIB에 관한 특별 규율체제

유럽연합은 특히 G-SIBs에 대하여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손실흡수력, 그룹정리전략 및 국제공조와 관련된 분야가 대표적이다. 유

럽연합(EU)에서는 자체 정리체계에 손실흡수력 규제로서 MREL 요건을

두고 있으며, 금융그룹의 정리전략과 관련하여서는 국제공조를 위한 법

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 “유럽금융도산지침“이라 한다.
54) 투자회사는 CIWUD의 적용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리지침에서는 아래
와 같이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Directive 2001/24/EC is amended as follows:
(1) In Article 1,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added: ‘3.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investment firms as defined in point (2) of Article 4(1) of Regulation
(EU) No 57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their
branches located in Member States other than those in which they have their
head offices.’(Article 117 Amendments to Directive 2001/2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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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법제의 발전

1. 독일의 독립된 정리법제의 구축 경과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이른바 위기입법인 『금융시

장안정화법』과 『금융시장안정화촉진법』을 제정하여 특별기금, 자기자

본 참가 및 회사채 보증 등의 방법으로 금융시장안정화를 추진해 오던

독일은, 2010년에 이르러 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새로운 법규체제를 수

립하였다. 옴니버스법률 형태의『금융기관구조개선법』55)에 따라『은행

법』이 개정되고, 『금융기관정리법』과 『구조개선기금법』이 제정되었

다. 이로써 대마불사의 사태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금융기관이 개선계

획을 세우고 정리기관을 지정하여 정리계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4년에『유럽연합정리지침의 국내이행을 위한 이행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4/59/EU)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이

른바『개선정리법』56)이 탄생하였다.

2. 기존의 정리법제와 개선정리법의 병존

개선정리법은 은행의 일부 규정만을 폐지하였을 뿐이고, 기존의 개선

및 정리 제도는 은행법, 금융기관정리법, 구조개선기금법에 그대로 유지

되어, 결국 금융기관의 개선 및 정리에 대해서는 이들 법제도가 병행적

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사정은 독일의 경우 유럽정리지침이 제정되기 이

55) ‘금융기관의 개선과 특별정리, 금융기관을 위한 구조개선기금의 설치, 주식회사법상
기관책임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법률’(정식명칭:「Gesetz zur Restruktuierung und
geordneten Abwicklung von Kreditinstituten, zur Einrichtung eines
Restruktuierungsfonds für Kreditinstitute und zur Verlängerung der
Verjährungsfrist der aktienrechtliche Organhaftun」로 2010. 10. 9.에 제정되고, 2011.
1. 1. 시행되었다.

56) 정식명칭은「Gesetz zur Sanierung und Abwicklung von Instituten und
Finanzgruppe」(금융기관 및 금융그룹의 개선 및 정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근거는
위 이행법률 제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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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 지침 중 상당한 부분의 내용을 이미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부수용만이 필요했던 데에 기인한다.

우선, 구 은행법 제48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던 ‘잠재적으로 시스템을

위협하는 금융기관’의 정리규정이 개선정리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이

에 따라 대규모 내지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개선 및 정리는 개선정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그 밖의 금융기관은 종전과 같이 은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되는데, 여기에는 자기자본조달과 유동성 개선을

위한 조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치는 물론 도산신청 등의 특별조치

등이 존치되어 개선정리법을 보충한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정리법상 개선

절차는 우선 개선정리법 제36조에 따른 사전개입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선정리법에 대하여 보충적 지위에 있다. 금융기관

정리법상 개선절차의 개시요건은 자기자본 조달 및 유동성 개선조치에

관한 은행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반하여, 개선정리

법에 따른 사전개입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유럽연합 규정 및 은행

법상 자기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할 만큼 금융기관의 재정상황이 더

욱 악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정리법상 개선절차의 개시요

건은 통상적으로 개선정리법상 사전개입을 위한 요건보다 시간적으로 앞

선다.57)

3. SSM 내의 국가감독당국

독일의 NCA로 지정된 연방금융감독청(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은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과 협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57) 이에 대한 상세는, 장원규,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은행법연구 제8권 제2호(2015/11), 2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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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아시아국가 정리법제의 발전

1. 일본

(1) 개요

일본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국의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마련한 독자적인 방식의 정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실분담 제도보

다는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한다. 일

본 총리는 ‘금융위기 대응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융기관 정리작업의 개

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개시된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DIC)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된다.

(2) Special Resolution Regime (I)

일본의 예금보험공사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금융지주사 포함)

의 회생가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당해 금융기관에 유동성 및 자본확충

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으로 인하여 일본 내에

서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조항이 발동(trigger)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58) 금융위기시 은행을 지원함에 따른 공적 손실은 각 금융기

관은 위기 이후 업계 차원에서 일명 ‘정리기금’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사

후적으로 민간부문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3) Special Resolution Regime (Ⅱ)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감독 하에 시스템적으

58) 박인천, “은행 정리체계 도입에 따른 신용등급 이슈”, 9면.
www.scri.co.kr/webzine/file/201802/report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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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요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신설되는 가교 금융기관

(Bridge Institution)으로 이전되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한다. 잔존 자산과 부채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4) G-SIB에 관한 규율

최근 일본은 G-SIB와 관련하여서는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개혁을

하였다. 2016년 4월 일본 금융청(FSA)은 G-SIB에 대한 정리체계와 관

련하여 손실흡수자본(TLAC) 제도59)를 도입하였으며, 정리전략으로서 단

일거점 정리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SIBs의 손실은 금융지주사가

부담하게 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금융지주사는 가교 금융회사

와 청산대상 회사로 분할되어 별개의 절차를 밟게 된다.

(5) 체계적 정리

가. 베일인

내각총리대신은 계약에 근거하여 후순위채등에 대해 원금삭감, 소각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계약형 손실분담이

라는 점에서 FSB가 권고하는 강제형 손실분담과 다르다.

나. 정상화⋅정리 계획

59) FSB가 2015년에 발간한 TLAC 기준은 감독당국이 정돈된 정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손실흡수력과 재자본화능력을 비회생력에 있는 G-SIBs로 하여금 갖추
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두 개의 최소기준으로 위험에 기초한 TLAC 비율
(TLAC 발행액/위험가중재산 = 16%)과 바젤 레버리지 비율(TLAC 발행액/익스포저
액 = 6%)을 정하는데, FSB 2019년 1월 이행일자 기준으로 볼 때 모든 G-SIBs가 두
기준을 모두 달성하였다. G-SIBs의 TLAC의 발행가액은 지난 3년간 매년 미화 3,500
억 원에서 4,000억 원에 이르며, 2018년 기준 대부분의 TLAC는 미국 달러(약 67%)
와 유로화(약 19%)로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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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FSA)은 SIFIs를 지정하고,60) 정상화⋅정리 계획을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한다. 정상화계획은 해당 금융회사(G-SIBs 및 D-SIBs)가 작성

하고 금융청이 평가하며, 정리계획은 금융청이 G-SIBs 및 D-SIBs의 정

리계획을 작성한다.

다.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내각총리대신은 금융위기 대응조치 및 체계적 정리 에서 금융위기

대응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의 권한으로 금융계약 조기종결권을 일시적

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 체계적 정리 를 함에 있어 자본감소, 사업양도,

보험계약이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법원이 정리수단(자본감소, 보험계약이전 등)의 적

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채무초과 여부 등) 여부만 판단

한다.

2. 싱가포르

(1) 최근 동향

싱가포르는 2017. 8. 1. 싱가포르『통화청법』을 개정하여 싱가포르 통

화청(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라 한다.)의 금

융회사에 대한 정리권한을 크게 강화하여 같은 해 6. 5. 시행되었다. 이

에 따라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와 조기종료권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

었다. 이후 통화청의 고시 및 그 지침이 제정되어 베일인에 관한 법적

제도가 2018. 10. 29. 시행되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이 재자본화하는 것

을 돕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소유와 채무를 내부적으로 재조정하는

60) 일본은 G-SIBs로 은행 3개사(Mitsubishi UFG Financial Group, Mizuho Financial
Group,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를, D-SIBs로 은행 2개사(Sumitomo
Mitsui Trust Holdings, Norinchukin Bank)와 증권 2개사(Daiwa Securities Group,
Nomura Holdings)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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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청의 강화된 권한이 시행되었으며, 은행을 대상으로 베일

인 제도를 법규적으로 도입하고 통화청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에 대

하여 조기결정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MAS의 권한 행사가 2018.

10.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위의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MAS는 자

체적으로 통화청규정(SI 714/2-18)을 제정하여 2018. 10. 29.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법규가 만들어지고 개별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싱가

포르의 금융기관 정리제도는 법률에 의한 베일인 체제, 상대방당사자의

계약종료권의 일시적 정지, 외국 정리의 승인, 채권자전보제도 및 관계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 계획 등을 그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체제로 일

신되었다.

(2) 베일인 제도의 도입

가. 베일인 제도

MAS는 부실금융기관의 소유 및 채무를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실금융기관의 재자본화를 돕고 예금자의 예

금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베일인 권한에는

채무관계를 취소, 수정하거나 또는 사채로 전환시키는 권한이 포함되고,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무장관이 MAS의

권한행사를 승인하는 경우 베일인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증서는 계약의

내용이나 베일인 발행일자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법규에 의한 제한에 구

속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2018년 통화청규정은 입법적 베일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및 정리

수단의 범위(적격수단)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베일인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적격수단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서류 표지에 베일인

효과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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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일인 적용 대상 금융기관

MAS의 베일인 권한이 미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싱가포르에서 설립

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이다. 이와 같이 그 적용범위를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MAS는 베일인이 손실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일 뿐

계약적 권리를 유예시키는 것까지 의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일인 권한행사의 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

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MAS가 지속적으로 베일인 체제의 국제적 발전

상황을 지켜본 뒤에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정상화⋅정리 계획

가. 통화청의 고시 및 지침

통화청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5월 시행된 정상화⋅정리 계획은, 이후

MAS가 2019년 1월 30일『정상화⋅정리계획에 관한 고시』(MAS

Notice 654, 이하 “고시 654”) 및 이 고시에 대한 지침(Guideline to

MAS Notice 654 on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을 제정하여 한

층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고시 654는 2019년 1월 30일 시행되었으

며, 통화청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정상화계획 및 그 실행을 통시받은

은행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고시 654는 통지받은 은행이 자신의 정리 및

정상화 계획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다.

나. 정상화계획 및 정리계획의 내용

MAS로부터 통지받은 은행은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 정상화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적절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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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정상화발동요건에 관한 사항, ② 발동사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영향평가와 적절한 조치에 대한 결정을 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

항, ③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본부족과 유동성 악화에 대처할 수

있는 활용가능한 정상화조치 메뉴에 관한 사항, ④ 내외 주주들과의 적

시 소통을 보장하는 의사소통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MAS로부터 통지받은 은행은 정리계획에, ① 정리계획, 정리가능성 평

가 및 정리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② MAS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 정리가능성 평가 및 정리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 은행의 영업과 구조

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정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MAS에 그 사

실을 알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4) 금융계약 상대방당사자의 조기종결권에 대한 일시적 정지

싱가포르의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는 통화청법 개정으로 2018년 6

월 5일 시행되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를 순조롭게 하게할 목적으로

MAS는 정리 중인 금융기관의 상대방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기종결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조치

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회사, 상업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청법의 규정은 금융회사의 그룹의 일부에

속하면서 자신의 부채를 그룹금융회사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Related Entities)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MAS는 당초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계약의 경우에 그 계약이 싱

가포르의 적격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와 체결되고, 또 그 계약내용

에 상대방당사자의 조기종결권 행사를 MAS의 일시정지권한에 위임하는

취지의 조항을 넣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계약적 합의요건에 관한 규정이 무산된 것은 그 요건의 강제

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수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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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아시아 국가

일본과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아시아 각국에서의 정리제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3] 아시아국가의 정리법제

구분

나라
정상화계획 정리계획 정리권한

호주

4개의 D-SIBs와 18

개의 기타 은행이 매

년 정상화계획 제출

(후자는 완화됨).

2014년 금융시스템조사국

의 권고에 따라 위기관리

팀과 정리법제 개발.

부분적으로 도입, 진

전된 권한은 개발

중.

뉴질랜드
위 호주와 유사.

순수 내국은행 용 “개방은행정리”에 따라 당국이 일정한 정리권한을 행

사.

중국
은행연합회가 매년

정상화계획 제출

G-SIBs가 매년 정리계획

제출, D-SIBs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정리권한이 완전하게

도입되지는 않음.

홍콩
모든 은행이 매년 정

상화계획 제출

2017년 4월 최종 협의 종

료, 외국 G-SIBs와

D-SIBs 중 일부에 대해

그룹정리계획을 시행함.

모든 정리권한을 포

함한 최종협의절차를

종료함

인도 논의 중 (계획과 요건 미도입)

인도네시

아

정리계획에 따라 감독청이

조기개입을 하지만, 계획

을 강제하지는 않음.

부분적 도입

말레이시

아
형식적 의미의 규범체제는 부존재. 실무에서는 “특별정리제도” 이용.

태국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계획선도프로그램 시행, 그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

일본
G-SIBs와 기타 D-SIBs(이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됨)이 매년 정상화 및 정리 계획 제

출

거의 완전하게 정리

권한 도입.

싱가포르

통화당국이 고지한 은행은 고시 654(2019.1.30. 시

행)에 규정된 회생 및 정리 계획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함. D-SIBs 및 기타 주요은행은 적어도 매

년 정상화 및 정리 계획 제출.

정리권한이 부분적으

로 도입되고, 진전된

개정입법이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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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s://www.oliverwyman.com/content/dam/oliver-wyman/v2/

publications/2017/nov/Perspectives_On_RecoveryAnd_Resolution_Planning_In_Asia_

Pacific.pdf>

제4절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정리법제 현황

I. 현행 정리법규

1. 금산법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금산법을 제정하여 부실금융기

관에 대한 정비와 청산 및 파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법에 예금보험공사의 관점에서 부실금융회사의 정리(금산법 제4장) 및

파산절차의 특칙(금산법 제35조의8 참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법의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 일체에 미치며,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

융회사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과 금

산법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금산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한국산업은행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우61)를 제외하면 그 범위가 일치한

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호 제나목 참조).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금산법과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점에서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기업의

61)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산업은행의 수익금,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회수금 등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국공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금산법 제23조의3),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
원을 위하여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금산법
제23조의4), 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금산법 제23조의5).

대한민국
계획과 그 요건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법제

화 정책 발표 등 현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부분적 도입



84

경우와 구별된다. 그 결과 예금자보호법과 금산법은 적어도 금융기관의

정리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많은 입법례의 경우와 같이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도산절차와 그 체제를 달리 한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정비는 도산절

차 이전에 실행되는 이른바 부실은행 구조조정절차라 할 수 있고, 그 중

에서도 특히 정리 제도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핵심적 절차라 할 수 있

다.

2.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이라 한다.)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 등의 청구

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예보법 제31조), 해당 예금 등 채권을 매입

할 수 있다(예보법 제35조의2 제1항). 이로써 정리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충당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을 명령하거나 파산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금융회사(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은행업감독규정

국제적 은행감독규제인 바젤기준 필라-2 및 필라-3 제도가 국내에 도

입되어 정착될 경우 바젤위원회의 바젤규제 정합성평가(RCAP)에 충실

히 대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

지 않되 리스크 수준에 합당한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금융

시장 내 자율책임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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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법의 국제정리기준 수용 현황

1. 베일인 제도의 국내법 수용 현황

(1) 국제적 요구 기준

FSB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실을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시키는 내용의 베일인 제도의 채택을 권

고한다. 이는 주주, 후순위채권자 및 금융회사 거래상대방 등 이해당사자

에게 손실을 분담시킴으로써 공적자금 투하로 인한 납세자부담을 덜고

대마불사의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FSB에 따르면,

기존 채권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각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방법에는 계약형 방식과 강제형 방식이 있다.

FSB는 정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먼저, 주주 및

무담보 채권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리당국에 부여할

것을 주문한다. 다음으로, 조건부자본 등의 계약형 손실분담증권의 발행

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위기 시 자동적으로 손

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2) 국내법 수용 현황

가. 금산법상 베일아웃 제도의 원칙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비(제3장)

와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제4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금

산법 제12조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정부 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거

나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베일아웃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금산법 제12조 제1항). 그런데 베일아웃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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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금산법상 자본감소명령 제도와 최근 은행

법 및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제도가 있다.

나. 베일인 제도로의 진전 입법 : 조건부자본증권

베일인은 금융사에 부실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적자금이 아닌 금

융사 발행 채권의 상각 내지 출자전환으로 우선 해결한다는 내용의 채권

자손실분담 방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상당수의 부실은행이 보통

주 또는 다른 형태의 Tier1 공적자금을 통하여 구제되었다. 이는 결국

Tier2 자본증권과 특정한 형태의 Tier 자본증권이 국제적으로 영업활동

을 하는 특정 거대 금융기관에 의해 발생된 손실을 흡수하지 못하여 이

지점에서 공적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해준다.62) 아직 베

일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마불사 인식으로 각

인된 모럴해저드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베일인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주사 체계가 확립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지주

사의 선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손실흡수력을 보강하기 위해 채택된 조건

부자본증권 발행 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 G20 서울정상

회담에서 승인된 FSB의 권고 내용의 이행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

의 정리법제를 정비하고자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

요 골자는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

“CoCoBond”)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코코본

드는 평상시에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이자가 지급되지만, 발행주체가 부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그런데 이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은행들은 바젤-Ⅲ에 의하여 종전보다 엄격해진 자본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방안으로 조건부자본증권

62) 고영미, 위 논문(미국의 금융기관 정리제도 개편),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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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행한다. 조건부자본증권에는 전환형과 상각형이 있는데,63) 이들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자

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12가 신설되었다.64) 이로써 상장법인이 부실화

되었을 때 그 손실을 채권자들이 흡수토록 함으로써65) 경영건전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은행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 7월 은행법

을 개정하여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은행법 제33조).66) 그런데 2016년 바젤-Ⅲ에 의해 금융기관의 조

건부자본증권이 기타자본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67) 은행지

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수요가 점증하여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발

행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는68) 농협금융지주와 같은 비상장

6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과 관련
하여 은행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제3의
2호), 그리고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제3의3호)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64) 상법은 전환권을 사채권자에게 부여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법에 근거하여 자동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박준·한민, 앞의 책, 391면.

65)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어 투자 원금을 날리게 되며, 주
식으로 변하면 투자자는 채권자가 아닌 주주가 되어 이자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66) 이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은행은 물론 일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미국이나 EU의 입법례의 경우처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 견해로, 정순섭,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1), 38면.

67) 2011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조건부자본증권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
힌 바 있다(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Final elements of the
reforms to raise the quality of regulatory capitalissued by the Basel Committee, 13
January 2011, Annex Minimum requirements to ensure loss absorbency at the
point of non-viability). 이에 따르면, 은행이 발행한 모든 비통상적인 기본자본과 보
완자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전환요건 충족시 영구적으로 소각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부자본증권 보유자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보통주 보유자보다 우선적으로 잔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공
적자금(bail-out)이 아니라 사채권자 등에 의한 손실분담(bail-in)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는, 정순섭, 위 논문(조건부자본증권), 23쪽 참조.

6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조건부자본증권을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
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라고 규정하
면서,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함으
로써 발행주체를 상장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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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에게도

허용하는 은행법과의 괴리도 발생하였다. 또한 바젤-Ⅲ가 조건부자본증

권의 기타자본 인정 요건을 강화하였기 때문에,69) 영구채 발행근거가 없

는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은행지주회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

다.70)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

법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3호).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영구채 발행),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 발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만기의 경우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를 만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바젤-Ⅲ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정

사유(trigger event)는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

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예: 보통주자본비율 5.125% 미

만)에 해당할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토록 명

시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베일아웃 제도 원칙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완화시

키고 있다.

첫째, 금산법 제12조 제3항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

한 자본감소명령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여 주주에게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주주를 손실흡수 주체

로 하는 범위에서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 제도를 수정⋅보완한다. 둘째,

조건부자본 제도를 도입하는 현행법 정비를 통하여 상장법인이 부실화되

69)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 규제기준인 ‘바젤-Ⅲ 자본인정 요건’에 의하면 ‘영구채’만
이 자본으로 인정되는데, 그동안 국내 은행지주사들은 30년 만기 채권의 만기가 돌아
오면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오고 있었다.

70) 종전에는 영구채 이외에 만기 30년 이상 채권으로 은행이 동일조건으로 만기를 연장
할 수 있을 경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았지만, 2016년 3월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영구채만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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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그 손실을 채권자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베일인의 제

도에 한발 더 다가섰다.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조건부사채의 일종인

은행지주회사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운영 중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제도를 확충하였다.

다. 예금자 우선변제 제도와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예금자우선변제제도, 즉 예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Depositor

Preference)이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금융상품계약자)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

자보호장치를 말하는데, 현행법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

과 무부보예금자는 일반채권자와 그 순위가 동등하고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손실 또한 일반채권자와 함께 흡수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현행법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또 다른 장치인 예보법상 예

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상호저축은

행법 제37조의2)에서 인정되었던 상호저축은행 예금자의 우선변제권이

2006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71)이 난 뒤 현재는 예금보험제

도만이 운영되고 있다. 예보법 제31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라.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도입 추진 계획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정상화⋅정리 계획 및 금융계약 조기종료권

일시정지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금산법상의 베일아웃 제도를 탈피하기

위한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법제 개선안(이하

“2015 개선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

71)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3헌가14·1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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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 상각하도

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다고 밝혔다.72) 도입 시기는 일본⋅호주 등 베일인 제도 미도입 국가들

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 금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73)

위 2015 개선안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가 2019년 초 금융위원회는 정

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했지만, 다시 의원입법으로 전환하여 2019

년 7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개정안』(금산법개

정안)을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금산법 개정안에는

'베일인' 제도의 도입이 제외되어 있다.

(3) 주요국가에서의 베일인 제도 도입 현황

미국의 경우 OLA는 복잡한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정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FDIC의 단일거점정리전략과 FRB의 TLAC 요건

과 함께 베일인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OLA는 금융안정성을 위협하지

않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특별정리절차를 운영하는 것

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손실분담자와 관련하여 도드-프랭크법은 비부

보예금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국채를 발행하는 재무부로부

터 정리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 사후적으로 산업계에서 상환받는 구

조의 OLF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베일인의 적용 대상은 주식 및 무보증 채권·예

금 등이며, 보호예금·커버드본드, 7일 이내 결제관련 채무, 급여·연금·세

금 채무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베일인의 적용 순서는 ① 주주

→ ② 후순위채권자→ ③ 선순위채권자 및 대기업 등 초과예금→ ④ 중

소기업·개인의 10만 유로 이상 비보호예금의 예금자이다. 은행이 정리절

72) 금융위원회, 2015. 10. 30.자 보도자료.
73) 금융위원회, 위 같은 자료(각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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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들어가면 정리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주주와 채권자에게 은행부채의

8%까지 부담시키며, 이후에 비로소 사전에 모든 은행으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조성되는 SRF로부터 일정비율을 지원받는다. SRF의 사용가능비율

은 정리대상은행 부채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의 경우는 총 부채의 8%를 베일인 한도로 하여 정리기금을 수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 기금이 즉시 조성되지 아니하고 금융안정에 위험이

있는 경우 FDIC가 OLF 자금회수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 엄

격하다.

일본은 손실분담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위기극복의 경험을 토대로 공

적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킨다는 전략을 유지

하고 있다. 채권자손실분담은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으로 대체되고, 그에

따른 공적손실은 각 금융기관이 위기가 끝난 후에 업계에서 갹출하는 형

식의 ‘정리기금’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민간부문과 분담시킨다. 회생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감독 아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서비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신설 가교금융기관으로 이전되어 금융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제정된 통화청의 고시 및 그 지침에 의하여 베

일인 제도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베일인 권한

이 미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

사로 제한된다. MAS는 베일인 권한 행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비은행 금

융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발전 추세를 지켜보면서 그 적용범위의

확대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 24개의 FSB 회원국에서의 베일인 제도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92

[표-4] FSB 회원국의 베일인 도입 현황

구분 북중미 유럽 아시아 등 기타

도입
(11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도입
(13개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터키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사우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FSB ’19. 3월)

2. 정상화⋅정리 계획의 도입 계획

(1) 국제적 요구 기준

FSB의 핵심요소는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감독 과정상의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상화 및 정리 계획(RRP)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정상화․정리계획은 청산 또는

예금자보호에 의한 예금 지급시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국 금융당국이 인정한 모든 금융회사(any firm)에 적용되고, 최소한

G-SIFIs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한다. 정상화계획(RCP)은

부실금융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지침으로 아직 정리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정상화 단계에서 경영진의 책임 하에 당해 금융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며,

금융회사 위험을 감축하고 자본을 유지하는 방안과 사업분야 매각 및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정리계획(RSP)은 극심한

금융시스템 혼란 및 납세자의 손실을 유발하지 않고 정리당국이

정리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정상화계획이

작동가능(not feasible)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을 때 정리당국이 질서

있게 당해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도록 한다.

정상화계획의 수립, 관리, 이행의 책임은 금융회사(보다 명확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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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에게 부과된다. 정리당국은 전반적인 감독

차원에서 당해 정상화계획(RCP)의 신뢰성과 효과적인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정상화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기업의 구조, 영업활동, 전략 및 금융회사 전체의 익스포져에 큰

변화가 있을 때에 이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2) 국내법 미도입 타개를 위한 추진 계획

가. 배경 및 경과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산법상의 베일아웃 제도를 탈피하기 위한

채권자손실분담 제도 및 금융계약 조기종료권 일시정지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정상화⋅정리 계획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법제 개선안을 발표하

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화⋅정

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2010년 G20 서울정상회

의가 각국으로 하여금 SIFIs가 정상화⋅정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

도를 FSB 권고에 따라 도입하도록 결의하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들과 회생정리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정상화⋅정리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손실분담

(Bail-in) 명령 등과 함께 ‘정상화⋅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하였다.74)

2015년 개선안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가 2019년 초 금융위원회는 정

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의원입법으로 전

환되어 2019년 7월 금산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74) 금융위원회, 위 같은 자료(각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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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75)

RRP의 기본방향은 SIFIs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정상화⋅정

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정상화계

획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

용의 사전 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리계획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

한 사전 계획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RRP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일본⋅호주 등

RRP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76)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8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위 금산법개정안은 정상화·정리 계

획 작성과 관련하여 금융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권한을 금융감독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간 금융당국간 주요 쟁점 사

항을 조정하였다. 나아가 위 금산법개정안은 정상화·정리 계획 작성 주

기를 매년으로 하고, 정상화계획은 D-SIBs가, 정상화계획평가안은 금감

원이, 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주요국가에서의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현황

영국은 정리은행으로 하여금 정리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

환으로 RRP를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즉, 정리은행이 실패하였을 경우를

75) 금융위원회, 위 같은 자료(각주 72).
76) 금융위원회, 위 같은 자료(각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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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여 정리 예상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내용의 정상화⋅정리 계획을 수

립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상위 대형 은행들에게 자신들의 정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부보금융회사의 정리계획은 FDIC에,

SIFIs의 정리계획은 FRB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리절차는 제출대

상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첫째, 부보금융회사 중 총자산 미화 100

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는 매년 스트

레스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이 미화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지주회사와 연방준비위원회가 피감독기관으로 지정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FRB와 금융안정감독청에 정기적으로 정리계획서

(living will)77)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정리계획서가 금융당국의 심

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 부문

을 강제매각하거나 또는 자본의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정상화⋅정리 계획의 적용범위는 유럽연합 내에 설립

된 금융기관과 유럽정리지침의 적용대상인 예금수취기관과 투자회사, 이

들의 자회사, 금융지주회사와 제3국 등 역외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의 유

럽연합 내 지점에까지 미친다. 정상화계획서는 ‘금융상황의 중대한 악화’

에 대비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정리지침 부록 A조에 열거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리계획

에는 정리지침 부록 B조에 열거된 상세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는 2017. 8. 1. 개정된 싱가포르 통

화청법에 따라 2018. 6. 5. 시행되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통화청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정상화⋅정리 계획을 실행하여야 하는 은행을 지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통지받은 은행은 정상화계획서에 회생발동요건 또는 발

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속한 영향평가와 적절한 조치에 대한 결정 절

차, 활용가능한 조치사항, 주주들과의 의사소통계획 등을 그 내용에 포함

77)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를 두고 건강할 때 '죽음'을 대비한다
는 의미에서 은행들의 '유언장'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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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한다. 정리계획서에는 정리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정리행위에 필

요한 자료와 정보, 정리계획을 실행할 경우 MAS에 알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 FSB의 주요 회원국에서 도입된 정상화 및 정리계획 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주요국 정상화 정리 계획 수립 현황 및 우리나라 금산법개정안

구 분 정상화계획 정리계획

EU
’14.5월(‘15.1월 시행)

작성 금융기관
정리당국

평가 감독당국

미국
’10.7월('11.11월 시행)

작성 금융기관
FDIC(정리당국)

평가 FRB․FDIC

영국
’10년('14.1월시행)

작성 금융기관
BoE(정리당국)

평가 PRA(감독당국)

홍콩 (’14년 정상화,
’17년 정리계획 시행)

작성 금융기관
HKMA*(정리당국)

평가 HKMA*(감독당국)
싱가포르

’17년('18.6.5.시행)
작성 금융기관

MAS(정리당국)
평가

한국 (’19년 말 현재
법 개정 추진 중)

작성 D-SIB
예금보험공사

평가 금융감독원

* 홍콩 통화감독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통합 감독·정리국

(자료: 금융위원회, EU BRRD, 미국 도드-프랭크법, 영국 BRRO 2014, 홍

콩 FIRO, 싱가포르 MAS, 한국 금산법 개정법률안)

3.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 도입 계획

(1) 국제적 요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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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핵심요소 4.2항은 채권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리개시와 정리권한의 행사로 인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

한 상계권이 발동되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의 채무가 계속하여 이행되

고 있는 이상 계약상대방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없도록 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계약의 조기종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정리당국에게 정리

개시 또는 정리권한의 행사만을 이유로 발생하는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시정지는 정리

당국의 재량에 의하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정지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핵심요소의 부속서 Ⅳ에 정해져 있다.

금융계약 조기종결조항의 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정리당국은 계약 조기종결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여야

하며(예를 들면, 24∼48시간 또는 다음 영업일 마감 시까지),78) 이

기한은 정리당국이 정리방법, 이전대상 자산․부채의 선정, 구체적

이전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가교은행, 정부기관 등 제3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종결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로부터 가교은행이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계약에 대해서

매수기관은 계약을 이전한 금융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 정리권한은 거래약정에 외국법이

준거법(적용실질법)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그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입법자들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몫을 금융회사 스스로가 지도록 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입법례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상대방당사자와 체결하는 거래약정 내용에

조기종결권 행사정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FSB 또한 2014.

9. 29. 발표한 자문문서에서 제안한 바 있는 계약적 처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계약 조기종결권의 행사를

78) 핵심요소는 일시정지 행사요건으로 시기를 엄격히 제한할 것(예를 들어 2 영업일을
넘지 아니한 범위로)을 요구한다, FSB, 핵심요소(2014/10), p.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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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제약하기 위한 계약적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국제스왑⋅파생

상품협회(ISDA)의 2015년의 『통일정리정지규약』을 들 수 있다. 위

ISDA가 발표한 『2015 세계정리정지 의정서』(2015 Universal

Resolution Stay Protocol)에 가입한 G-SIBs는 FSB의 권고에 따라 그

상대방당사자인 외국의 G-SIBs 정리당국이 금융계약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자발적으로 인정하였다.

(2) 도입을 위한 추진 계획

가. 배경 및 경과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는 부실금융기관의 정상화 및 정리

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조기종결권을 행사

함으로써 시장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79) 정리기

관이 정리절차를 개시하거나 금융회사와 관련된 특정 정리작업을 행할

때 금융계약을 위한 표준화된 문서에서 조기상환요구권(contractual

acceleration), 금융계약의 조기종결권(termination), 그리고 정리

(close-out) 권한 (총괄하여 조기종결권한)이 발동될 수 있다. 특히 금융

계약의 상대방이 정리․파산 절차의 착수를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

약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계약불이행 간주조항“(ipso facto

clause)에 의거하여 계약을 조기종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SIFI의 경

우 거대 규모의 금융계약이 정리절차 착수시점에(termination) 종료된다

면, bail-in 시행 및 가교은행으로 주요업무를 이전하는 것 등과 같은 정

리수단의 이행에 장애가 되고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

에 이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

원회는 2015년 10월 금산법상의 베일아웃 제도를 탈피하기 위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 및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금융계약 조

79) 금융위원회, 위 같은 자료(각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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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료권 일시정지 제도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법제 개선안을 발표하였

다. 2015년 개선안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가 2019년 초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했지만 결국 의원입법으로 전환되어 금년 7월 금융사

정상화⋅정리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산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나. 기본내용

위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2015년 개선

안은 필요시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하도

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도입 시기는 일본⋅호주 등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살피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80)

지지부진하던 2015 개선안은 2019년 7월에 금산법개정안 발의로 이어

졌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이

파생금융, 현물환 거래 등 적격금융거래로 제한되고 금융기관의 정리절

차 개시에 따른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시행령으로 2 영업일 예정) 정

지시킨다.

(3) 주요국가에서의 제도 도입 현황

2018년 현재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독일, 스위스,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 등이 있다. 아래에

서는 이 중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를 살핀다.

미국의 경우 FDIA와 특별정리절차인 OLA 체제는 SIBs가 불이행종료

80) 금융위원회, 위 같은 자료(각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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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default rights)을 정지하고 계약이전의 제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면

서, 그 정지기간을 1 영업일로 설정하였다. 한편, FRB는 2017. 9. 1. 미국

G-SIBs가 체결하는 금융계약과 관련하여 조기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규칙(final rule)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제정하였고, 이는 단계적으

로 2019. 1. 1. 시행되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의 G-SIBs 및 미국에

서 영업하는 외국의 G-SIBs는 상대방당사자가 도산 기타 정리절차(예컨

대 FDIC receivership)에 들어갈 경우를 예상한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를 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방향으

로 자신들의 금융계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른

정지기간은 위 FDIA 및 OLA의 경우와 달리 4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리지침 또한 정리 중인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지점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정리당국에게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

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유럽정리지침 제71조). 일시적 정지는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 인도의무 및 담보권설정의무가 계속하여 이행되

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고, 당해 의무가 이전되거나 베일인 되

지 않는 이상 정지시킨 날의 다음 영업일 0시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그

리고 정지권한은 회원국의 법에 따라 규율되는 일체의 계약을 그 대상으

로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역내의 정리 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려진 정지

조치가 역외의 제3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의 준거법이 그 제3국법인 경우 계약상대방이 역내국가에서 명한 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당해 금융계약에 넣도록 하는 규정을 신

설하였다(유럽정리지침 제71a조).

싱가포르의 일시정지 제도는 2017년 8월 1일 개정된 싱가포르 통화청

법에 따라 2018년 6월 5일 시행되었고, 이 밖에 24개의 FSB 회원국에서

의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의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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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도입 현황

구분 북중미 유럽 아시아 등 기타

도입(15)
캐나다, 
멕시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호주, 홍콩, 일본,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미도입(9) - 러시아, 터키
브라질, 중국, 인도, 한국, 

사우디, 남아공, 
인도네시아 
(자료: FSB ’18.11월)

4. 국제공조 분야

(1)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율

은행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

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인가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보며,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금

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

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이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의 전부를 청산하여야 한다(은

행법 제61조 제1항).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청산되는 경우 은행법 제62

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의 특혜가 주어진다.

자본시장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파산,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

등록의 취소 또는 국내지점 영업의 중지 또는 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외국지점의 금융투자업의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되는 경우 외국지점이 지체 없이 청산되도

록 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21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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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정리제도 및 국제공조 규정의 흠결

금융회사 그룹과 관련하여 이를 섭외적으로 규율하는 제도는 물론 외

국의 정리당국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제도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

다.

제5절 비교법적 교훈과 국제 표준화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09년은 금융기관 정리제도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시기이다.

Northern Rock 은행을 도산으로 내몬 뱅크런에 화들짝 놀란 영국정부는

2009년 2월 은행법을 정비하여 특별정리제도(SSR)를 도입하였다.

Larosière Group이 유럽시스템위기위원회와 더불어 유럽감독청들을 창립

함으로써 감독체계의 강화를 권고하여 각 회원국 감독청들 사이에 상호

협력을 증진시켰다. 이후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구들이 경쟁적으로 금

융안정을 목표로 부실금융기관의 건전화 및 정리, 그리고 예방적 도산장

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제도는 새로운 제도적, 법적 체제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FDIC 체제는 도드-프랭크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고,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기존의 예금대지급 내지는 국유화절차가 부실은행을 위한 핀셋 규

율조치의 하나로서의 특별정리제도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를

통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제도의 구축은 도산절차 이전의 절차라는 점

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도산절차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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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과 유럽연합 정리제도의 요점과 비교

금융위기 이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정리법제는 FDIC를 부보예금에 대

한 정리기관으로, 파산법과 FDIA를 정리제도로 하는 이원적 체제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FDIC의 관리인제도(receivership)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되었던 대규모의 복잡한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2010년 도드-프랭크법 Title Ⅱ(제2편)에 따라 구축된 대

안적 정리제도로서의 OLA 체제가 등장하였고, 현재 미국 정리법제는

1933년에 설립된 FDIC에 의한 정리제도와 2010년 OLA 체제가 병존하

는 형국이다. 미국 SIFI는 최상위단계의 모회사를 품고 있는 지주회사와

그 아래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로

구성되는 특징적 구조를 띠고 있다. 미국 금융업이 금융지주회사를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OLA는 미국 정리법의 핵심 체제라 할 수 있다.

OLA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정리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직접 수행하고,

FDIC로 하여금 부보예금기관에 대하여 정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지주회사와 같이 통합된 구조 형태에서는

조직 전체를 붕괴시키지 아니하고 어느 한 회사만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도드-프랭크법은 제2편에서 FDIC는 SPE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LA는 FDIC의 단일거점정리전

략과 FRB의 TLAC 요건과 함께 복잡한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정

리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특별정리제도가 금융안정성을 위협하지 아니

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그 목표임은 물론이다. 다만 모회사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한 정상화

또는 정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해충돌의 가능성, 즉 어떤 한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게 손실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나

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 측면에서

는 물론, 유럽연합의 경우 그룹회사들이 역외에 소재하여 그곳의 정리계

획 요건에 따르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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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현행 유럽연합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단일감독체제

(SSM)에 의하여 실패하거나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청산 또는 정리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개별사건에서 어느 쪽을 선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일정리위원회(SRB)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 기준은 선택의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에 대한 평가에 따른다. 은행이 실패하거나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

은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내려지는데, 이 결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만 인

정되는 재자본화의 방법은 선택할 수 없고 청산이나 정리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이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은행 손실은 SRF를 사용

하기 전에 은행부채의 8%까지 주주와 채권자에게 분담된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부보예금기관, 비부보금융기관은 모두 정리

법제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내 상업은행의 80% 이

상을 점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정리는 파산법에 따라 이루어져,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근간은 채권자가 결정하고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체제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어 제2편에서

이른바 OLA 정리체제가 도입됨으로써, OLA가 은행지주회사들에 대한

정리절차를 수행하고, 부보예금기관에 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로 하

여금 정리인으로서 정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달

리 유럽연합의 정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금융기관과 투자회사이

다. 여기에는 신용기관과 투자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 및 그 자회사들,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제3국에 설립된 위 금융기관들의 지점이 포함된다.

은행정리 발동요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두 제도는 유사하다.

다만, 미국은 금융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공익 요건을 기준으로 삼

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금융안정은 공익평가의 한 요소에 불과하고 정리

제도가 정리목적 달성에 적절한 것인가의 여부만을 평가한다.

미국 정리법제와 유럽연합 정리법제의 가장 큰 차이는 정리기금에 있

다. 정리기금은 그 기능과 사용요건, 그리고 안전장치, 공공지원의 보조

등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OLF는 유동성 지원만을 하는데, 미

국 재무부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OLF 기금은 공공부채 거래의 일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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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사후적으로 산업계에서 상환 받는 구조이다. 유럽연합의 SRF는

OLF와 달리 사전에 은행의 기여금으로 조성되고, 사용가능비율은 정리

대상 은행의 부채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정리기금을 수혜할 수

있는 범위는 총 부채의 8%를 베일인을 전제로 하는 유럽연합의 제도가

사적 기금이 즉시 조성되지 아니하고 금융안정에 위험이 있는 경우

FDIC가 OLF 자금회수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 엄격하다.

Ⅱ.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OLA는 막대한 정리권한을 재량으로 행사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OLA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정리절차는 물론, 부보예금기관과 관련하여

정리인의 지위를 갖는 FDIC의 권한을 부보예금기관에 대해서까지 그 권

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FDIC에 부여한 재량권으로 인하여 예측가

능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파산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는가 등 회의적 견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81) 모럴 해저드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아직 유럽은행동맹 프로젝트

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은행과 정부가 공동 예금보험 제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구축할 것인가를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 하고 있다. FDIC와 관

련하여 국내 은행시스템에서 ‘정당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유럽연합 예금보험 제도에 관한 정치적 협상에 관

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합의도 지연되고 있다.82)

81) Aaron Klein, “A Primer on Dodd-Frank’s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in Up
Front blog, 5 June 2017, http://brook.gs/2rsTAOJ.

82) 무엇보다 남과 북의 유로존 국가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합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tatement of the Euro Summit, 29 June 2018,
http://www.consilium.europa.eu/media/35999/29-euro-summit-statement-en.pdf.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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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리지침이 취하는 베일인 접근법과 미국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베일인 접근법상의 차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크다. 도

드-프랭크법은 비부보 예금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키지 아니하나, 유럽

정리지침 하의 비부보예금자들은 손실분담의 주체가 된다. 이와 같이 유

럽정리지침에 따르면 채권의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비부보

예금자들에게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결국 역외 정리의 장애사유

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법에서는 예금보험에 부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채권은 일반 무담보채권과 동순위로 취급된다.

계약조기종료권 일시정지 제도는 미국법과 유럽연합에서 공히 인정되

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 및 일정한 예금수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

리 및 도산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FDIA에 조기종료권의 일시정지제도가

도입되었고, 도드-프랭크법에서도 비은행 SIFI를 대상으로 하는 정리제

도와 관련하여 금융계약 조기종료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83) 유럽연합도 같은 내용의 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2. 우리 법에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국내채권자 우선변제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FSB 핵심요소 7.4항에 따르면, 국내 법령은 국적이나 채권의 소재지 또

는 채권의 지급지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법

과 유럽연합법에서는 금융계약 조기종료권의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현행 정리법에는 그와 같은 정지조치가 인정되고 있

지 않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유사한 제도

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

336조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일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지급결제의 완결성

을 보장하고, 증권선물거래의 종료 및 정산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상의 부인 또는 해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83) 정순섭, “국제은행정리제도의 법적 연구 –국제은행규범적 관점을 중심으로-”, BFL
제50호(2011/11), 104∼105면; 한민, 위 논문(시스템), 258∼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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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에서 결제의 완결성과 파생금

융거래 등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일괄정산(close-up netting)의 효력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금융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방지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84)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핵심요소 4.3의

목적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현행 정리법리를 채무자회생

법리과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법규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정리수단을 확대시키고 있

는 싱가포르의 입법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MAS는 우선

2018년 말 통화청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정리에 필요한 통화청의 권한

을 대폭 확대하고, 베일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통

화청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화청법에 따라 정상화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은행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는 MAS는

2019. 1. 30. 정상화⋅정리계획에 관한 고시(MAS Notice 654) 및 그 지

침을 공표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상화⋅정리 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MAS 지침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4) 정순섭, “국제은행정리제도의 법적 연구 –국제은행규범적 관점을 중심으로-”, BFL
제50호(2011/11),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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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 부실금융기관 정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서설

금융기관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될 경우 일반 상사주체와는 비교할 수 정도

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파산절

차에 들어가기 전 금융감독당국의 개입(수탁관리, 인수관리 등과 같은

리스크 대처 행정절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금융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위와 같은 선행절차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통합형 금융감독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은행, 증

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한 감독관리 내용을 그 업종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전성 감독권을 가진 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권을

가진 양극체제인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

한 논의가 분분하다.

다른 한편, 현행 정리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 정리절차 사이, 그리고 정

리절차와 도산절차(특히 도산전 절차)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금융감독기

준과 관련하여 유동성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

제에 당면해 있다. 나아가 적기시정조치가 자본의 건전화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적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대용인 정리절차

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적기

시정조치의 발동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

으로 하여 현행 정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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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문제점

I. 현행 금융감독 체제의 문제점

1.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제 현황

(1)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의 국내 도입 현황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Ⅱ를 도입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으로 필라-1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치고, 당시 불확실한 국내외 금융시

장의 여건, 특히 2007년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추가자본 부과’ 조치

를 포함하는 필라-2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한편, 필라-3 제도는 국제

적 바젤기준에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5. 6. 5. 바젤-Ⅱ와 바젤-Ⅲ의 완전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법규적

조치를 발표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바젤-Ⅱ의 제안 하에서는 검

사 평가 및 비율에 사용되는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리스크관리실

태평가(RADARS)의 이원체제가 CAMEL-R로 통합되어 CAMEL-R에

들어있는 각 구성요소 중 위험요인을 한데 묶어 바젤-Ⅱ의 비율과 같이

조정되었다.

(2)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세칙을 통한 필라-2의 도입 현황

우선,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바젤-Ⅲ 규제

(NSFR, 레버리지비율)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은행업감독규정상의 규제를 정비하였다.85) 첫째, 바젤기준에

따른 규제기준에 따라 중장기유동성비율(NSFR, 규정안 제26조)을 도입

85) 상세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 10. 1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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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구체

적인 비율산정방식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하였다. 둘째, 바젤

-Ⅲ 기준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므로,

이에 맞추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은행업감독규정 별

표1, 1-2)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여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만들었으며,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9년에 맞추어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을 직접규제하는 바젤-Ⅲ 시행에 맞추어 은

행법기준에 따른 이익준비금에 대한 적립의무를 종전의 자본금총액 한도

내 결산순이익의 10% 이상 적립에서 상법수준인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86)

다음으로,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경영실

태평가(CAMEL-R) 및 리스크관리실태평가(RADARS)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하고,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5등

급 15단계의 필라-2 등급을 산출하였으며, 은행 경영실태평가의 29개 평

가항목, 154개 평가사항중에서 필라-2 등급산정을 위하여 리스크 관련

항목인 8개 평가항목, 40개 평가사항에 대해서만 평가(비계량평가 부문)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조치와 관련하여 필라-2 등급이 일정수준(예시: 3등급

0단계)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추가자본 부과, 리스크

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개선을 지도하며, 그 적용 범

위는 18개 국내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에 미치며, 총자산 규모, 리스크

관리 수준 등에 따라 그룹을 세분하고 평가범위, 평가주기 등을 차등화

하였다.

(3) 은행연합회 기준 상향을 통한 필라-3 도입 현황

8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10.20.):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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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기준에 비추어 공시범위가 미흡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은

행연합회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다만, 해

당 리스크의 비중 및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시범위를 감축할 수 있

는 중요성 원칙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8년 바젤-Ⅱ

도입시 필라- 3 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사항은 은행연합회의「금

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되었으며, 추가로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

한 공시항목들을 동 공시기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젤기준

대비 공시수준이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으로는, (신용리스크) 연체자산

정의,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내부모형 사용시 차주의 부도확률 및 익스

포져 등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정책, 익스포져 및 손익 등

및 (신용위험경감) 신용위험경감을 위한 상계 정책, 담보물 평가·관리

정책 등이 있다.

2.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취약성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 내 금융그룹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룹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87)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근래(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에 큰 구

멍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와 같이 은행금융그룹의 핵심적인

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부보회사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대형금융그룹

에서 부실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87) 이건범·권은지,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한국경제발전연구 23.
1(2017),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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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정리법제의 문제점

1. FSB의 동료평가 내용과 지적 사항

(1) 전반적 평가 내용

2017년 10월에 실시된 우리나라 금융안정 현황에 관한 FSB의 동료평

가는 위기관리와 정리법제, 그리고 비은행수신기관의 규제 및 감독이라

는 2개의 점검사항을 다루고 있다. 동료평가서에 따르면, 위 두 개의 영

역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정리법제

는 이미 FSB 핵심요소에 소개된 다양한 정리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과거 IMF 구제금융 위기에서 얻은 경험의 결과인 동시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작업을 진척시킨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금

융당국은 비은행수신기관 영역에서 감독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을 은행

의 기준에 준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부

채와 관련하여 최근 드러나는 위험을 직시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규제

및 감독을 한 단계 높이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문제점 지적과 권고안 제시

위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FSB의 동료평가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가. 위기관리와 정리영역

첫째, RRP의 요건은 물론 베일인과 잠정적 지급유예권한의 부문에서

핵심요소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이미 발표한 2015 개선안을 즉시 이

행할 것, 둘째, 정리절차에의 조기진입을 촉진시키고 정리법제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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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정리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개발할 것, 셋째, 위

기대응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나. 비은행수신기관에 대한 규율과 감독 영역

첫째, 상호신용조합에 대한 규제 및 감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 둘째, 상호신용조합과 상호신용금고의

감독요건을 강화할 것, 셋째, 규제와 감독, 그리고 시스템위험분석과 관

련하여 상호신용조합연합체의 역할을 증진시킬 것, 넷째, 상호신용조합과

상호신용금고의 원활한 통합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를 개발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2. 국내 차원의 문제점

(1) 정리법규 체계상의 문제점

현행 정리제도가 여러 법규에 편재되어 있고 또 금융감독적 조치와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다. 그 결과 국제기준을 어떠한 형식으로 국내법에 도입하여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국제적 정리기준의 도입을 현

재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여러 법규에 반영하는 것은 체계적인 불일치

를 보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정리법제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정리법규의 체계상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적기시정조치를 정리절차와 구분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정

리절차와 도산전절차가 특히 대상 기업, 은행의 매각, M&A 영역 등과

관련하여 도산법의 일원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양 절

차의 법리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오늘

날 적기시정조치는 통상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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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금산법은 제3장에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정(금산법 제10

조)과 베일아웃 원칙에 관한 규정인 금산법 제12조 이하를 포괄하는 제3

장의 제목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아닌 부실 금융기관의 ‘정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절차와 정리절차, 그리고 도

산절차의 성격을 어떻게 결정하여 상호간 관계를 파악하고 구축해 나갈

것인지 문제이다. 적기시정절차와 정리절차는 행정기관의 주도 하에 공

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신속한 금융감독 내지는 청산절차인 점에서, 법

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도산절차와 달리 헌법상 보호되는 제3자(채

권자)의 재산권을 사법심사 없이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기시정절차와 정리절차, 그리고 도산(전)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

은 학문적 의미를 넘어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제 하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둘째, 정리법률 상호간에 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한다. 예컨대 금산법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비’(금산법 제3장 제목) 외에 ‘청산 및 파산’(금산법

제4장)에 관한 특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예보법은 제4장에서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등’이라고 규정한다. 그 결과 현행법상 ‘정리’의 정의에

관한 혼란을 피하기 어렵고 도산절차와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한다는 문

제가 있다.

셋째, 현행 정리법제의 국제정리에 관한 규정흠결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

제정리법제의 미비는 점증하는 국제정리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

려울 것이다.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점이나 영

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과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국제기준에서 본 현행 정리법제의 미비점

국내 정리법제는 새로 구축되거나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현실적 필

요성이 매우 크다. 그 동안 금융기관의 자본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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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꾸준히 취해져 왔지만, 여전히 정리법제의 메커니즘과 정리절차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제는 금융기관의 중요

한 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가. 베일아웃 제도의 문제점

베일아웃은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거대금융

기관은 그 실패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보다 큰 경제

구조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는 정부가 베일아웃

을 제공하게 되고 만다는 믿음을 갖는다. 이와 같은 대마불사 신념으로

특히 투자자와 경영진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투자자는 정부보증의 기

대로 구태여 은행의 금융상태나 리스크 부담 행위 등을 감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은행 경영진은 기꺼이 더 큰 위험(risk)을 무릅쓰는데 별

로 주저하지 않게 된다.88)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베일

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은, 도드-프랭크법을 시행 중인

미국이나 베일인을 포함한 정리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등과 비교하

여 보면 아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나. 정상화 및 정리 계획 제도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

여 부실 단계에 따라 권고, 요구, 명령을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또는 재무상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된다. 이에 따라 부실 발생 이전의 평

88) John Coffee, “System Risk After Dodd-Frank: Contingent Capital and the Need
for Regulatory Strategy Beyond Oversight”, Columbia Law Review Vol. Ⅲ(2012),
p.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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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황에서 경영위기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미리

부실을 예상한 계획 시나리오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리법

제에는 정상화 및 정리 계획 제도가 아직 채택되어 있지 않다.

정상화⋅정리 계획은 부실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제적 후폭풍이 매

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

리수단이다. 정상화⋅정리 계획안의 작성은 은행 보유의 자산에 내재하

는 다양한 리스크 요소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므로 예방적인 매뉴얼로

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FSB는 이 정리수단의 적용을 G-SIFI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D-SIFI에 대해서는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그치

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외국 G-SIB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위 FSB의 기

준을 적용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정리제도가 해당 금융기관이 시스템적

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금융기관

을 금산법상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외국지점이 우리나

라의 D-SIB에 비하여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2019년 8월 금산법개정안은 금융사에 대한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확정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국민이 제도에 쉽게 접근하

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 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 금융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특히 계약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정리․파산

절차에 진입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약정(ipso facto clause)에 의거하여 계약을 조기종결할 수 있게 된

다. 이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면 정리절차에 장애를 가져와 시장불안을 가

중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조기종결로 인하여 bail-in 시행

및 가교 은행에의 중요업무 이전 등과 같은 정리수단의 이행에 장애가

되고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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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그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약 조기종료권 일시정지 제도의 채택을 골자로 하

는 2015 개선안을 발표하였지만 진척되지 아니하였다. 다행히 금년 후반

기에 이르러 금융사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금융계약 조

기종결 일시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산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금산법개정안은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 적

용 대상을 파생금융, 현물환 거래 등 적격금융거래로 제한하고, 금융기관

의 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조기종결을 일시적으로 2 영업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산법개정안상의 조기종결권 일시정지는 정

지기간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국제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3) 필수적 권한의 흠결로 인한 정리 수행의 어려움

현행 정리법규가 정리당국에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데 충분한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불필요한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필요한 계약은 이를 존속시키며, 자산을 매수하고, 채무를 양도하는 권한

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

움과 적지 않은 비용이 뒤따른다. 특히 조기종결조항이 들어 있는 금융

계약을 건전한 금융기관, 가교 금융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완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위의 조기종결조항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예시키는

법적 권한이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4) 금융그룹에 대한 정리 제도의 미비

현행 정리법제는 예금수취은행과 개별적인 법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무엇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그룹을 정리

하는 기관을 동일한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그룹 내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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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전을 정리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 그룹 내부의 지급보증

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 지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인 규정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이다.

3. 국제 차원의 문제점

(1)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영업소 관련 정리 법제의 미비

우선, G-SIFI와 관련된 외국과의 공조법제의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G-SIFI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현재까지 존

재하지 않지만, 외국의 G-SIFI가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리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물론 이들 외국 G-SIFI의 국내지점을 은행법이

나 자본시장법상의 외국지점으로 보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적어

도 국제기준인 FSB의 핵심요소가 요구하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기본적 체제의 정비가 없다

면,

외국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내 D-SIFI에 대한 정리당국의 처

분이 당해 외국에서 승인되기 어려울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소

재하는 외국 은행의 지점이나 영업소에 대한 우리나라 정리기관의 처분

이 G-SIFI가 소재하는 외국에서 승인한다는 보장도 없다.89)

(2) 국제 협력 차원의 문제점

현행법은 외국정리처분의 국내적 효력이나 국내 정리처분의 국외적 효

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리조치를

외국에서 승인받아 집행하는 문제와 반대로 외국의 정리조치를 우리나라

89) 이에 관한 상세는, 정순섭, “국제은행정리제도의 법적 연구 –국제은행규범적 관점을
중심으로-”, BFL 제50호(2011/11), 91, 9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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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는 법적 요건이나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

떻게 국제정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채

무자회생법상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처분에 관한 규정을 예로

들면, 단순히 금융기관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정리제도 내지는 일련의 정리조치

를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금산법에 따른 우리

나라의 적기시정조치 등이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법원에 의해 같은 모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외국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90) 더욱이 이에 관한 명확한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신속을 요하는 정리절차에 국제도산절차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로 인한 법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

렵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현형 정리법제는 국제간 정보교류 조치에 관하여 규율하

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유는 물론,

국내 감독당국과 외국 중앙은행 내지는 예금자보험공사 사이의 정보공유

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G-SIFI가 우리나라 내에 그 지

점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FSB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리를 위

한 국제공조 내지는 협력을 하기 어려우며, 외국의 D-SIFI 또는 일반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현행 은행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 따

라 단순히 인가를 취소하고 청산하는 외에 국제간 공조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원활한 정리절차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

제3절 금융감독시스템 및 감독수단으로서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개선 방안

90) 한민, 앞의 논문,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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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감독 체제의 개선

1. 금융감독시스템 변환의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금융부분의 취약성은 금융기관 감독체제

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국제금융기구를 중심

으로 공동의 개선책이 제시되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병행되

었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회사의 사전적 감독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

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도 금융위기에 따른 공적

자금의 투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2013년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카드

사태, 저축은행사태, 동양사태 등은 금융감독이 무력화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말해지고 있다.91) 이에 따라 제도개선은 새로운 금

융감독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회사를 사전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정리제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사후적인 공적자금 투

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행정 중 금융감독체제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는 간단히 언급하고, 주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룬

다.

2.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

(1) 감독기관의 재조정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 또는 금

91) 윤석헌, “바람직한 금융감독체제 개편방향”, 국가미래연구원 ifs POST 보고서 제3부
(2013),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 결과 및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 3면.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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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산업 정책에 휘둘려 독립성이 훼손되는 종래의 악습을 끊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법론으로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감독기구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92) 그러나 이러한 관례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굳이 현행 통합

형 금융감독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영국식의 건전성감독모델에서의 중앙은행과 같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

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피감대상의 분류 기준

현행 금융업권 중심의 평면적 감독 체제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건

전성 감독, 영업행위감독, 검사 등 기능 중심의 감독 체제로 전환해 나가

야 할 것이다.93)

(3) 금융그룹 및 금산융합형 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체제의 정비

금융감독대상을 금융그룹 및 금산융합형 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 관련 국제기관이 권고한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우

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이 속해있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의 대상이 된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그룹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94) 그렇다면 위 국제적 기준을 적용할

대상에 국책은행 뿐 아니라 다수 금융업에 진출한 실질적인 금융그룹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대형 금융기관집단이 다수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산융합형 금융기업집단 등도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운영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92) 윤석현 외5, 앞의 논문 80면 이하 참조.
93) 이건범·권은지, 앞의 논문, 49면.
94) 이건범·권은지, 앞의 논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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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기시정조치의 개선 방안

1. 개선 방향

적기시정조치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징후 판단기준

의 모호성과 규제기관 행사의 비일관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기

관이 피감기관의 조기경고신호를 뒤늦게 파악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설

령 실기하지 않고 경고음을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조치의 행사여부나

행사시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대세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로 문제

의 금융기관은 조기에 경고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적기시정조치 개시 이

전에, 심지어는 은행실패 이전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

물지 않게 발생한다.95)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실징후 판

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보강하는 한편, 판단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적기시정조치는 도산절차와는 물론 정리절차와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2. 부실징후 판단 기준의 확충

그 동안 우리나라가 바젤-Ⅱ와 바젤-Ⅲ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기시

정조치 발동요건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지만 이는 자본요소에 치중하였

을 뿐 자본요소가 갖는 한계점까지는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제는 오로지 자본요소에만 연계시키는 평가기준을 자본 이외의 다른 요

소, 예컨대 자산요소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는 결국 형식적 개입제도의 기본 구조를 통상적 감독체제의 성격을 가미

한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상적 감독체제 하에서는 규제기관의 재량에 의해 형식적 개입제도 하

에서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다.

95) 고영미, 앞의 논문(적기시정조치),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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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기시정조치(PCA)와 유럽연합의 조기개입제도(EIM)는 자본

요소에 치중하여 부실징후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적 개입제도의 대표적인

입법례이다. 그런데 자본요소가 갖는 한계성 때문에 형식적 개입 재도

하에서도 규제기관에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은 피규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 및 질에 합당

하지 아니한 자본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건전하다고 판단하여 ‘저

자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EIM 조치를 내리는

많은 권한(자본복구 요구 또는 은행영업의 제한 등)이 재량적 개입의 일

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대부분의 형식적 개입제도는 규제기관에게

일정한 경우 임원진 전원을 퇴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미국의 경

우 규제당국은 PCA 은행이 상당한 자본부족 수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퇴진을 결정하여야 하는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i) 은행의 재무상태

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거나 또는 심각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ⅱ)

다른 조기개입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은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없

다고 충분히 인정받는 일정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퇴진시킬 수 있다.

PCA의 발동요건은 1980년대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비판의 요

지는, PCA의 자본편향 기준은 은행 부실징후의 조기경보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발동요건이 은행건전성 관련 다른 지표에 비하여

후행적이기 때문에(“lag behind other indicators of bank health”) 자산

의 질적 요소, 자산증가 및 유동성 지표 등도 자본요소를 보충하는 보완

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자본요인에

연계시킴으로써 다른 금융인자들이 보내는 조기경고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예컨대 무수익자산 등과 같은 자산의 질적 지표는 유

용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본을 유일한 기

준으로 하는 현행 적기시정조치 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저자본화되는 시

기에 이르게 되면 그 회복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은행의

자본이 저자본 수준으로 악화되면 은행을 되살리기에는 이미 늦을지 모

른다.”라는 어느 보고서의 결론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96) 따라서 현

행 자본연계적 기준을 유지하되 여기에 자산 등과 같은 기타 지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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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건으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부실징후 판단 주체의 확장

현행 적기시정조치는 그 발동요건의 판단 및 발동권의 행사주체를 규

제기관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신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

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절차의 개시신청권자를 개

선착안점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산절차의 개시권자는 채무자 또

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포함하는데,97) 이에 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발

동신청권자를 주주 및 이해관계인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

론 적기시정조치는 규제기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직권조사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되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도산절차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적기시정조치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적기시정조치에서 그 발동권자를 규

제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민감한 은행의 성격을 고려하여

규제기관의 비닉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만약 전

염효과(contagion effect)의 차단에 필요한 금융행정의 비닉성이 보장되

기만 한다면 신청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도 무방

할 것이다. 그러한 목적의 비닉성 보장은 적기시정조치 신청자에게 적기

시정조치 발동신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정리절차 및 도산절차와의 구별 운영

96)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Bank Regulation: Modified Propmpt Corrective Action Framework
Would Improve Effectiveness”, June 2011, p. 23.

97)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범위의 채권자도 개시신청권자로 인정되며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및 2항 참조),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
며(같은 법 제234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채무에 한한다(같은 법 제58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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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가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금산법에 적

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정리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

다.98) 그러나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적 규제절차상의 제도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도산절차의 대용이라 할 수 있는 정리절차와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장이 금산법 제10조에 있는 적기시정조치와 베일아

웃 원칙을 채택한 금산법 제12조 이하의 정리절차를 묶는 제3장의 제목

을 부실금융기관의 ‘정비’라고 한 입법자의 의도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리절차를 전제로 하는 예보법은 ‘정비’ 대신 ‘정

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경영개선계

획은 사후적 (적시시정)조치로서 사전적 준비성격의 정리절차상의 회생

정리계획과도 다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정리’의 정의에 관한 혼란과 도산절차와의 구분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기개입, 정리, 도산이라는 3 단계로 나누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절차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 구분을 명확

히 하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정리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의 비례의

원칙상 도산절차 대신 정리를 선택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의 도산절차에 따라 은행을 파산시키면 정리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의 개선방안

I. 금융회사 정상화⋅정리 제도 도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

98) 한민, 앞의 논문(시스템),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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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불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향의 모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금융기관의 취약성

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우리나라 또한 금융기관에 대

한 감독 및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G20 및 FSB 등의 교훈과 권고에

힘입어 금융감독 체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히 2013년 동

양사태 이후 금융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

서 금융감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였

다. 논의의 중심은 새로운 금융감독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회사를 사전적

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제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사후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데로 모아지고 있

다.

2. 우리나라 정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로 이

어졌다. 그런데 은행은 국가 경제의 지불⋅결제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신용창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은

행의 부도는 국가경제 전반의 시스템위기로 확대되곤 했다. 이러한 위기

를 극복하고자 각국은 망연히 금융기관의 파산을 기다리는 대신 금융위

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대형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과도

한 민간부채를 떠안는 일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향후 위기재발시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력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모럴헤저드를 촉발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한편으

로는, 금융시스템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

로는 재정의 건전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예방적 정책이 요청되었다. 이

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제도가 등장하고 감독체

제의 기능 다변화 및 자본충실성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제도의 개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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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법원이 주도하는 도산절차에 의한 처리 대신에 행정기관

이 진행하는 정리절차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행정기관에 그에

상응한 광범위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글로벌 금융위

기를 도산절차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적 자금을 통한 일

방적 지원으로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은 세계 각국으

로 하여금 국제기구들이 제안한 개혁방안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는데 충

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마침내 FSB가 제안한 은행 정리체계와 바젤위

원회가 제안한 금융기관 감독체제는 파급력 있는 국제기준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개혁 또한 위와 같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제안된 금융회사의 정리원칙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이다. G20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금융회사의 정리원칙으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FSB의 기준 등 국제기구의 노력 결과를 수용하여 국제적 협

력 및 공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장잠재성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IMF 위기를

겪으면서 한 차례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최근 금융위기의 본질과

IMF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시스템의 구조 등으로 국제기준에 부합

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금융회사 및 기업구조의 특징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리기준을 수용할

경우 IMF와 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FSAP)나 FSB의 동료평가

(peer review)에서 지적된 내용을 우리나라 특성, 예컨대 다른 나라와 다

른 우리나라 기업구조에서의 대형금융회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FSAP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 정리제도 개선이 미진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정리 법제

의 제도 개선 방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우리나라 사정에 맞추어

도입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 개선권고 중 이미 우

리나라에 존재하거나 도입된 영역 이외에 향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을 중

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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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안정위원회 동료평가와 우리나라의 수용 노력

1.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평가

(1) 정리체제 현황 분석

IMF와 세계은행의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

한 정리제도가 폭넓은 범위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금융기업집단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들 기관은 우리나라 현행 정리법제에 이미

핵심요소에서 정하는 정리수단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IMF 위기 시

에 실제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한 정리수단의 예

로 화폐와 증권시장에서의 시스템적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

력, 폭넓은 예금보험과 투자자보호, 그리고 파탄 금융기관에 개입하여 정

리하는 메카니즘을 들고 있다.99)

(2) 권고 사항

<한국에 대한 FSB 동료평가>

99) FSB, “Peer Review of Korea”, 2017. 12. 6., p. 10.

1) 권고1

관계당국들은 bail-in 제도와 일시적 정지권한과 더불어 회생정리계

획 요건에 관하여 마련해 놓은 개혁조치를 조기에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당국들은, (a) 의사과정 절차를 심사하고 조속하게 정리단

계로 진입하는 발동요건을 개발하며, 금산법 내에 광범위한 정리권

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b) 정리에 사용하기 위해 일

시적으로 투입한 공공기금을 산업계로부터 회수하는 요건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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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권고2

관계당국들은, (a) 위기대응 전담협의체(forum) 설립을 고려하여야

하고, (b)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

션을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권고3

관계당국들은 상호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에 대한 규율 및 감독과

관련하여 (a) 지역 신협에 대한 규율적, 감독적 책임을 여타 신협의

경우와 같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넘기고, (b) 금융감독원의 자

원을 신협감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c) 신협에 대해 위험에

상응한 감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협력에서 금융위원

회⋅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권고4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신협이 안고 있는 위험을 반영한 건전

성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5) 권고5

관계당국들은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a) 중앙회

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b)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고, (c)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를 포함시키

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6) 권고6

관계당국들은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 내의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를 개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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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수용 논의 현황

(1) 정리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 현황

가. 금융위원회의 기본 방향 설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

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화⋅정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0년 G20 서울정

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들이 정상화⋅정리 계

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FSB의 권고가 있자

금융위원회는 2015. 10. 30. 금융회사 정상화⋅정리제도 도입의 기본 방

향을 설정하고 정상화⋅정리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부담

(bail-in) 명령,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하였다.100)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금산법을 개정하여 반

영하되 일본⋅호주 등 제도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 동향을 보아가며 추진

하기로 하였다.

나. 정상화⋅정리계획안의 작성

당시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정상화⋅정리 계획(RRP)을 매년 작성하고 이를 유지하도

록 하는 제도 개혁으로 FSB의 권고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정상화계획

(RCP)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

는 내용의 사전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 것이다. 한편, 정리계획

10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30.):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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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P)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금융위원회의 평가를 받도

록 하는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도입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는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에

게 일정 부분 분담시키고 있는 현행 제도를 진전시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정

하고 있다.

라.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의 도입

정상화⋅정리 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조

기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종

결권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하도록 명령(temporary stay)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2) 정책결단 지연 상황 지속

금융위원에서 2017년에 발표한 미도입 정리전략 법제화 계획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8. 11. 27. 한 일간지에서 “금융당국이 RRP와

Bail-in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은 KB, 신한, 하나, NH

농협 등 4대 금융지주 및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 우리 등 5

대 은행을 대상으로 RRP와 베일인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받

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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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까지 발생하였다.101) 이 기사는 국내금융지주사들이 베일인 제도

가 추진될 경우 위기발생시 정부지원가능성의 저하로 신용등급이 하락되

면 해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달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본처럼 정부

의 지원가능성을 열어둘 여지가 있다는 일부의 관측도 전달하였다.

(3) 최근 발의된 금산법 개정법률안

2019년 7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금산법개정안은 금융계약 조기종결

권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

상은 파생금융, 현물환 거래 등 적격금융거래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

의 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정지시기를 2영업일로 하는 시행령을 예고하고

있다.

Ⅲ. 현행 정리제도의 개선 방안

1. 정리시스템 편제의 전환

정리 제도와 도산전 구조조정절차 및 적기시정조치를 명확하게 구별하

는 편제가 요구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시스템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구조조정의 단계를 조기개입, 정

리, 도산이라는 3 단계로 나누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파악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법상 정리의 정의에 관한 혼란과 도

산절차와의 구분의 불명확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념적으로 정리

와 도산이 구분됨에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산법은 부실금융기관의

101) 서울경제 2018. 11. 26자 및 같은 날자 배포된 금융위원회보도해명자료(제목: 서울
경제 11. 27.일자[가판]「‘베일인’ 밀어붙이는 금융당국」제하의 기사 관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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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금산법 제3장 제목) 외에 ‘청산 및 파산’(금산법 제4장)에 관한 특

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은 제4장에서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은 이론적 쟁점을 넘어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

리는 재산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도산절차

대신 정리를 선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통상의

도산절차에 따라 은행을 파산시키면 정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리절차와 도산절차 사이의 법리적 통일성이 요구된다. 첫째,

손실분담가능채권의 손실분담의 순위와 범위 등에 관한 기준 법리의 통

일을 들 수 있다. 주주와 후순위채권자 이외에 선순위채권자 전체가 아

닌 일부만을 손실분담 가능대상자로 파악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상의 회

생절차의 법규정은 물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 회생절차에서의 정상화계획에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정상화계획의 조건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

다는 채무자회생법의 법리와 여기에서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

질적 평등을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102)를 정리절차에 유추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리절차와 도산전 절차의 구분과 통일적 법리 운영이 요청된다.

102)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대법원 2004. 12. 10. 2002그121 결정;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
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
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
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
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
은 아니다.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
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
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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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는 주로 대상 기업, 은행의 매각 내지는 M&A 영역에서 깊은 관

련을 가진다. 현행 금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

관에 채무자회생법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상의 견련

파산 제도(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8항)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법상의 견련파산제도 법리를 감독절차와 정리절차, 그리고 정리절차

와 도산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 영역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20조에

서 규정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을 조기종결권 정지제도에 차용하

여 정리 착수 단계에서 단기간 동안에 한하여 파생금융거래 등 일정한

유형의 금융계약에 관하여는 계약 조기종료권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03)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금산법 중 적기시정조치를 제외한 정

리제도와 예보법에 들어있는 정리제도를 통합하여 (가칭)『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칭)『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법률』은 제1편에서 적용범

위, 정의 및 관할기관을, 제2편에서 정리계획(기업집단정리를 위한 그룹

정리계획 포함)과 관련 정보의 공조 문제를 다루고, 제3편에서는 보전적

조치를, 제4편은 베일인 등 신규 제도가 포함된 정리수단에 관한 정리절

차를, 그리고 제5편에서는 국제정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행 정리법제의 개선 방안

(1) FSB와 BCBS의 권고안 중 미도입 부분에 대한 국내법적 수용 방안

가. 정리대상과 정리전략

103) 한민, 앞의 논문(시스템), 2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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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체계는 우선 정리대상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정리전략을 선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개별 은행을 정리대상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복

수거점정리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은행지주회사를 정리대상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단일거점정리전략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D-SIFIs에 해당하는 주요 은행그룹이 이미 지주사 체제를 갖춘 점을 감

안하여 각 그룹의 지주사를 정리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주사

를 정리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첫째, 지주사 채무의 구조적 후순위성을

활용하여 채권자손실분담 재원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둘째, 정리당국의 채권자손실부담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제약이 상

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104) 이에 반하여 개별 은행을 정리대

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자 변제순위상 예금자우선권

(Depositor Preference) 제도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

제가 있다.

국내 은행그룹이 실질적으로 자본과 유동성이 집중화된 형태의 단일지

배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일거점정리전략을 채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자회사로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부실화

에 따른 정리손실(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재원)은 지주사에 집중되고

일차적으로 지주사의 손실흡수력으로 커버되어 우리나라 그룹경영의 지

배구조 특성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나.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도입

‘대형 금융회사는 망하는 일이 없다’는 신념에 따른 모럴헤저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권고

를 감안하여 베일인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5년 테스크포스를 가동하며 정상화⋅정리 계

104) 박인천, “은행 정리체계 도입에 따른 신용등급 이슈”, 11면.
www.scri.co.kr/webzine/file/201802/report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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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입법화 계획까지 수립하였지만, 베일인 제도

의 도입 문제는 금융권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금융권이 베일인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배경은 자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었다. 금융사의 부실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파산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는 금융산업계의 인식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의 은행채를

발행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베일인 제도가 도

입되면 파산이 현실화 될 경우 주주, 채권자는 물론 해당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은행채 금

리가 상승됨으로써 은행은 고금리사채와 충당금이 커지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손실분담 범위를 국제사회가 권고한 무담보 부채

전체(금융소비자 예금 포함)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예금대량인출사태의 발

생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 등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은 별도의 국제기준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뱅크런 사태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선순위채권)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해결할 일이지 이를 이

유로 공적자금을 통한 구제에 매달려야 하는지 의문이다.105) 베일인 제

도를 채택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각하거나 출자로 전환시키

는 등 채권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

베일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검토하여야 할 문제는 손실분담가능채권의

손실분담의 순위와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 제도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도입

을 위한 기초 환경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먼저, 주주와 후순위채권자가

정리제도에 따른 손실분담의 대상자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론이 없으나, 선순위채권자 전체를 손실분담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

면 선순위 채권자 사이에 차별적 대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

분하다. 생각건대, 동순위 채권자 사이에서도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고 본다. 첫째, 선순위채권자 전체를 손실분대상자로 하는 것은 정리제도

105)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메꾸기 위해 베일아웃제도를 통해 총
168조 7,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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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은행계속가치의 보전에

긴요한 선순위 채권의 보유자는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금

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의 유지를 그 목표로 하는 정리제도의 취지에 부합

할 것이고 무엇보다 정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우선채권자에게 손실

을 분담시키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헌법

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동순위 채권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

장이 있을 수 있으나,106) 채무자 회생절차의 정상화계획에서 권리의 순

위를 고려하여 정상화계획의 조건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

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의 법리와 여기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

질적 평등을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107)를 정리절차에 유추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다른 분야에 비하여 고도의 상호연계성과 이에

따른 전염가능성 및 금융 전반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정리행정당국이 신속하게 손실분담을 실행하여 당해 은

행의 계속가치를 유지시키고 시스템을 안정시킬 필요가 크다는 점을 상

기하면 단기의 금융채권과 핵심 기능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계약에 따른

채권 등을 가지는 자를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

다.108) 결론적으로 FSB나 BCBS 등 국제기구의 선도에 따라 많은 나라

가 적용하는 표준화 단계에 이르는 시기에 즈음하여 국제적인 공조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정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데,109) 그 시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본다.

106) 정승욱, “부실 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서의 계약이전(P/A)의 법률적 문제점”, 증권법
연구 제1권 제1호(2000), 225∼226면은 자산부채의 이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예컨대
제3자나 가교기관에 부실 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전할 때 계속기업의 유지에 긴요한 또
는 매각대상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채권은 이전되는 자산부채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채권은 부실 은행에 남겨둠으로써 동순위채권 간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할 수 있
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파산재산 잔류 채권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107)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대법원 2004. 12. 10. 2002그121 결정;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108) 같은 견해로, 한민, 앞의 논문(시스템), 274 면.
109) 정순섭, 앞의 논문(바젤권고안),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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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채권자손실분담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TLAC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기간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베일인 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국에 불과하여 링펜

싱(ringfencing)을 하더라도 아직 국제적 상호 승인의 문제가 크지 않으

며, 특히 금융기관 대출에서 가계대출규모가 현저할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침체기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

행에 일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의 도입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금융계약관계의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일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바와 같은 일괄청산네팅조항의 일시적인

효력정지 제도는 도산법상 장외파생상품의 일괄청산네팅에 관한 특칙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110) 정리절차 개시를 이

유로 파생상품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등장할 것이므로, 정리절차가 개

시됨과 동시에 금융계약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도입

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상화·정리 계획 작성과 관

련하여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감독기관

들간의 논쟁이 제도 도입을 가로막은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

깝다.111)

110) 정순섭, 앞의 논문(국제은행정리제도), 105 면.
111) 금년 7월에 발의된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위·예보와 금감
원간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배분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계획 등을 작성하며 금융사의
정상화계획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직접 자료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금
융감독원은 원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검사 권한 등은 금융감독원에 있
었던 만큼 자료요구권도 금융감독원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 도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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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는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리법규에 조기종결권을 배제하

거나 정지시키는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제3국에 소재

하는 자신의 자산에 대한 제3국의 재판관할을 근거로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무의미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계약상대방이 조기종결권을 행사하고 국

내 당사자는 자신의 종결권이 일시정지되어 조기종결권을 행사할 수 없

게 되는 경우에 권리구제의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 하겠다.112) 그런데 FSB가 이미 2014. 9. 29. 발표한 자문문서에서

이 문제를 G20 국가 중 조기종결권 정지 규정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

하고 있다는 점과 연계하여 다루어야 하고 우선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

한 계약적 처리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기종결권 정지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도 국제간 정리처분의 상호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정법상 법제를 구축하기 이전이라도 위 FSB에서 제안된 계약적 처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조기종결권의 행사를 저지

⋅제약하기 위한 계약적 접근방식의 예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ISDA)의 2015년 통일정리정지규약113)을 들 수 있다.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에 있어 고려할 점으로는 우선 금산

법의 개정을 통하여 종결정지 및 계약이전권한의 행사사유에 해당하는지

련하여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통 끝에 금융당국간 합의가 이뤄져서 금감원으로 일원
화하기로 했다."며 "예보는 꼭 필요한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하면 금감원이 금융사로
부터 받아서 예보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된 금
산법개정법률안은 위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조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112) febelfin,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Ending the spectre of “too big to fail”,
June 2015, p. 10.
http://www.bakermckenzie.com/files/Uploads/Documents/Alumni/Legal%20Alert.pdf.

113) 이 규약은 2015. 11. 12. 발효되었는데, 이 규약을 적용받겠다고 약정하면, 금융계약
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법에서 인정된 정리제도 내의 일시정지명령
에 구속될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는 정순섭, “통합도산법상 금융거래의 특칙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Vol.6 No.2[2005], 245∼269면; 양기진,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
산법 이슈”, 은행법연구 제11권(2018/11), 119∼1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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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맡기고 둘째, 하나의 기본계약상 체결된 적격금융

계약의 전부에 대하여 이전결정을 하도록 하여 유리한 내용만 가려내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것이다.

금융계약 상대방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정리대상 금융회

사의 도산법정지를 관할하는 정리당국이 조기종료의 유예 및 이전에 관

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114) 그러나

자세히 분석하면 이와 같이 법규적 방식에 따를 경우 상대국에서 정지의

효력을 부정할 위험이 크다. 도산법정지를 관할하는 정리당국이 조기종

료권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이 거주하는 외국에서 그 효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규적인 정지규정을 채택

하는 방법보다는 계약자치적 접근방법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최근 위와 같은 계약자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미국

G-SIBs가 체결하는 금융계약과 관련하여 2019. 1. 1. 시행된 조기종결권

을 제한하는 내용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최종규칙(final rule)은 미국의

G-SIBs 및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의 G-SIBs는 상대방당사자가 도산

기타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예상한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를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금융계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최근 신설된 유럽정리지침 제71a조는 역내의 정리 금융기관에 대해

내려진 정지 조치가 역외의 제3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그 제3국법인 경우 계약상대방이 역내국가에

서 명한 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당해 금융계약에 넣도록

하였다.

나아가 일시정지에 대한 적용실질법을 통일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일시정지기간이 일반적으로 2 영업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정상화 및 정리 계획 제도의 도입

114) 정순섭, 앞의 논문(국제은행정리제도), 10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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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및 정리 계획안은 은행 보유의 자산에 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소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예방적인 매뉴얼 기능을 하게 된다.

FSB는 이 정리수단을 G-SIFI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D-SIFI

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그치고 있으나,

외국 G-SIB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위 FSB의 기준이 적용될 것이므로 내

외국인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D-SIB에 대해서도

정상화 및 정리 계획 제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을 도입할 경우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정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계획인 정상화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리계획은

정리당국이 수립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타 현행 정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 예금자보호법에 예금자우선변제 규정의 신설 방안

현행법은 국내채권자 우선변제의 원칙(은행법 제62조)은 별론, 은행정

리시 예금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

지 않다. 그 결과 무부보예금자는 채권자 순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

자와 비례하여 평등한 지위를 갖는 일반 채권자와 함께 손실을 흡수하는

계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문제가 발생한다.115)

예금자우선변제 제도가 도입되는 때에는 예금자의 예금채권을 보호하

는 것을 주된 목적을 넘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

금을 회수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즉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한 금융

기관의 예금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예보법상 보험금을 예금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정리금융기관(예금자

115) FSB, “Peer Review of Korea”, 2017. 12. 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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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36조의3)이 같은 방식으로 예금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감독위

원회의 계약이전결정(금산법 제14조의2)을 받아 예금채권을 인수한 후,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예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을 받게 된다. 이때 예금보험공

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가진 예금채권을 우선변제를 받게 되면 그 손해

를 일반채권자로부터 회수하는 결과로 된다.

이와 같이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는 공적자금 회수를 통하여 베일인 제

도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비추어, 금산법에 베일인

제도를 채택함과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 예금자 우선변제 조항을 신설하

여야 할 것이다.

나. 예금자보호법상 금융지주회사의 부보금융회사화

은행금융그룹의 핵심적인 회사인 금융지주회사는 현행 예보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금융지주회사를 추가하

는 입법이 필요하다.

다.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 사항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청산 또는 파산시에 적용되는 국내채권자우선변

제 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116) 이 우선변제 제도는 헌법상 내외국

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리

기관이 내린 정리처분이 외국에서 승인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의

승인을 받는 데에 장애사유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본점의 해산 또는 파산시 국내지점의 인가가 당연히 취소되어 청산되는

116) 그러나 입법정책적으로는 상호주의를 전제로 내국채권자 우선보호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폐지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국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내국채권자 우선보호조항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반
대견해에는, 정순섭, 앞의 논문(국제은행정리제도),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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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은행법 제60조), 이 규정은 당해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이 적어도

G-SIB 또는 D-SIB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점의 해산 파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폐쇄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117) 이러한

사정은 외국투자금융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제421조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3) 국제정리제도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과 그 내용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제5편「국제도산」에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승

인 및 지원처분, 복수의 도산절차 인정, 국제도산 관리인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승인 및 지원처분의 대상이 되는 외국도산

절차는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에 신청된 회생절차, 파

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

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8조 제1호). 이와 관련하여

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채무

자회생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외국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정리조치

에 우리 법원이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118) 그러나 도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정리절차에 확대 적용

하는 것은 법규체제상 두 절차 사이의 상이점에 비추어 위 주장이 타당

한지 의문이다. 도산절차는 절차의 진행 전이든 후이든 법원의 감독을

전제로 하는 절차로 법원의 감독이 아닌 순수한 행정적 처분과 감독으로

진행되는 정리절차와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정리처분의 외국승인이나 외국 정리처분의 국내승인에 차용할 것은 아니

라고 본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처분, 복수의

도산절차 인정, 국제도산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도산절차 외에 ”이와

117) 한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국제적 정리체계 –FSB의 개선
권고를 중심으로-”, 이화법학논집 제19권 제1호(2014/9), 285면 참조.

118) 이영경,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제화”, 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2018),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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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또 외국법원에 “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

시키고 있지만, 이는 최근 크게 논의되고 있는 도산절차의 적용 범위를

도산전 절차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에 따른 것이지 순수한 행정절

차나 행정당국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성질의 제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의 법제와 동일한 선상에서 독자적으로 국제정

리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은 FSB나

BCBS 등 국제기구의 선도에 따라 구축되는 각국의 국제공조 관련 정리

제도를 참작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상응한 국제정리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다.119)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첫째,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와 같

은 국내 권한당국에 외국의 정리조치를 지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해 나가는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120) 둘째, G-SIFI의 국내

지점과 관련하여서는 FSB의 핵심요소를 그대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의 D-SIFI 또는 일반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현행

은행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단순히 인가를 취소하고 청산하는 대

신, 국제간 공조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원활한 정리절차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정보제공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의 D-SIFI의 국내지

점의 경우에는 본점의 파산 또는 정리절차에 의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점의 파산 또는 정리절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내 감

독당국으로 하여금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은행법 제60조 제3항),121) 국내 지점의 유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국내채권자 우선변제의 원칙(은행법 제62조)은 국내 법령이 국

적, 채권의 소재지 또는 채권의 지급지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는 핵심요소 7.4항에 어긋나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

다. 물론 핵심요소 7항의 규정은 이 제도가 G-SIFI의 경우에만 적용되

119) 정순섭, 앞의 논문(바젤권고안), 37면.
120) 이영경, 앞의 논문 210면.
121) 정순섭, 앞의 논문(국제은행정리제도),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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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나라 은행 중에는 G-SIB에 속하는 은행이 존재하지 않지만, 외

국 G-SIB의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현행 정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제안

(1) 아태지역 구조조정의 중심지로서의 확대 발전

도산 전후의 외국기업과 명백한 관련성(Nexus)이 없는 런던과 뉴욕에

서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은 세계적인 구조

조정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구조조정수

요를 충족시키는 선진 법제도를 구축하여 적어도 아태지역에서 매력적인

구조조정 중심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구조조

정의 승인 및 집행의 확대를 위한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구

조조정절차가 외국에서 어렵지 않게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에 국제도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하였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

라 구조조정절차가 외국에서 용이하게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60개국 회원국 중 위 모델법 채택국가가

42개국에 불과하고 특히 아태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호주 및 싱가포

르 4개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산 및 정리절차의 승인 및 집

행을 위한 양자조약 또는 다자간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조조정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기관, 업계, 법률,

금융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금융그룹 정리제도의 구축

우리나라의 대형금융회사의 기업구조와 이에 대한 규제방식은 여타의

나라의 경우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경



146

우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조직이 대표적이고 은행 이외의 경우에는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 대

형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업종 및 회사의 법적 형태보다는 금융부문에

서의 상대적 비중 및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리제도는 대부분 은행금융그룹의 핵심적인

회사인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금산융합형 기업집단 조차 부보회사가 아닐

뿐더러 이들에게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 체

제가 미흡하다.

(3)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절차의 구축 방안

가. 외국기업채무자에 대한 회생법원 관할권의 확대

채무자회생법에 도산전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국제도산의 주된 관할지로 활용하도록 회생법원

의 관할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할권 확대의 기준은 이미 영국과 미

국에서 확립된 기준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명백한 관련성(Nexus)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점을 우리나라에 설치하거나

또는 우리나라로 이전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하였

을 경우, 우리나라에 은행계좌를 열고 자금을 이체하였을 경우, 자금대출

이나 기타 거래에 관련한 분쟁해결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하

였을 경우, 대출관련 서류에서 분쟁해결절차로 우리나라 법원을 선택하

여 우리나라 관할기관에 구조조정(도산)을 신청한 경우 등에서는 우리나

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근거인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

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그대로 정리절차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급유예 제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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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예양(comity)을 이유로 금지처분의 대외적 효력을 주저하는 일

반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충분한 관련성을 가

진 채권자들에 대해 국외적 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입

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외국법원이 지급유예 처분을 승인할 기대가능성

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급유예(moratorium)의 국외적 효력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인정함으로써 상호보증적 관점에서 우리

나라 구조조정절차에서 불공평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채권자가 제

기한 외국 구조조정절차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절차의 성공을 위해서

는 채권자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의 국내외 조치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다. 유예처분 남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지급유예신청을 사법

관리(judicial management)122)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신청서에

기본정보를 포함하게 하며 이와 같은 정보 누락시 채권자들과 이해당사

자들에게 유예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다. 정보공개범위의 확대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신청 시부터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

도록 하여야 하고 신청 시 채무자와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핵심정보

를 공개하도록 하며, 유예처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절차 신청시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1차 심문기일까

지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범위는 사안의

복잡성과 채권자 등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사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정보에는 정리개요, 유예처분 요건 소명자료, 무담보 채권자목록과

채권액 등을 포함시키고 추가적 정보로 채무자의 중요재산에 대한 평가

122) 금융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하여 사법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회사의 업무, 재산, 영업
을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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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채무자가 재산취득시 14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게 하고, 채무자

및 채무자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체의 가치, 운영, 사업성 등에

관한 정기적인 재무보고서 등을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금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베일인 도입 배제에 대한 평가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정상화⋅정리 계획 및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금산법상의 베일아웃 제도를 탈피하기

위한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법제 개선안을 발표하

면서, 도입 시기는 일본⋅호주 등 금융계약 조기종료 일시정지 제도 미

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개선안의 법제 작업은 실현되지 않았고, 금년 7

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개

정안』역시 '베일인' 제도의 도입을 유예하였다.

베일인은 금융사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적자금이 아닌 금

융사 발행 채권의 상각 내지 출자전환으로 우선 해결한다는 내용의 채권

자손실분담 방안으로, 향후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금융사의 신용등급 및 조달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물론 위 금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실은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선 베일인이 국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채권자들에게 자구책의 일환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 이와 관련한 국내 정서가 무르익지 않았다

는 판단"이라며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선 이견들이 적

지 않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베일인 제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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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권의 입장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금융권은 2015년 개선안에 대해 금

융기관의 자본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금융사의 부

실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파산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금융산업계의 인식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의 은행채를 발행해 유리한 조건으

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데,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고금리사

채와 충당금이 커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가지고 베일인 제도 도입의 장애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

다. 따라서 당초 금융위원회가 적절히 지적123)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정

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 상

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정리당국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정리당국의 권한이 미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한국에서 설립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베일인 권한행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베일인 체제의 국제적 발전 상황을

지켜본 뒤에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실분담

범위를 국제사회가 권고한 무담보 부채 전체(금융소비자 예금 포함)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예금대량인출사태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 도입 내용에 대한 평가

금산법개정안이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로서 정리체계의 기본이라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 정상화⋅정리 계획은 부실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취해지는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에 선행하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미가 크다. 또한 FSB는 정상화⋅정리 계

1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30.):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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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라는 정리수단을 G-SIFI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D-SIFI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G-SIB으로 지정된 은행이 없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유예로

삼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외국 G-SIB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위 FSB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D-SIB에 비하여 외국 국내지점을 차별을 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다만, 금산법개정안은 계획서를 평가하고 확정하는 구조가 너무 복잡

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금산법개정안에 따르면 대형금융회사는 위기

시 자체정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계획인 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정리계획을 작성한다. 이에 대해

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해당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을 심의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

금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는 금융기

관이 작성한 정상화계획을 감독기관이 평가하고 정리계획은 정리당국이

수립하는 세계적 입법추세와 거리가 멀다. 금산법개정안 제9조의3에 따

르면 금융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제출받은 금융감독원장은 3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

회 소속의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안 제9조의4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이 평가하고 그 결과

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면 될 일인데 다시 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가 필

요한지 의문이다. 정리계획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서 평가하는 과정 대신에 직접 금융위원회가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금

융기관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 확정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 금융계약 조기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도입 내용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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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개정안에 신설되는 일시정지 제도의 정지대상을 우선적으로 거

래상대방의 모든 계약종료권이 아닌 정리절차 개시를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만, 정지기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

정(개정안 제14조의9 제1항 본문)한 것은 의문이다. 이는 FSB 권고안,

유럽정리지침을 위시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국제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으며, 거래안정 및 거래상대방 보호에도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124)

그러나 무엇보다 금산법개정안의 문제점은 국제정리절차에서 조기종료

권 일시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

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지 않는 D-SIFIs가 외국에서 영

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융계약에 대하여 제3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

우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내린 일시정지 명령이 거래상대방의 거주국에

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의 거래상대방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약정에 따라 조기계약종결권을 행사할 것인

데, 이를 정지시키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명령은 그 외국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 대비하여 법률로 그 효력이 외국으로 확장되는 방식을 택하거나 또는

계약에 의한 자치적 해결 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의 방식을

위해서는 금산법에 채무자회생법 제5편에 상응한 국제정리에 관한 별도

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후자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그와 같은 국제금융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상대방당사자의

조기종결권을 정지하고 제한하는 우리나라 정리당국의 권한 행사에 동의

한다는 사항을 금융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만약 위 제도를 금산법에 도입한다면, 금산법 내에 국제정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

법 제5편 국제도산에서처럼 승인절차와 지원절차라는 복잡한 구조를 취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는 자동승인제를 채택하는 것

124) 제371회 국회 제9차 정무위원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검토보고』(2019/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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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다. 다만, 이와 같은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융

위원회가 국제금융계약을 체결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당사자 양쪽이

금융위원회의 조기결정권 정지명령에 따른다는 계약에 의한 자치적 해결

방식을 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이 국제금융계약

당사자들에게 금융계약 내에 조기결정권제한조항 넣을 것을 법제화하고,

최근 신설된 유럽정리지침 제71a조의 경우에도 계약의 준거법이 역외국

법인 경우 계약상대방이 역내국가에서 명한 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

용의 조항을 국제금융계약에 넣도록 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

다.

4. 종합적 평가

금산법개정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

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체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

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특히

적기시정조치 이전의 예방적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체

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조기계약종결권 제한

대상을 파생계약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정리절차 실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산법개정안이 베일인 제도의 도입을 미룬 것은 국제사회에서

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위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베일아웃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단절시키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상

화⋅정리 계획의 확정 과정이 너무 번잡하여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국민

에게 법제도에 쉽게 점근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으며, 금융계약 조기

종료권 일시정지 제도는 정지기간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결과 국제기

준에 미흡하고 계약당사자들은 시행령에 기한 정지기간에 대해 법적 불

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국제금융거래 규정흠결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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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리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정리체제를 입법적으로 수립하려는 전 세

계적 경향에 비추어 싱가포르와 같이 개개의 정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

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금산법개정안의 의미는 결

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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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금융부분의 취약성은 금융기관 감독체제

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국제적인 대형 금융회사들의

금융위기 대응행위는 금융감독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공동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과 함

께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병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사후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법제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국내법에 받아들임으로써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제도를 구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발발한 동양그룹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제도에 대한 반성이 되게끔 하였으며, 2017년 한국에 대한

FSB의 동료평가를 통하여 진단된 우리나라 금융기관 정리체제는 여전히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금융감독 제도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근래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시

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기관 감독체

제는 대체적으로 금융감독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만, 무엇보다

은행금융그룹의 핵심인 금융지주회사가 부보회사가 아니라는 점으로 인

하여 대형금융그룹에서 부실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 다룬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의

변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형 금융감독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미

국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한 감

독관리 내용을 그 업종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는 없

다고 본다.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감독기구를 병행하여 금융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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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 또는 금융

산업 정책에 휘둘려 독립성이 훼손되는 종래의 악습을 끊는 데에는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라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굳이 현행 통합형 금융감독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현행 금융업권 중심의 평면적 감독 체제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

는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감독, 검사 등 기능 중심의 감독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성 감독권을 가진 기구와 영업행위 감

독권을 가진 양극체제인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감독대상을 금융그룹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 관련 국제

기관이 권고한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이 속해있

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룹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위 국제적

기준을 적용할 대상에 국책은행 뿐 아니라 금융업에 진출한 다수의 실질

적인 금융그룹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대형 금융 기업집단이 다수 금

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산융합형 기업집단 등도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초부터 적용되는 유동성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규(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를 개정하는 문제에 적극 대

처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위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법제와 관련하여 FSB의 국제기준이 현행법에 도입

된 범위와 그 내용, 그리고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입법 등을

통하여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현행법의 개정과 정리법

제 전체에서 본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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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현행 법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구조조정 시

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시스템 정비는 현행 기업구

조조정 촉진법 및 채무자회생법과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리체제와 도산법절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정리의 정의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고 도산절차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조기개입, 정리, 도산의 3 단계 구분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절차를 파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정리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들의 재산권보장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

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도산절차 대신 정리를 선택하는 것을 예외적

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의 도산절차에 따라 은행을 파산시키

는 것은 정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손실분담가능채권의 손실분담의 순위와 범위 등에 관한 기준 법

리의 통일과 같이 정리절차와 도산절차 사이의 법리적 통일이 요구된다.

주주와 후순위채권자 외에 선순위채권자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손실분담

가능대상자로 파악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의 법규정과 이

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미 금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의한 파산신청125) 뿐만 아

니라 도산전 절차로의 이행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리절차와 도산전 절차를 구분하되, 통일적 법리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절차는 주로 대상 기업, 은행의 매각 내지는

M&A 영역에서 깊은 관련을 가지며, 도산전 절차에서 특히 예방적 구조

조정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입법 경향은 양 절차가 근접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리절차와 도산전 절차에 관한 법리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현행 법제를 정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도산절차에 편입시켜

125)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회생법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
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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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일원화를 이루고 이에 대칭적으로 (가칭)『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법률』(통합정리법)을 제정하여 정리일원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

정리법에는 금산법 및 예보법에 산재해 있는 정리제도를 통합하는 내용

을 담고 현재 정리조치로 편별되어 있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를 금융

감독조치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① 도산법 일원화의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전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능을 도산전 절

차의 형태로 도산절차에 편입하고 한시법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을 폐지하고, ②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를 종래와 같이 정리절차의 하나

로 볼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적 영역으로 재조정하는 체계적 자리매김이

요구되며, ③ 현행 정리제도가 여러 법에 편재되어 있는 체제를 금산법

중 적기시정조치를 제외한 정리제도와 예보법에 들어있는 정리제도를

(가칭)『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법률』에 통합시키고 이 법률 제1편에

서 적용범위, 정의 및 관할기관을, 제2편에서 정리계획(기업집단정리를

위한 그룹정리계획 포함)과 관련 정보의 공조 문제를 다루며, 제3편에서

는 보전적 조치를, 제4편은 베일인 등 신규 제도가 포함된 정리수단에

관한 정리절차를, 그리고 제5편에서는 국제정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FSB 및 BCBS의 권고와 우리나라에 대한 FSB의 동료평가 결과

를 적극 반영하여 미도입 국제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과감하

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리법제 개편은 금융위원회가 2015

개선안에서 이미 공표한 기본 방향에 따라 정상화⋅정리계획(RRP) 작성

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부담제도(Bail-in),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RRP를 매년 작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혁으로 FSB

의 권고를 수용하여야 한다. FSB는 이 정리수단의 적용을 G-SIFI에 대

한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D-SIFI에 대해서는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 GSIB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위 FSB의 기준을 적용하고 또 우리나라 정리제도가 해당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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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금산법상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외국

지점이 우리나라의 D-SIB에 비하여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대형 금융회사는 위기시 자

체정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계획인 정상화계획을 작성

하도록 하게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정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일인 제도는 FSB나 BCBS 등 국제기구의 선도에 따라 많은 나

라가 적용하는 표준화 단계에 이른 현 시점에서 도입하여 국제적인 공조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126) 그 시기는 이미 우리 곁

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베일인 도입시 채권자손실분담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는 TLA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지주회사 체계가 확립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지주사의

선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손실흡수력을 보강하는 조건부자본증권발행 제

도를 금산법,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함으로써 베일아

웃 제도 원칙을 완화시키고 있지만, 주주 외에 일부 선순위채권자를 포

함한 일반채권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의 베일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손실을 분담시킬 채권의 순위 및 범위 등에 관한 기

준을 명확히 하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 제도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는 도산법상 장외파생상품의

일괄청산네팅에 관한 특칙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금융거래

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

는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등장할 것이므로, 정리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시키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126) 정순섭, 위 논문(바젤권고안),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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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식은 국제적 입법추세에 비추어 계약적 접근방식이 타당하다. 미

국은 2019. 1. 1.부터 미국의 G-SIBs 및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의

G-SIBs가 상대방당사자가 도산 기타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예상한

조기종료를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금융계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

하고, 최근 신설된 유럽정리지침 제71a조의 경우에도 역내의 정리 금융

기관에 대하여 내려진 정지 조치가 역외의 제3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그 제3국법인 경우 계약상대

방이 역내국가에서 명한 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당해 금

융계약에 넣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 국제

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정리법규에 조기결정권을 배

제하거나 정지시키는 규정을 둔다고 한들 상대방 당사자가 제3국에 소재

하는 자산에 대한 제3국의 관할에 근거하여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 조기

종결권 정지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한 만큼 국제간 정리처분의 상

호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

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이 경우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해

외 주요국에서 일시정지기간이 일반적으로 2 영업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한 기간을 설정하되 정지 기간의 법적 근거

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하위법규에 따른 법적 불안정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증하는 국제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3) 향후 제도개선 영역으로 그룹정리제도와 국제정리제도를 개발하여

이를 정리법제에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금융그룹 정리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은행금융그룹의 핵심 회사인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금산융합형 기업집단

은 부보회사가 아니기에 현행 정리제도는 이들에게 재정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충분치 않다. 이는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경우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조직이 대표적이고 은행 이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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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

라 특유의 기업여건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리전략에 있어서는 국내 은행그룹이 실질적으로 자본과 유

동성이 집중화된 형태의 단일지배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일거점정리전략을 채택하고, 이 경우 자회사로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부실화에 따른 정리손실(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재원)은 지주사

에 집중하며, 일차적으로 지주사의 손실흡수력으로 커버함으로써 우리나

라 그룹경영의 지배구조 특성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정리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

다. 이를 위해 첫째, 금산법 내지는 통합정리법에 국제정리에 관한 별도

의 편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공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G-SIBs의 상당수는 대부분 단

일거점전략방식(SPE)을 통해 정리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진출한 G-SIBs와 거래하는

국내 이해당사자도 지주사 소재 국가(home country)의 정리당국이 행사

하는 정리조치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제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의 D-SIFI 또는 일반 금

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현행 은행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단순히 인가를 취소하고 청산하는 것을 넘어 국제정리절차에 대한 국제

간 공조, 예컨대 정보제공이나 상호승인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여야 한다. 셋째, 특히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제도가 국제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요구된다. 국내 정지조치가

계약당사자가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승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률적으

로 정하는 방식보다는 계약상 정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신설된 유럽정리계획 제71a조를 그 모형으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 현행법 중 예금자보호법에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지주회사를 부보금융회사에 포함시키며, 은행법상의 국내채권자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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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은행의 본점의 해산 또는 파산을 국내지점의 자동

인가취하사유로 삼고 있는 은행법 규정을 폐지하는 동시에 이를 자본시

장법에도 확대적용할 것이다. 현행법에 채택되어 있지 아니한 예금자우

선변제 제도를 도입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가진 예금채

권을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고 그 손해를 일반채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금산법에 베일인 제도를 채택할 경

우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법에 예금자우선변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는 특히 공적자금 회수를 통하여 베일인

제도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

한 금융지주회사를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보금

융회사에 포함시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청산 또는 파산시에 적용되는 국내채권자 우

선변제 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상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정리기관이 내린 정리처분의 외국에

서의 승인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은 본점의 해산 또는 파산시 국내지점의 인가가 당연히 취소되어 청산되

는데(은행법 제60조), 이 규정은 당해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이 적어도

G-SIB 또는 D-SIB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점의 해산 파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폐쇄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127) 이러한

사정은 외국투자금융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제421조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5) 금융기관 정리체제를 입법적으로 수립하려는 전 세계적 추세에 보

조를 맞추어 싱가포르와 같이 개개의 정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금산법개정안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금산법개정안이 적기시정

조치 이전의 예방적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를

127) 한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국제적 정리체계 –FSB의 개선
권고를 중심으로-”, 이화법학논집 제19권 제1호(2014/9), 2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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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함으로써 실제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체계를 마련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조기계약종결권을 파생계약에 확

대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정리절차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

는 등 긴급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금산법개정안이 베일인 제도의 도입을 미룬 것은 국

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금융 위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베일아웃이 초

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방기하는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상

화⋅정리 계획의 평가 및 확정 과정이 너무 번잡하여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국민이 법제도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작성

한 정상화계획을 감독기관이 평가하고, 정리계획은 정리당국이 수립하는

세계적 입법추세와도 거리가 멀다. 금융계약 조기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는 정지기간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고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법적 불안정이 우려되며, 국제금융

거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것은 국제금융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관 정리체제를 입법적으로 수립하려는 과정은 싱가포르와 같이 개개의

정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

서 개정안의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정

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여 국내 대형

금융회사 정리체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금산법개정안은 일응 국제정합성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다만,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금융산업

이 획기적으로 발전해가는 추세에 부합하고 금융기관과 국민에게 보다

쉬운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산법 중 적기시정조치를 제

외한 정리제도와 예보법에 들어있는 정리제도를 통합하여『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법률』(가칭)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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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이 학위논문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정리법제를 정비할

필요성과 그 정비방안을 다루면서, 국제기준에 상응한 정리제도의 도입,

그에 따른 현행 정리법제의 개정사항 및 정리법제를 포괄하는 단행법률

의 제정 등 시스템변환의 문제까지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우리나라

현행 정리제도를 보충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인 정리시스템으로 거듭나 우

리나라 정리제도가 국제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

국이 도산 전후의 외국기업에게 명백한 관련성(Nexus)이 없는 런던과

뉴욕에 그 기업의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를 유치하는 세계적인 구조조정

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정리법제가 아태지역 부

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정리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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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ncial Institutions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national

regulatory reform in Korea

Kim, Jeesu

Commercial Law,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s from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via

supervisory instruments, and especially to the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for recovery and resolution of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prevent reoccurrence of financial

crisis fundamentally, it proposes that the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 should be organised.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presents some

ideas in relation to preventive restructuring scheme and suggests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resolution mechanism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ome key resolution instruments recommended by FSB

into the Korean Law system.

With regard to the supervisory instruments, this study analysed the

recommendation of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e

thesis goes over the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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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ist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with an aspect of financial safety

proposed by BCBS and FSB, it covers such a study, however, to the

extent, that supervisory framework is closely linked with resolution

mechanism. The author evaluates that the present status of bank

supervision in Korea is largely matching with the BCBS

recommendations, but further insists that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nd that of the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 be not

separate in the current system of Korean Banking Supervision.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in its 2011 publication,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established commo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recovery and

resolution regimes for failing banks. These Key Attributes have been

endorsed by the G20 group of nations and largely adopted by several

of those jurisdictions into their national laws, for instance via the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in the EU (“BRRD”).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an effective bank resolution regime is

the ability of the national resolution authority to stabilize a failing

bank long enough to give a breathing space within which decisions

can be made as to how to resolve such a bank while minimizing

disruption to its critical functions and the consequent adverse effect

that would have on financial stability.

According to “FSB 2018 Resolution Report” almost all G-SIB home

and key host jurisdictions have in place comprehensive bank

resolution regimes that align with the Key Attributes.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Attributes is still incomplete in Korea.

Although policy proposals are published in 2015, legislative reforms

for Korean Resolution System are just under development, whereas

Singapore has revised its resolution regime to introduce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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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and bail-in powers and resolution planning requirements, in

copi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FSB’s resolution progress report of

July 2017. This thesis proposes that we learn the lesson from the

considerate endeavor in Singapore.

Key Words : Resolution Regim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BCBS Recommendations,

FSB Key Attributes, R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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