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1)양

기진

**

【 국문 초록】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효율적인 정리전략 개발에 관한 가이드(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uidance on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역시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일련의 움직임의 배후에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규모의 금융회사에게 납
세자의 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금융회사의 채권자들도 해당 회사의
부실시 자신들도 손실분담을 하여야(베일인의 개념) 도덕적 해이 역시 억제될 것이라는 점이 고려
되었다. 특히 부실에 관한 사전 대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회생・정리계획은 다른 금융위기를 회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현재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회생・정리계획 제도의 마
련, 행정명령에 의한 베일인(Administrative bail-in) 도입, 금융계약 관련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temporary stay)와 같은 베일인을 위한 장치를 도입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 논문제출일: 2017. 4. 29. 심사개시일: 2017. 5. 10. 게재확정일: 2017. 5. 23.
*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논문 심사과정에
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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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도입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직 가시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한국이
채택 예정인 베일인 장치 중,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D-SIBs)이 부실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정리 계획은 신속한 회생・정리를통한 금융시장에의 파급력 최소화를 위하
여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주제어：베일인, 구제금융, 세계적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 국내에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
회생 및 정리 계획, 단일개입전략, 복수개입전략, 도덕적 해이

Ⅰ. 머리말

2.
3.
4.
5.
6.

Ⅱ. 베일인 제도의 도입 계획
1. 핵심권고안의 내용
2. 국내 도입 계획
Ⅲ. 회생・정리 계획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1. 도입

채권자의 손실분담
단일개입전략 또는 복수개입전략
담당기구
계획의 실효성 확보
정치적 요인의 고려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은행은 태생적으로 대중의 신뢰 상실에 취약하다. 어느 은행에 관한 대중의 신뢰
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거나 심지어 그런 소문이 돌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의 대량
예금 인출, 담보부 대차(repo loan)의 폐쇄 또는 기업어음에 관한 차환 정지 등 뱅
크런(bank run)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1) 금융회사 간의 연계성이 커진 오늘날에
와서는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법적 형식은 달라도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 투자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도사태의 경우에도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대규
모 금융회사의 부도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기 때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서 보았
듯이 일반적인 파산절차를 통한 정리는 금융시장에 큰 파급을 줄 수 있다2)는 점에
1) Michael Schillig, “Bank Resolution Regimes in Europe I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Early
Intervention”, (SSRN, August 25, 2012), p.6,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136101>
2) 미국 정부는 Lehman Brothers의 부실 발생시 개입하지 않고 동 회사가 미국 파산법(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에 따라 법원이 관장하는 일반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하도록 방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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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과적이지 않다.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에 관한 반성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많은 부분
이 달라졌다. 그 중 하나로 대규모 금융회사의 특수성에 입각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
하게 행해져 왔다. 금융거래는 상호 연계성이 매우 크므로 어느 금융회사가 부실해
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물리적・심리적 파급력 역시 크다. 따라서 대규모 금융회사
를 법원 관장의 파산절차에 의하여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파산시키는 것은 위
기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금융시장에 되돌릴 수 없는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금융거래 관계에서 체결된 다수・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
히 해결하고 채권자 등에게도 손실분담을 시키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채무계약을 작
성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신속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SIBs (Systemically Important
Banks)3)들에 대하여 회생・정리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하
도록 하는 제도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권고에 따
라 도입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이러한 금융회사를 세금으로
구제(bailout)하기 위한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해
당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나눠 지움으로써 형평을 꾀한다는 점 외에도, 즉각
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SIBs의 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력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여야 한다는 고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금융회사 회생·정리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FSB의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따라 2018년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는 베일인(bail-in) 제도의 도입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4) 그러나 아직 「금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파급력이 야기되었고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하였다.
3) 또는 SIFIs(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융안정위원회는 SIB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현재 G-SIBs(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지정된 금융
회사(그룹)은 총 31개에 달한다. FSB, “FSB publishes 2016 G-SIB list”, (Nov. 21, 2016),
<http://www.fsb.org/2016/11/fsb-publishes-2016-g-sib-list/>;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만브러더스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미국은 정리계획 작성의무를 은행 외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FI)에 대하여도
확대하고 있다.
4)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보도자료 (2015.10.30.), 3면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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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등 관련 작업
이 가시화되고 있지 아니하므로5)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 회생・정리 제도 개선을 서
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발표한 베일인 제도의 내용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
한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의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
도의 일종으로서 행정명령에 의한 베일인(Administrative bail-in)6) 도입, 금융계
약 관련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Temporary stay) 도입 등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시스
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omestic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
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바(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7), 새로이 도
입되는 베일인 제도는 주로 D-SIB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D-SIB에 관한 회생・정리계획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제도인 이상 회생・정리 계획
의 사전 작성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2017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보도자료,
3면.
5)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회생・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2016년 12월에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세금투입 없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내도입 추진-「금융회사 회생・
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개최”, 보도자료 (2016.12.15.), 1면 <http://www.fsc.go.kr>
6) 금융감독당국은 보도자료에서 단지 ‘채권자 손실분담’으로만 소개하고 있으나(금융위원회・금융감
독원, 위의 보도자료(2016.12.15.), 2면) 조건부자본증권과 같은 계약형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와 구별
하여 이 글에서는 ‘행정명령형’ 채권자 손실분담으로 표기한다.
7)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
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선정되며 금융위원회는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추가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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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베일인 제도의 도입 계획
1. 핵심권고안의 내용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모든 법역에서의 사전 정리・회생제도에 포함되어야 하
는 12개의 핵심적인 특성을 핵심권고안(the Key Attributes)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표 1] 핵심권고안의 분야
1

적용범위(scope)

2

정리당국(resolution authority)

3

정리권한(resolution powers)

4

상계(set-off), 네팅(netting), 담보제공(collateralisation), 고객자산의 분리보관(segregation of client assets)

5

세이프가드(Safeguards)

6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자금조달(Funding of firms in resolution)

7

역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본체계를 위한 조건(Legal framework condition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8

위기관리 그룹(Crisis Management Groups)

9

기관별 역외협력 협약(Institution-specific cross-border cooperation agreements)

10

정리가능성 평가(Resolvability assessments)

11

회생 및 정리 절차(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12

정보접근 및 정보공유(Access to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또한 이후 2014년 10월에 수정・공표된 부칙(Annex)에서는 2011년에 발표된
FSB의 종전 권고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몇 사항에 대해 부가적인 권고안을 채
택하였다. 부가 권고안에서 FSB는 정리(resolution) 목적을 위한 정보공유에 관련
된 특정 권고안을 채택하고, 권고안이 보험회사, 금융시장 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FMIs) 및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고객 자산의 보호에
적용되는 방법을 설정한 부문별 지침(sector-specific guidance)도 채택되었다.8)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회생・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은 핵심
8)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Oct. 2010), <http://www.f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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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의 실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General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Attributes: Appendix I)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FSB 회원국 중 영국,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법령(statute)상으로
이미 회생・정리계획을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정리계획 작성의무만을 도입하고 있으
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非)은행에 대하여도 확대하고 있다.9)

2. 국내 도입 계획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의 부과, 행정명령형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administrative bail-in),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 방향을 확정하였다.10) 이 내용은 2016년 12월 금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은행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도입이 확
인된다.11)

(1) 회생・정리계획의 사전작성
회생・정리계획(RRP) 작성의무란, FSB가 제시한 핵심권고안과 마찬가지로 시스
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위기상황을 고려한 회생・정
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생・정리계획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금융
회사(D-SIBs)는 해당 회사가 장래 재무적으로 곤란해졌을 때를 대비하여 신속하게
회생하기 위한 회생계획(Recovery Plan)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회생이 어
려워 정리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정리계획(Resolution Plan)12)을 작
성하여야 하는데,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차후 금융위
원회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할 목적으로 정리계획 역
9) 임형석,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KIF 정책보고서 2014-03 (한국금융연구원,
2014년 8월), 52면.
10)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2015.10.30), 1면.
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2016.12.15), 1~4면.
12) 정리계획은 사전 유언(living will)에 상응하는 것이다. U.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Living Wills (or Resolution Plans), <https://www.federalreserve.gov/supervisionreg/resolution-pla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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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전적으로 작성된다.13)
이러한 회생계획 및 정리계획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
치14)의 일종으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원이 작성・제출하게 되는 이행계획(경영개선
계획서)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경영개선계획서 역시 부실 금융회사를 재무적으로
건전하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용도상 회생・정리계획의 내용과 상당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전적(ex-ante)으로 작성되는 회생・정리계획과 달리, 경영개
선계획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
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회
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후적(ex-post) 조치라는 성격을 지닌다.15)
다만 우리나라 국내 금융회사 중에는 FSB가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로 선정한 회사는 존재
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주로 국내 회사
인 D-SIBs16)에 대한 규제가 된다. 회생・정리계획은 개별 금융회사가 작성의무를
지지만 개별 회사의 전적인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
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통
하여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17)

(2) 행정명령형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
행정명령형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administrative bail-in)란 금융회사 정리 등
에 따른 손실을 종래와 달리 행정기관이 채권자에게도 이를 분담시킬 수 있게 하는
베일인(Bail-in)의 일종이다.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채권자 손실분담을 강제할 수 있

13)
14)
15)
1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2016.12.15.), 3면.
적시시정조치의 내용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제1항을 참조.
임형석, 앞의 KIF 정책보고서, 3면, 6면 및 53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
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2017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였으며, 상기 시스템적 중요 은
행지주회사의 자은행(㈜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금융위원회, “2017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2016.12.28.). <https://www.fsc.go.kr/>
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2016.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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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종전의 계약형 베일인에 비하여 베일인에 관한 감독기관의 권한이 강화된
다. 베일인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갖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의 베일인은 현재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을
발행한 발행 금융회사와 그 증권을 매입하는 채권자 간의 발행계약에 일정조건 발생
시 자동 상각 또는 지분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식인 계약형(contract
type)만 가능하다. 이에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
할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형 베일인 제도가 우리나라에 조
만간 도입될 예정이다.18)
이러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베일인 제도 자체가 금융회사 부실시 해당 회사와 무관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부실과 무관하지 ‘않은’ 채권자도 손실을 분
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미 시장에서는 계약형 베일인의 일종인
조건부자본증권이 활발히 발행되고 있다. 채권자들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는 베일인의 적용을 받는 채무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시 자본시장의 채권자
들에게 베일인 대상이라는 점 및 베일인 트리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
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회생・정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 내지 효율적인 정리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회사인 지주
회사 등이 부실 자회사의 손실을 신속하게 흡수하여 해당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에 미칠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모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사전
에 수립된 회생・정리 계획의 충분한 회람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모회사 이해관계
자들이 향후 자회사 부실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 금융계약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베일인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계약 등 적격거래의 조기
종결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와 파생

18)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2015.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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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거래, RP 거래 등 일정한 적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해당 절차에 영향
받지 아니하고 문제된 적격거래를 조기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법 제120조제
3항 및 제336조).19) 금융회사 회생・정리와 관련하여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통합도산법 규정에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제약없이・과도하게 조기종결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구제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시장불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20)
이하에서는 조기종결권 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채권자 손실분담이라
는 베일인(bail-in)의 취지에 입각하여 회생・정리계획에 한정하여 관련 쟁점 및 개
선방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Ⅲ. 회생・정리 계획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1. 도입
회생계획이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하여 건전성을 회복하도
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사전에 작성하는 계획으로, 금융위원회가 2015년
에 발표한 방향에 의하면 이는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21) 한편 정리계획이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회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세우는
계획으로, 회생계획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한다.22)

19)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법 제120조제3
항 각호의 일정한 적격금융거래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
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
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 제120조제3항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법 제120조제3항 본문).
20)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2015.10.30), 2면.
21)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자료 (2015.10.30.), 2면.
22)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자료 (2015.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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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의 손실분담
(1) 손실분담 방법의 일반론
채권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계약적 방법에 기한 경우와 법에 의
한 경우가 있다.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는 계약자치가 제약되므로 계약적 손실분담
(contractual bail-in)은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계속기업(going-concern)에 집중
되며 파산 이후에는 법령에 의한 강제력을 띤 손실분담(statutory bail-in) 방법이
적용된다.
법적 손실분담 방법의 경우 계약자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권자별로 부문
별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 손실을 흡수시키도록 할지, 즉 채권자의 손실흡수 순위가
사전에 법규로 제시되어야 한다. 회사에 발생한 손실의 흡수 순서는 통상 보통주자
본, 기타 기본자본, 보완자본, 무담보채권, 부보예금, 담보부채무 순이나, 각국의 법
적・제도적 환경이 반영되어 법적・계약적 후순위성에 따라 결정된다.23) 따라서 여
러 국가에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여 손실을 흡수시켜야 할
지 판단이 필요하다.

[표 224)] 주주・채권자 손실분담(좌) 및 손실흡수 순위(우)

23) 김정현,“은행 신용등급 하락, 불가피한가?”, 「Issue Report」(한국기업평가, 2017.2.23), 4면.
24) 김정현, 위의 Issue Report(2017.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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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권고에 의하면 충분한 자금력을 구비하여 유사시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손
실흡수능력(loss absorption capacity: LAC)을 갖춘 회사가 소재한 곳의 관할법에
따라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기한 손실흡수능력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FSB 권고(KA 3.5 및 5.1)는 정리당국이 정리권한을 발동할 경우 청산의 경우에 준
하여 각 채권의 법령상 순위(statutory hierarchy of claims)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
다. 즉, 지분권자(equity holders)가 가장 먼저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손실부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subordinated creditors)가 손실을 부담하
며, 그 다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자(senior (general) creditors)가 부담하며, 그 이
후에야 최우선순위채권자(preferred creditors)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25)
이때 동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은 보유채권액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
다. 그러나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성 우려가 있다거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KA 5.1)에는 동순위의 채권자에 대한 동일 취급이라는
일반 원칙(pari passu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 얼마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26)

(2)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우리의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법적 손실분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하여 아
직 개정된 바 없다. 행정명령에 의한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방안은 FSB 권고
(Key attributes)에 따라 도입되어야 하는 하는바, 향후 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나라
상황에 어떠한 방안이 적절한지가 문제된다.
우선 베일인에 의거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더라도 채권 유형별로 그 순
위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나라마다 정책적인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선순위
채무(preferred debt)를 법에 규정할 수 있다.27)
우리나라 D-SIBs의 경우 대규모 은행지주회사(그리고 그 산하 자은행)이거나 규
모가 큰 은행으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은행자회사 또는 직접적으로 다수 예금채권자
25) FSB,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uidance on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16 July 2013), pp.7-8, <http://www.fsb.org/>
26) Ibid, p.8.
27) 이러한 선순위채무에는 예금반환청구권, 임금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 또는 미국 파산
법 Chapter 11에 의한 debtor in possession (DIP)이 가능하다. FSB (16 July 2013), at 8 F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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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예금채권자에 대한 우선순위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FSB의 권고안(Key Attributes 7.4)은 채권자의 취급 및 파산시의 우
선순위에 대한 사항은 투명하여야 하고 예금채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적절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고 한다.28) 따라서 정리당국은 예금채권의 순위 및 예금자의 보호범위
를 포함한 각 권역에서의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하며 예금채
권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국가마다 예금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달리 둘 수 있으므로 어떠한 예금자 보호제
도를 취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예금채
권자 보호 범주 설정에 관하여 각국의 제도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금채권자의 보호순위에 관한 접근방법은 크게 (i) 일반적인 예금자 우대제도
(general depositor preference), (ii) 적격 예금자 우대제도(eligible depositor
preference), 그리고 (iii) 부보 예금자 우대제도(insured depositor preference)가
있다.29) 유럽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매예금을 도매예금이나 일반채권에 비하여 보호
순위에서 우대하고 소매예금이 아닌 도매예금과 일반채권은 동일한 순위로 취급하
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도매예금채권자를 예금 외의 일반채권자보다 보호순위에서
우대하며 독일의 경우 예금 외 일반채권자 중에서도 차별을 두기도 한다.30)
베일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채권자 중 후순위채권자 외에 선순위 채권자(senior
bond holder)에게도 손실분담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채권자 우선 손실분담의
취지상 일반론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에서 FSB의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을 반영하여 제정한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2014/59/EU)에 의하면,
부실 금융회사 정리방안의 하나로 베일인이 구제금융에 해당하는 베일아웃
(bailout)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부실 발생시 부실 금융회사의 채권자들이 우
선적으로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다만 선순위 채무에 있어서 손실흡수에 관한 세부 순위는 각국별로 차이를 보인
다.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
28) FSB, op cit (16 July 2013), p.8.
29) Ibid, p.8 FN 4.
30) 황순주,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방향”, 「KDI Focus」 통권 제80호 (한국개발
연구원, 2017.2.16.), 6면의 <표 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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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31) 예컨대 예금보험한도 내의 예금,
7일 이내 지급・청산・결제시스템 관련 채무 및 은행간 채무, 고객자산 관련 채무,
임금・연금・세금 관련 채무 등은 무담보채권이지만 베일인에 기한 손실을 분담하
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32) 그 외의 무담보채권자들은 당연히 손실을 분담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해당 금융회사를 파산시켰을 경우 이들이 파산재단으로부터 받게 될
배당금액 이상은 이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no creditor worse off 원칙).33)

3. 단일개입전략 또는 복수개입전략
(1) 도입
우리나라는 D-SIBs의 부실 발생시 베일인에 의거한 채권자 손실분담의 방법으로
기존채권을 상각하거나 출자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된 금융자회사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도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2017년
D-SIBs로 지정된 5개 중에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된 이상 지주회사를 포함하
는 방식으로 베일인이 추진될 것이다.
G-SIBs 또는 D-SIBs와 같은 거대 금융회사는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영업을 하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수 국가의 관할 당
국의 관심사가 되며 이들 중 어느 당국이 개입할지는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SPE 전략과 MPE 전략은 어느 국가의 정리당국이 개입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정리
절차를 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 유형이다.
지주회사를 포함하여 베일인을 실시할 경우, 다음 [표 3]과 같이 크게 단일개입
(single point of entry: SPE) 전략 및 복수개입(multiple point of entry: MPE)
전략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3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2016.12.15.), 3면; 당국의 재량으로 추가 제외할 수도 있다.
같은 보도자료, 3면; 각국별 차이에 관한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김정현, 앞의 Issue Report(2017.2.23),
5면.
32) 김정현, 앞의 Issue Report(2017.2.23), 5면의 <표 1>.
33) 김정현, 위의 Issue Report(2017.2.23), 5면의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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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SPE 및 MPE 전략에서의 베일인
SPE 전략

MPE 전략

(2) 단일개입(SPE) 전략
단일개입(SPE) 전략이란 지배력을 가진 모회사 차원에서 또는 통합적인 감독을
받는 회사 차원에서 단일 정리당국(single resolution authority)이 정리권한을 발
동하는 형태와 관련된 (i) 하나의 정리전략(a resolution strategy) 또는 (ii) 단일
정리전략 하의 여러 선택권(option) 중 하나를 의미한다.35)
이 전략에서는 모지주회사(또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최상위에 소재한 모회사)36)
를 관할하는 국가의 정리당국이 홀로 개입하여 풀어나가게 된다. 따라서 SPE 전략
과 관련하여 사전 작성되는 정리계획에는 사전에 부실 발생시 대응할 영업 자회사
(국내 또는 해외) 및 그 계열사가 어느 것이 될 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37) 부실이
발생한 자회사 또는 해당 그룹내 기타 계열사에 관한 손실을 흡수하는데 충분한 수
34) 임형석, 앞의 KIF 정책보고서, 39면 및 41면.
35) SPE의 정의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Single point of entry (SPE)’ means a resolution strategy or one
of the options under a resolution strategy involving the application of resolution powers by a single
resolution authority at the level of a parent undertaking or of an institution subject to consolidated
supervision.”EBA, “Consultation paper: Draft Guidelines on the specification of measures to reduce or
remove impediments to resolvability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each measure may be applied under
Directive 2014/59/EU”, EBA/CP/2014/15 (9 July 2014), p.10, <https://www.eba.europa.eu/>
36) 이하 표기상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모지주회사’로 표기한다.
37) FSB, op cit(guidance),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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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38)
D-SIB인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주회사가 그 부실
을 흡수하게 되므로, 지주회사는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
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재무적 위기에 처한 자회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주회사가 그
자회사에게 재무적 도움(funding)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하여 자회사가
영위하는 핵심적인 영업은 중단없이 행해지게 되므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가 적어서 시스템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SPE 전략을 취하는 정리계획에는 정리과정에서 살아남을 예정인 자회사
(국내 또는 국외의 회사)가 그룹의 지주회사에게 손실을 이전하여 지주회사에 흡수
시키는(up-streamed) 방법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39)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지주
회사가 부실에 처한 자회사에 대하여 지분증권 형태로 보유하여 해당 자회사의 손실
을 흡수하는 능력이 고갈된 이후 정리과정에서 상각(written down)되거나 지분으
로 전환시킬 수 있는 채무증권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40) 또한 부실에 처한 자회
사가 그 지주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해당 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갖
는 채권 간의 상계(set-off)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역시 사용될 수 있다.41)
나아가 지주회사가 부실에 처한 자회사에게 그룹계열사 내의 대여(intra-group
loan)를 통하여 제공하는 융통자금의 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지
주회사가 제공하는 그룹 내 대여가 해당 자회사의 다른 외부 채권자들과 선 순위 또
는 동 순위로 될 경우에는, 자회사의 손실을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외부 채권자들
이 손실을 보기 이전에 흡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42) 덧붙여 최상위 소재
지주회사에게 부실 자회사의 손실이 효과적으로 전가・흡수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부
실 자회사의 손실이 최상위 지주회사에게 이전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회사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43)
자회사의 손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부담할 손실규모가 해당 지주회
사의 자본을 초과하게 될 경우44)에는 그 지주회사 자체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될
38)
39)
40)
41)
42)
43)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p.14.
p.15.
p.15.
p.15.
p.1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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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때에는 해당 지주회사 소재국의 정리당국이 정리절차를 개시하게 되며
이 과정45)에서 지주회사의 소유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만일 최상층 지주회사가 부
실 자회사에 발생한 손실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 규모가 클 경우의 다른
대비책으로, 해당 그룹 내의 일정한 자회사를 별도의 정리절차로 정리할 수 있을 정
도로 분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평가되어야 한다.46)
SPE 전략을 취할 경우 자회사 소재국의 당국은 해당 자회사의 정리 절차에 관여
할 수 없게 되므로 지주회사 소재국의 정리당국이 자회사 소재국의 협력을 얻기 위
하여는 자회사 소재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사시 자회사 소재국
의 자국민들이 입을 피해 최소화에 대하여 자회사 소재국을 충분한 정도로 안심시키
지 못하는 이상 자회사의 부실 발생시 해당 자회사 소재국의 정리당국은 지주회사
소재국의 정리당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치(independent action)를 취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47)
따라서 지주회사 소재국의 정리당국은 자회사의 부실발생시 해당 자회사에게 충
분한 자금이 이전될(down-streamed) 것임을 자회사 소재국의 당국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고, 각론에 들어가서 자회사 소재국 당국 대신 지주회사 소재국의 당국이
해당 그룹에 대하여 단일개입전략에 기한 정리절차를 수행하게 될지 여부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 결정될지를 사전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48)
정리계획의 작성에는 사전에 쌓아야 할 손실흡수능력의 양과 질 모두가 중요하다.
손실흡수능력은 지분증권이나 장기채무증권의 형태로 쌓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다
른 특정회사-금융회사나 보험회사나 연기금을 불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49) 특정회사에 손실흡수능력이 집중될 경우 해당 지분 또는 채무증권
을 급격히 상각할 경우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50)
44) 순자본(net asset)이 음(-)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45) 지주회사의 정리 과정에서 주식등 지분을 모두 상각하고 후순위채권 등을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
라 상각(write down)하거나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전환(conversion)할 수 있다.
46) FSB, op cit(2013.7.), p.14.
47) Ibid, p.15.
48) Ibid. p.15;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회사의 정리계획에 사전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주
회사 소재국 및 자회사 소재국의 법에 관한 이슈 역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주회사 등이 정
리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계약에 기재된 계약종결권 등의 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법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Ibid. pp.15-16.
49) Ibid. p.14.
50) Ibid.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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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개입(MPE) 전략
복수개입(MPE) 전략이란 어느 금융그룹의 서로 다른 부문(different parts of a
group)에 관하여 둘 이상의 정리당국이 정리권한을 발동하는 형태를 취하는 (i) 단
일한 정리전략(resolution strategy) 또는 (ii) 하나의 정리전략을 구성하는 선택권
(option) 중 하나를 의미한다.51)
각 지역별 또는 국가별 정리전략이 둘 이상 사용되므로 복수개입 전략이라 불린
다. 따라서 복수개입(MPE)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룹 내 부실이 발
생한 부문이 해당 그룹의 다른 부문과 분리되어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복수개입 전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리계획의 작성 및 평가에는 사전에 쌓아
야 할 손실흡수능력의 양과 질 모두가 중요하다. 손실흡수능력은 지분증권이나 장기
채무증권의 형태로 쌓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단일 금융회사, 보험회사 또는 연기
금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실부담주체가 제한적일 경우에
는 해당 지분 또는 채무증권의 상각 과정에서 해당 부담주체에 악영향을 주고 나아
가 금융안정성을 해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52)
복수개입전략을 취한 결과 부실이 둘 이상 자회사에서 동시에 발생할 경우 부문별
로 둘 이상의 정리당국이 개입하여 각자 정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둘 이상의 정
리당국이 동시에 해당 G-SIB 또는 D-SIB의 정리에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SPE
전략과 다르지만 MPE 전략에 의하더라도 SPE 전략에 의한 정리가 반드시 배제되
는 것은 아니다.53) 즉, MPE 전략에 의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해당 회사의 서로 다
른 영업구역(국가별・지역별 등)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구역에 관
하여는 SPE 전략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MPE 전략에서는 부문별로 복수의 정리당국이 관여하므로 청산관점에서의 손실
흡수능력(Going-concern LAC)은 지주회사인 D-SIBs만이 아니라 사전에 확정한
지역별 또는 소그룹별 독립 부문별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54) 즉, MPE 전략이 적
51) MPE의 정의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Multiple point of entry (MPE)’ means a resolution strategy or
one of the options under a resolution strategy involving the application of resolution powers by two or
more resolution authorities to different parts of a group.” EBA, op cit, p.10.
52) FSB, op cit(guidance), p.14.
53) Ibid. p.13.
54) 임형석, 앞의 KIF 정책보고서(2014.8),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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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경우의 각 부문은 독립적으로 외부시장(external market)을 대상으로 채권 등
을 발행하여 사전에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55) 따라서 MPE 전략
에 의한 정리계획을 심사할 경우 각각의 정리당국이 개입하는 지점에서 가용한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대상이 되며 손실흡수능력을 사
전에 축적해 놓기 위하여 자회사들이 시장에서 채무증권을 발행하려고 할 여지가 크
다.56) 따라서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그룹 내 자회사들 간의 재무적 상호의존도
가 높아 분별이 곤란할 경우에는 MPE 전략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4) 검토
조만간 우리나라는 FSB의 핵심권고안에 따라 D-SIBs에 관한 회생・정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D-SIBs인 회사들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하여
당국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D-SIBs에 속하는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과 함께 지정)의 구조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부문별・지역별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 우리은행 그룹의 구조도57)

<그림 2> 신한금융 그룹의 구조도58)

55) 임형석, 위의 KIF 정책보고서(2014.8), 57면.
56) FSB, op cit, pp.17-18; 예컨대 예금보호공사 또는 기타 보호펀드 역시 채권자간의 우열순서(creditor
hierarchy)에 관한 순서에 좇아 손실을 부담하는 범위 역시 그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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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그룹이나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리계획을 작성할 경우 해당 금융
그룹의 내부 조직 및 각 계열사의 재무구조와 영업방식 등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
는 이상 피상적으로 SPE 전략과 MPE 전략 중 어느 전략이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
다. 위 <그림 1>의 우리은행이나 <그림 2>의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룹 구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금융그룹별로 갖는 영업별・지역적・단위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
한 특성과 함께 개별적 손실흡수능력의 양적・질적 축적 정도 및 손실흡수능력을 지
니고 있거나 손실흡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열회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등의 요소
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D-SIBs의 경우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영업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고 금융그룹 내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은행과 같이 은행을 모은행으로
하는 은행그룹일 경우는 물론, 금융지주회사그룹 내의 은행자회사 또는 모은행을 중
심으로 하여 해당 모은행이 지배구조와 영업관계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
하여 해당 자회사의 손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회생・정리 전략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59)
또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개별 D-SIB가 단일개입(SPE) 전략에 따른 정리
전략을 마련할 경우 부실 자회사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그 손실을 흡수하게
되므로 그 금융자회사들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구조를 넘어 손실흡수능력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껏 은행 자회사 위주로 선
순위 사채 및 후순위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하여 손실흡수력을 강화하여 왔으나 개입
전략이 설정되면 차후로는 손실흡수능력을 쌓아야 하는 지주회사 중심으로 손실흡
수력의 강화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60)
국내에 진출한 G-SIBs에 관하여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
57) 우리은행그룹 조직도, 우리은행 제출 사업보고서(2016년 12월말 기준), <http://dart.fss.or.kr>
58) 신한금융지주그룹 조직도, 신한금융지주회사 제출 사업보고서(2016년 12월말 기준), <http://dart.fss.or.kr>
59) 따라서 개별 D-SIBs의 결정에 일차적으로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은행자회사 또는 모은행을 중심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축적하는 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단일개입(SPE) 전략을 채택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은행 자체가 부실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그
룹의 경우 각 그룹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상 금융지주회사가 손실을 흡수하는 여력을
지금보다 크게 증강시키지 않으면 대형 은행 자체에 큰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베일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60) 김정현, 앞의 Issue Report(2017.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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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은행(G-SIBs)는 2016년말 기준 31개사이며61) 우리나라에 진출한 G-SIBs는
총 26개이다(2013년 기준).62) 그런데 이들 G-SIBs가 대다수 소재한 미국 및 영국
의 경우 정리당국(미국 FDIC 및 영국의 BOE)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국에 본점을
두고 활동하는 G-SIBs에 대해서는 향후 SPE 방식을 통하여 정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63)
이미 기술하였듯이 SPE 전략을 채택할 경우 G-SIBs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소
재지국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그룹 내 사업부문의 자산・채무 정리를 주도하게 된
다.64) 따라서 해당 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만일 우리나라에 진출한 경우 지주회사 소
재국(home)의 정리당국의 결정은 진출국인 우리나라(host)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5) 따라서 이들 G-SIBs인 대규모 금융그룹 지주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정리당국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 자
회사의 부실 발생시 우리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담당기구
(1) 외국 사례
1) 미국
현재 미국의 경우 회생계획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정리계획만이 도입된 상태이
다.66)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제1장(Title I)은 개별 대형금융회사
(SIB)가 정기적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은행67)(Federal Reserve)
61) FSB, “FSB publishes 2016 G-SIB list”, (Nov. 21, 2016), <http://www.fsb.org/>
62) 임형석, 앞의 KIF 정책보고서(2014.8), 59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 진출한 G-SIBs는 현지법인 2개,
외은지점 23개 및 사무소 1개의 형식을 띄고 있다. 같은 보고서, 59면.
63) FDIC and BOE, Resolving Globally Activ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FDIC and BOE
Joint Paper, 10 Dec. 2012), pp.6-7, <https://www.fdic.gov/>
64) MPE를 함께 병행할 경우에는 부문별로 정리전략을 집행할 여지도 있다.
65) 임형석, 앞의 KIF 정책보고서(2014.8), 59면.
66) 한편 현행 Trump 행정부 하에서 Dodd-Frank Act에 관한 다수의 조정이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CNN
Money,“Trump signs orders that take aim at Dodd-Frank”, (April 21, 2017), < http://money.cnn.com/>
및 CNN Money, “House GOP vows to offer Dodd-Frank overhaul bill by end of April”, (April 12, 2017),
<http://money.cnn.com/>
67) Federal reserve는 연방준비제도(시스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이 글에서는 연방준비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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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리계획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부실 발생시 해당 회사가 미국 파산법
(Bankruptcy Code) 하에서 질서있게 정리(resolution)되도록 한다.68)
FDIC와 FR은 대형금융회사가 제출한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계획이 신뢰성을 갖
는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데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즉, FDIC와 FR의 관점에서 해당 정리계획이 충분하지 않은데
도 제출자인 회사가 이를 적절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FDIC와 FR은 공동으로 해당
대형금융회사(그 자회사를 포함)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자본, 채무비율 또는 유동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성장, 영업활동, 운영에 관한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69) 또한 해당 회사는 채무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파산 하에서 질서있는 정
리(orderly resolution) 절차에 들어가도록 자산이나 영업활동에 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70)
한편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제2장(Title II)은 FDIC에게 질서있는
청산권(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OLA)을 부여하여 대형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71) 새로운 OLA 하에서 FDIC는 미국의 금융회사가 일
정 기준을 충족하며 미국 파산법 또는 기타 파산(insolvency) 절차에서 행해지는 정
리가 시스템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위한 관재인
(receiver)을 임명할 수 있다.72)
FDIC가 이러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에 국한하지 않으며 상환불가에 이미 이른 경우는 물론 상환불가 위험에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도 포함하여 ‘모든’ 금융회사이다.73) 이 과정에서 FDIC는 금융회사
의 규모, 위험, 다른 회사와의 상호연관성 여부를 불문하며 당국이 제반 상황을 고
려하여 관여할지 여부를 유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74) 상당한 재량을 부여
받고 있다.
호칭한다.
FDIC and BOE, op cit, p.3.
Ibid. p.3.
Ibid. pp.3-4.
Ibid. p.4.
Ibid. p.4; 이는 리만브러더스를 일반 기업의 파산에 적용하는 미국 파산법을 적용하여 도산시킬 결
과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목격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3) Ibid. p.4.
74) Schillig, op cit, p.16.
68)
69)
70)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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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드-프랭크 법 제616조는 종전의 연방예금보험법
(Federal Deposoit Insurance Act)을 개정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에 관
한 연방준비은행(FRB)의 힘의 원천(Source of Strength)을 성문화시키고 동조의
적용을 저축대부지주회사(savings and loans holding companies) 및 부보예금회
사를 지배하는 기타 회사(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하여 확대시켰다.75) 도드-프랭크
법에 의하여 2011.7.21.자로 시행된 힘의 원천이란 어느 모회사가 그 자회사인 부
보예금수취회사에 재무적 곤경에 빠진 경우 해당 자회사에게 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76) 부보예금수취회사를 감독하는 관할 연방은행감독당
국은 해당 부보예금수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
졌는지 그리고 힘의 원천 관련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지
배회사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77)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베일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도드-프랭크 법 제2장(Title II)에 의하면 정리절차(receivership)
중인 금융회사의 주주들, 채무증권 보유자 및 기타 무담보채권자들이 해당 회사의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78) 일단 상환불능 상태의 금융회사에 관재인이 임명되면
FDIC는 금융 안정성에 관한 위험을 완화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
소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의 정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79)

2) 영국
영국은 금융감독을 담당하던 기존의 통합금융감독기관(FSA)이 2013년 금융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및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건전성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으로 분
리된 형태이다. 분리 결과 금융시장감독원(FCA) 및 건전성감독원(PRA) 양자 모두
에게 감독권이 부여되고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에는 정리기구로서의
75)
76)
77)
78)

Sullivan & Cromwell LLP, “The Dodd-Frank Act”, (July 17, 2011), p.3, <https://www.sullcrom.com/>
Ibid. p.4.
Ibid. p.4.
FDIC and BOE, op cit, p.4; 나아가 해당 금융회사의 상황에 책임있는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Ibid.
79) Sec. 204(a) of the Dodd-Frank Act, 12 U.S.C. § 5384; FDIC and BOE, Ibid, p.4; 나아가 미국 당국이 해당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서 해당 정리 절차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해당
산업(the industry)에서 보상받는다.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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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권한이 부여된다.
2014년 7월 발효된 EU의 「회생 및 정리 지침(EU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EU RRD)」80)의 감독기구와 정리기구의 분리 원칙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FCA와 PRA가 감독기구로 BOE가 정리기구로서 일견 분리되었지만 세부적으
로는 PRA가 BOE의 산하기구라는 점에서 밀접하므로 PRA의 감독기구로의 규제기
능이 BOE의 특별정리기구(Special Resolution Unit: SRU)와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81)이 있다. 정리계획이 잘 작성되어야 효과적으로
정리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관계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의 핵심적 기능을 확정하
고 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져야 하며, 정리계획의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소속 그룹이 전체 시스템에 갖는 중요성에 비례하여야 한다(EU
RRD (25). 또한 EU의 경우 정리계획의 작성은 관련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하여 정리당국에 의하여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EU RRD (26)).

(2)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작년 12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
여 회생・정리 관련 틀을 공표하였다.82) 이에 의하면 회생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체는 D-SIBs83)으로 위기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
용을 회생계획에 담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D-SIBs의 자체회
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금융위원회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
리하기 위한 계획인 정리계획을 사전에 작성할 의무를 진다.84) 금융위원회, 금융감
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는 이러한 회
생・정리계획을 심의하며 이러한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계획을 최종 확정
한다.85)
공표된 회생・정리 틀에 의하면, 일반적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80)
81)
82)
83)

Directive 2014/59/EU, <http://eur-lex.europa.eu/>
Schillig, op cit, p.1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2016.12.15.), 3면.
보도자료에는 ‘대형금융회사’로 표기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의 보도자료 (2016.12.15.),
3면) 취지상 D-SIBs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8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의 보도자료 (2016.12.15.), 3면.
8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의 보도자료 (2016.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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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 등도 회생계획 심의에 참여하며, 정리계획
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계획 수립의무를 지지만 부실발생한 금융회사의 구체
적인 정리절차는 ‘금융위원회 등’86)에 의하여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계획은 독일의 경우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일 금융감독기구(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가
있으며 평상시의 감독권과 유사시의 정리권한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다.87) 즉, 독
일의 BaFin은 금융회사의 부실발생시 조기개입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금융회사의
구제(rescue) 및 재편(reorganisation) 절차에 관여하며 BaFin은 또한 정리권한을
갖는 정리당국이기도 하다.88) 이러한 구조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과 정리기능
을 반드시 분리시키도록 하는 EU RRD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89)을 받
고 있다.
독일이 지적받고 있듯이 평상시의 금융감독권을 수행하는 감독당국과 부실 발생
시 관여하게 될 정리당국을 분리하여야 한다면, 예금보험공사를 정리당국으로 하고
예금보험공사에게 관련 권한을 대폭 실어주는 것이 합당하여 보인다. 2016년 12월
금융감독당국의 공표내용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사전적 정리계획에 대
하여 예금보험공사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해당 정리계획을 심의 후 금융
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개별 회사의 정리계획의 수립을 좌
우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리계획이 효과적인 정리절차의 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독당국의 권한 대비 부실금융회사의 정리계획에 관한 예금보험공사(정리당국)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조직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
융감독당국과 실질적으로 분리(separation)을 유지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금융회
사의 부실발생시 작동하게 되는 정리계획(resolution plan)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
사의 권한을 감독당국의 권한과 좀더 독립시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 정리계획에 관한 보완을 명령하거나 이행을 감독할 권한 역시 가급적

86) 보도자료의 표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등’으로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의 보도자료
(2016.12.15.), 3면.
87) KredReorgG, §§ 2, 7 (Schillig, op cit, p.16에서 재인용).
88) KWG, §§48a-48s (Schillig, Ibid, p.16에서 재인용).
89) Ibid,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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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정리계획을 관장하는 정리당국으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실(여지)에 대비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정리계획에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5. 계획의 실효성 확보
회생・정리 계획(Recovery・Resolution Plan)의 도입을 위하여는 은행법 및 금
융산업구조개선법 등을 개정하여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D-SIBs을 대상으
로 회생・정리계획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90) 또한 외국
G-SIBs의 지점과 영업소 등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회생・정리계획
작성시 G-SIB인 지주회사가 소재한 외국(home)의 감독・정리당국이 실시하는 조
치가 자회사가 소재하는 우리나라(host)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한다.
나아가 계획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는 지주회사가 그룹내 자금공여
(intra-group funding)를 통하여 국내 자회사를 살리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
의 자금을 다른 국가에 소재한 부실 금융 자회사로 이전하려고 하는 행위를 지원하
는 그룹내 자금공여 원칙 및 자금이전・지원에 관한 근거가 갖춰졌는지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실에 처한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채권과 해당
지주회사의 해당 자회사에 대한 채권 간의 상계(set-off)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
법91)이나 지주회사가 부실에 처한 자회사에게 그룹 내 대여(intra-group loan)를
통하여 제공한 자금의 채권자간 순위를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92)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외국 소재 지주회사(G-SIB)의 자금이 우리나라 자회사에 제공되는 것은
(downstream) 일견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소재국인 우
리나라에서는 국내소재 자회사 자금이 동일 금융그룹 내의 다른 해외 계열사로 이동
90) 2017년 5월 현재 시행 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2016년9월30일 개정된 법이며 예금자보호법은
2016년12월1일 개정법이다.
91) FSB, op cit(guidance), p.15.
92) Ibid.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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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은행법에 의하면 현지법인 형태가 아니라
지점 또는 대리점 형태의 외국은행은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의 청산이나 파산에 대비하여 그
자산 등은 우리나라 국민과 거주 외국인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의무가 있기 때
문이다(법 제62조).93) 이러한 링펜스(ring-fencing) 조항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G-SIB 소속 외국은행의 우리나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하여 본점 소재지(home
country)의 관할 당국이 계획을 수립・실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부분 조화가 필
요하다.

6. 정치적 요인의 고려
2013년 이탈리아에서‘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Monte dei Paschi di Siena:
MPS)’ 은행이 파산하였다. MPS 은행은 2013년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면
서 4천6백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400개 넘는 지점의 문을 닫았는데94), 이 은행은
5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이탈리아 대부규모 기준 제3위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충격
을 던졌다.
이 MPS 은행의 처리 과정에서 눈에 뜨이는 점은 해당 은행의 채권자들에게 손실
을 분담시키는 베일인이 법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구제
93) 결과적으로 은행법 제62조는 국내 채권자 우선보호를 위한 원칙으로 기능한다. 임형석 ,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23권 2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1.4.~1.10), 7면.
94) MPS는 1995년 이래 MPS 재단 및 Banca MPS SpA라는 joint stock corporation의 두 부문으로 나뉘어
영위해 왔으며 Banca MPS SpA는 MPS 재단에 의하여 100% 소유되다가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
었으며 이후 몇몇 은행(Banca Agricola Mantovana, Banca del Salento, Banca Antonveneta 등)을 인수하
였다. 이중 Santander로부터 Banca Antonveneta을 인수하면서 MPS가 대부 규모면에서 이탈리아 3위
가 되었다. 그러나 동 인수과정에서 60억 리라에 불과한 순자산을 갖는 재단이 10억 리라 어치의 채
무증권을 발행하고 50억 리라의 증자를 감행하면서, MPS는 모든 위험을 한 바구니에 담는 셈이 되었
다. 그런데 그 즈음 시장이 곤두박칠치고 세계경제 불황이 시작되자, MPS는 Antonveneta가 ABN
Amro에게 부담하는 19억 리라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2011년 사업연
도에는 46억9천억 리라의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재단은 2011년도에 2십억 리라의 증자를
감행하고 자금을 차입하고, 2012년도에는 경영진 교체를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40억 리라의 채무
증권을 발행하여 과거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체하였고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4천6백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400개 넘는 지점의 문을 닫았다. ItalyEurope24, “The rise and fall of MPS, the world’s oldest
bank”, (21 Jan 2017), <http://www.italy24.ilsole24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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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bailout) 실시를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이 은행의 채
권자들 중 일반채권자들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정부가 갖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
았었을 것이 아닌가로 추측된다.95) 이 점에서 효과적인 베일인 실시를 통하여 채권
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권자에게 손실분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인
의 고려 역시 중요하다.
나아가 베일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경우가 몇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참여자의 학습효과를 통하여 베일인의 취지 중 하나인 채권자의 도덕
적 해이의 시정이 어렵게 된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이 금융회사 부실
시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할 것을 예상할 경우 비전문적인 일반투자자의 부실 금융
회사 투자가 줄지 않게 되고 부실 발생시 이들이 정부에 압박을 가하여 구제금융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구제금융 예상시

시장에서 베일인 예상시

<그림 396)> 시장의 예상 움직임

결국, 근래의 MPS 사태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성공적인 베일인 실행을 위
해서는 은행 부실시 해당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자의 비중이 큰 경우 정치적 요인
및 관련 부담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업
은행의 자금 조달비중 중 예금 비중이 커서 은행 부실 발생시 우리나라 정부도 유사
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국내은행 자금조달 구조(2016년 3/4분기 기준) 중
자기자본은 8.1%에 불과하고 은행채 16.5%, 예금채권 58.6%이며 이 중 예금보험
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예금이 예금채권 중 46.9%(은행 전체 자금조달
95) 필자가 E. Cirillo(런던소재 로펌인 GOP에 변호사로 근무)로부터 들은 바로는, MPS가 판매한 후순위
채권의 매입자 중에 일반투자자들이 많았고 적지 않은 경우에 이들 투자자들이 자신이 매입하는 상
품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샀던 경우가 많아서(불완전판매) 이탈리아 정부로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
96) 황순주, 앞의 KDI focus(2017.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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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대비 27.%)를 차지한다.97)
따라서 베일인 제도를 입안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유사시 채권을 상각하거나
지분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s) 발행 등 실행가능성이 보다 높은 자금조달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98) 유사시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99)

Ⅳ. 맺음말
과거의 국가채무부도 사태(sovereign debt)를 보면 은행 위기와 정부 채무위기는
상당한 불가피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금융위기 심화시 은행채무를 정부가 떠안음
으로써 은행장부상의 채무가 정부장부상 정부채무로 쉽게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도 한다.100) 특히 국제적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협상력을 내세워 자신
이 영업하는 소재지국 간의 손실 분배마저 조정하려고 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101)
통상 은행은 그 규모상 한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특히 은행은
다른 관계자들과 금융계약을 통하여 상호 얽혀 있다. 따라서 금융 위기는 쉽게 금융
시장에 전염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 발생시 정부 입장에서는 구제금융을 제공
하여 당장의 부담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유인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구제금융을 후하게 제공할 경우 책임지지 않는 은행이 금융시장에 던지는
대가(무책임한 투자)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사전적인 대
97) 황순주, 위의 KDI focus(2017.2.16.), 3면.
98)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은 바젤 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되어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조건발동 상황은 계약에 근거하므로 기존 법체계와 충돌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황순주, 위의 KDI focus(2017.2.16.), 3면.
99)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에 관하여는 후속 연구에서 베일인 제도 전반을 다루면서 보완하고자
한다.
100) Anna Gelpern, “Sovereign Debt and Banking Crisis: An ‘Arial View’”, in Sovereign Debt Management,
(Book chapter, edited by R. Lastra & L. Buchheit, Oxford, 2014, p.216.
101) Ibid, p.216; 소재지국가의 정부들은 사적 채권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결과(부실)에 대한 책
임을 지기를 원하지만 자국 국민들을 위기에서 차단할 부담을 느끼게 되며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
의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도록 하려 한다. Ibid,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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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마련이 없다면 부실 발생시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
며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측정이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FSB의 핵심권고안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
들을 대상으로 회생・정리 계획을 도입하여 사전에 유사시를 대비하기로 하는 정부
의 결정은 환영할만하다.
다만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라는 유사시에 시장 파급효를 최소화하고 최단기간 내
에 이를 정상화하거나 질서있게 정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생・정리계
획 도입에 관한 큰 틀 및 세부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 금융위
기시 부실에 처한 리먼브러더스에 관한 미국 정부의 파산결정이 금융시장에 끼친 영
향에서 배운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 역시 회생・정리 계획 수립 제도를 하
루빨리 정립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
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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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ail-in into Korea
- focused on the recovery・resolution plan Gi Jin Yang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a lesson for a need to handle differently the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hereinafter, G-SIBs). The G20 Summit 2010 in Seoul
suggested to introduce a recovery・resolution plan (hereinafter, RRP) and Financial Stability
Board (hereinafter, FSB) announced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in 2011 and in 2013 the FSB also provided a guidance for RRP which i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uidance
on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At the background of these series of global movements, some idea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such as limitation for bailing out the globally gigantic financial companies with
taxpayers’ money, the creditors’s loss sharing (the concept of bail-in) in case of insolvency
thereby restraining their moral hazards, etc. Moreover, from the ex-ante plan against the
insolvency, RRP would help to avoid another financial crisis.
At this moment,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some devices for the bail-in like duty to make RRP, administrative bail-in, temporary
stay right following the FSB’s recommendation. However, in detail, there is little to be seen
about this plan of introduction so far. Among the bail-in devices which Korea will try to adopt,
the ex-ante plan of recovery and resolution for its domestic systemetically important big banks
(D-SIBs) against their possible insolvency is the most important one for their efficient and quick
recovery or resolution to minimize the potential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Key word : Bail-in, Bailout, G-SIB, D-SIB,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SPE
strategy, MPE strategy, Moral haz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