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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31일 韓一銀行과 商業銀行이 두 은행의 1대 1 합병을 선언하였다. 두 은행은 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미달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금융감독위원회( 金監委 )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 외자유치를 통한 구조개혁을 서두르던 중이었다.

이로써 조만간 총자산 105조원에 달하는 슈퍼뱅크가 탄생하고, 7월 24일에는 5개 퇴출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이전 (P&A ) 계약이 정식 체결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

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제가 은행간 합병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어

떻게 규율하고 지원하는지 외국의 立法例와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그 동안 미국과 일본, 유럽 세계 곳곳에서 은행 합병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은행

이 없었다. 학계에서는 일찍이 업무가 유사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또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진

은행간의 합병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예: 1995. 6. 한국금융학회에서의 金仁基 중앙대교수

발표), 현실적으로는 노조의 반대로 인한 인원감축 불가능, 조직문화의 차이에 따른 합병후 조직

융화의 장애, 은행 소유구조의 특성상 경영진의 주주이익 극대화 외면 등 문제점이 부각되어 합

병노력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1.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의 연혁

IMF 체제하에서 BIS 소정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한 퇴출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은행 합병이 급류를 타고 있다. 정부는 이미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금융기관이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다른 종류

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전환 절차의 간소화, 조세감면, 합병은행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의 특례 등을 규정한 바 있었다.

그 동안 이 법은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7년 1월 전면 수정을 거쳐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구조개선법 또는 법 ; 1998. 1. 8 개정에서는 금융감독의 권한을 신설

된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에서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도산절차에 있어

서도 商法에 대한 여러 가지 特例를 인정하였다. 한편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예금보험제도에 의

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은 도산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구조개선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법 §2i, 영 §2)은 ①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②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④ 증권투

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⑥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

금고 ⑦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⑧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

합기술금융주식회사 등이다. 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도 추가될 예정이지만,

공공성이 강하고 정부가 결손보전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 금융기관의 퇴출

가. 개 요

금융기관은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일반 기업이나 개인과는 달리 곧바로 도산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 지급결제 시스템의 유지 기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각종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도산을 하더라도 公

的 負擔 (예금보험금 지급) 및 신용질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도산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예금자, 채권 소지인 등), 채무자(차입자, 피

보증인 등)가 다수이고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융감독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이 파탄에 이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정리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예금자 보호·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직접·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화되면 퇴출(ex it )되어야 마땅하지만 퇴출시키더라도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차입자가 대출금을 갑

자기 회수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구조개선법에 의하면 금감위 및 금융감독원장은 법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 (예: 10∼14조

에 규정된 부실금융기관의 정비를 위한 각종 명령 및 행정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

을 사용하는 외에도 해당 금융기관간의 계약에 의한 임의적인 방법을 구사하여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있다.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자 (주식소각·병합) 등의 경영개선명령(법 §11①)

- 부실 금융기관간의 합병 (법 §11①)

- 부실 금융기관 영업의 전부·일부의 양도 및 제3자에 의한 인수 (법 §11①)

- 부실 금융기관의 해산 또는 파산 (법 §15①)

-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이전 (P&A ; 법 §14②에 의한 계약이전 명령)

- 부실 금융기관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

나.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이전(P&A )

금감위는 1998년 6월 29일 BIS 자기자본 미달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미승인 은행을 퇴출

시키면서 P&A (purch ase and assumption ) 방식을 채용한 바 있다.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은 7월

24일자로 최종 수정되어 해당 은행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拙稿 금융기관 자

산·부채이전의 법률문제 참조.

다. 금융기관의 합병 (M &A )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할 수 있으며, 금감위도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명령할 수 있다(법 §11①). 합병은 대



상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며, 구조개선법에서는 재정경제

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병의 경우 상법에 비하여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예정하

고 있다. 다만, 은행의 합병은 전술한 P &A와는 달리 부실 은행의 자산 및 부채, 조직 및 인력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실의 확대재생산이 우려되며, 부실 은행의 주주와 임직원에 대해 부실화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다.

재경부장관의 합병 인가조건은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것 금

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 합병후의 업무수행 능력이 있을 것 등이다(법 §4③).

인가 받은 대로 합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경부장관앞 보고하여야 하며, 인가 받은 날로부터 6

월내에 합병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인가가 실효된다(법 §7①②).

합병절차에 관한 특례를 보면,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합병 인가를 받은 경우 각 금융기관 설립법

상의 영업, 영업의 폐지, 합병에 대한 인허가·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법 §5①). 또 상장법

인인 금융기관이 非上場법인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등록 및 주주총회 승인에

따른 증권거래법 제190조(株券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법 §5②). 합병에 이의

있는 채권자에 대한 催告기간 (상법 §232①但)도 1개월로 단축한다 (법 §5③). 뿐만 아니라 조세감

면규제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 §5④). 이와 관련

하여 재경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위와의 협의를

거쳐 합병으로 신설·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법 §8①②).

그밖에 합병에 따른 경과조치로는 합병으로 신설·존속하는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

(계약상의 권리 포함)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간 종전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에 6

개월 이상 요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승계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법 §9

①). 또한 합병으로 신설·존속하는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은행 §15①)를

초과하더라도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행사 제한 조건).

라. 금융기관의 파산

금감위는 구조개선법에 의거 법원에 부실 금융기관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을 추

천할 수 있다. 현행 파산법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법인의 경우)를 파산원인으로 규정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파산 §116①②, §117), 구조개선법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

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감위가 결정한 금융기관 을 부실 금융기관으

로 규정하고 있고(법 §2ⅲ) 금융기관의 파산원인에 대하여도 파산법 제117조에 의한 파산원인

이라고 규정(법 §16)하고 있어 별 차이는 없다.

파산법상의 파산신청권자로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청산인 기타 법인의 관리자 등이 해당되는데(파산 §122, §123), 구조개선

법에서는 금감위를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권자로 추가하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금감

위에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16①②). 금감위에 파산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므로 도산절차

의 개시시기에 관한 판단을 맡겼기 때문이다.

금감위 (또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 법 §15②)가 파산관재인을 추천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은행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금융감



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 1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은행 §57①)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또는 그 소속직원)은 파산에 관한 한 법원의 감독을 받

게 되며 (파산 §151), 법원의 파산선고와 함께 사실상 금융감독기능은 끝나고 잔여재산의 배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가 추천하는 1인 외에 다른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또 은행, 신

탁회사와 같은 법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지 의문이 생긴다. 법원은 파산법 제147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다른 파산관재인을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고 보나, 파산법에는 회사정리법

제95조와 같이 법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제372조에서 파산수뢰죄를 처벌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법인은 파산관재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금융기관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법원은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파산 §133①)을 기재한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하고(법 §17),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파산의 경우 예금채권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파산참가기관을 통하여 예금자 및 예금채권의 조사·확인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파산참가기관이 파산송달을 받은 때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예금자의 성명

및 주소, 예금채권액 및 원인 등을 기재한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의 말

일까지 2주 이상의 기간 예금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20). 예금자표에 기재

되어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 기간내에 신고된 것으로 보며 (법 §21①②), 사후에 누락된 예금채

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통지하고 채권신고기간 경과후에 신고된 것으로 보게 된다

(법 §21③).

파산참가기관이 예금자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당해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법 §22)를 제외하고는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 §23). 파

산참가기관의 예금자대리권은 예금자 본인의 권리행사 신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여된

제한적 법정대리권이다.

1998년 4월 1일 업종별로 다기화되어 있던 예금보험기능이 예금보험공사로 통합되면서 예금보

험공사의 예금자보호기능이 강화되고 부실 금융기관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預金

債權매입제도와 整理金融機關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전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예금자가 예금채권을 조속히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하는 제도이다(예금보험공사법 §36의2②). 또 후자

는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식회사 형태로 설치되는 정리

금융기관이 양수함으로써 해당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시장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다(동법 §36의3①∼③).

정리금융기관 (架橋은행; bridge bank )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출자하며 영업기간은 최장 3년으

로 하되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동법 §36의7①), 예금보험공사의 지

도·감독 하에 예금채권의 지급, 대출금 등 채권의 회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한다(동

법 §36의5①④). 1998년 1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정지대상 종금사의 자산, 예금 기타 부채를

정리하는 임무를 띤 한아름 종합금융주식회사 는 정리금융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목적의 종합금융회사로서 정리금융기관과는 법

적 성격이 다르다.



마. 금융기관의 법정관리

구조개선법에서는 회사정리 절차에 의한 금융기관의 재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인 경우 更生의 가망이 있다면 회사정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예금

자가 존재하고 예금보험금이 지급된 파탄금융기관에 대하여 破産이나 和議를 모색하는 것은 적합

하지 않으므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영업양도나 제3자 인수를 추진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도산시 예금보험금의 지급 등 감독기관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법원

이 주도하여 금융기관의 정리·재건을 도모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신용질서의 안정

을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회사정리절차는 적합치 않으므로 예금채권자를 대리하는 예금보험

기구가 송달수령, 자산실사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의 확정에 있어서도 예

금채권매수 등 채권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채권조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구조개선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

로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 으로 확대

-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자 (주식병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대한 특례

를 규정

-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適期是正조치(Prompt Correctiv e A ction ) 도입

근거를 마련

- 금감위가 상대를 지정하여 합병 등을 권고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증자 등 자금지원의 금액

과 조건 제시

-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금감위 등의 증자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을 병합하는 특례 인정

- 금융기관이 감자명령을 이행하거나 증자를 위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설립법에서 정

한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더라도 인가취소 유예

- 금융기관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으로 동일인여신한도 등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3년내

해소 조건으로 허용

4. 外國의 도산에 관한 법제

가. 미 국

금융기관의 도산시 연방파산법(U .S . Bankruptcy Code)이 적용되는 대신 연방예금보험공사법,

각 은행의 설립법에 따라 도산절차가 진행된다. 국법은행 (n ation al bank )의 경우 통화감독청

(OCC)이 감독권을 갖고 파산실시 여부, 관재인 (r eceiv er ) 또는 재산보전인(con serv ator )의 선임 등

을 결정한다. 통상 연방예금보험공사 (F DIC)가 국법은행의 관재인으로 임명된다.



반면 주법은행 (stat e ch artered bank )의 경우 주은행국이 감독권을 갖고 각주의 은행법에 따른

도산절차를 실시한다. 주 은행감독당국이 파탄은행의 업무와 자산을 인수한 후 FDIC에 관재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연방예금보험제도 가입은행의 경우 FDIC 주도로 도산절차를 실시하게 된

다.

연방예금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는 FDIC가 도산절차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10만달러 이하의 예금을 취급하는 국법은행 및 연방예금보험제도 가입 주법은행 (해외지점이 받은

예금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 10만달러 이하의 예금을 취급하는 외국은행 지점이 포함된다.

다만, 1991년 외국은행 감독강화법 (F oreign Bank Supervision Enh ancement A ct )에 따라 외국은

행은 현지법인(sub sidiary bank ) 형태가 아니고서는 소액예금을 취급하는 지점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다.

FDIC는 파산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의 형편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다양한 처리방법을 실

시하게 된다. 우선 폐쇄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부보예금의 이관, 자산·부채

의 이전 (P&A ), 가교은행(bridg e b ank )의 설립 등이 있으며, 다음 存續을 전제로 한 경우로는 직

접적인 자금지원, 자금지원을 통한 합병이 있다.

나. 영 국

은행에 대하여도 일반 기업과 같은 도산절차가 적용되지만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은행을 청산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 (ju st an d equit able)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

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의 청산 신청권이 인정된다.

은행업 인가 (banking licen se)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보험제도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

며, 예금보호원 (Deposit Protection Board)은 은행이 도산하였을 때 예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

액을 2만파운드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 독 일

은행의 도산절차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파산법 및 화의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연

방금융감독원 (Bun desaufsicht sampt für Kreditw esen ; BA Kred)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헤르슈

타트 은행의 도산 직후인 1976년 신용제도법 (Geset z über das Kreditw esen )이 개정되어 BA Kred

의 감독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BA Kred는 은행의 도산을 피하기 위하여 지급금지, 영업정지,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A Kred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만, 일단 화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중지된다.

독일내의 은행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별로 사적인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속한 은행이 도산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BA Kred가 은행업 면허를 내줄 때 예금보험제도의 가입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라. 일 본

은행 도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은행법상 신용질서의 유지,

예금자 보호, 금융의 원활화,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위하여 大藏省이 관여하고 있다. 은행이 스스

로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대장대신의 인가를 요한다.



금융기관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21일 금융기관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

률 이 제정되었다. 대장성은 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은행

이 법령, 정관, 법령에 기한 대장대신의 처분에 위반한 때,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 은행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 은행은 강제적

으로 해산된다.

은행의 면허가 취소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대장대신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

을 선임하고 청산절차를 실시하며,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반 청산 또는 파산

절차로 이행한다. 법원의 감독하에 은행에 대한 청산·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대장성은 원활한 절

차진행을 위하여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원은 대장대신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대장대신은 법원에 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사정리·화의절

차가 개시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은행 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이 도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예금보험기구는 예금자를 대위하

여 도산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1971년에 제정된 예금보험법에 따르면 외화예금이나 해외지점 예

금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며, 외국은행 지점도 보험대상 금융기관에서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