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윤리경영의 발전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

송진호1)
이 글은 금융기관 윤리경영 관련 이슈로서 금융의 공공성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회
적 책임과 금융산업의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윤리경영 의식의 약화 현상을 고찰하고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검토
하면서 금융부실책임추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살펴본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
금회수 극대화 및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부여된 금융부실책임추궁
역할이 금융기관 윤리경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금융기관 윤리경영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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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금융기관 윤리경영 관련 이슈

1. 금융의 공공성 및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1)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기능과 공공성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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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에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라는 구체적․추상
적 공간에서 금융거래를 매개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과 같은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이용하여 자금수요자가 자기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자금공급자에게 교부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은행 등과 같은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을 통하여 자
금공급자에게서 자금수요자로 자금이 이전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은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소득의 흑자 및 적자주체 사이에서 자금
을 이전시키는 자원배분 기능을 하고 소비주체인 가계가 자신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
에 맞게 소비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분산투자를 돕고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 헤지 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위험을 위험선호도(risk preference)가 높은 다른 시장참가
자에게 전가하는 위험분산(risk sharing) 기능을 하며,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높은
유동성(liquidity)을 제공하면서 자금수요자의 차입비용을 줄여주는 동시에 금융거래에 필요
한 정보 수집의 비용 및 시간도 줄여준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차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시장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라고
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기능은 은행 등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수행되는데, 금융중개
기관은

신용정보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위험기피적인 자금공급자와 위험추구적인
자금수요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선호도 차이를 조정하며, 자산변환을 통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금융중개기관은 미래수익
에 대한 불확실성․위험․고정성을 관리하여 확실성․안정성․유동성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와 스프레드(spread)를 얻는다(정운찬, 송홍선, 2007).
금융 중개기관 특히 은행의 기능 중 금융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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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이자율 결정에 따라 여수신 이자율을 변경함으로써 통화수요를 조절하는 통화채
널로서의 기능이 있고, 은행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저비용에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능이 있으며, 은행이 여신업무를 통해 신용위험을 부담하면서 기업이나 가계에 필요한 자금
을 제공하는 자금중개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지급결제 기능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은행업무를 수행
하는 금융회사가 동 기능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용측면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중소기업금융 등에서의 자금중개기능 위축에 따른 신
용경색 현상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금융회사가 사전적으로 공공적 역할을 분담하
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사회적 기여활동을 통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구
본성, 2005).

(2) 금융기관의 경영원칙 중 공공성의 원칙 및 정부의 규제

금융기관은 일반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에 속하지만, 예치한 고객의 돈에
아무런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고 장래의 반대급부에 대한 믿음만을 제공할 뿐이지만 그 믿
음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신력과 공공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업이라 할 것이다.
공공성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는 공익성과 공정성이 있는데, 공익성은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주변의 다수 사회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
는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공정성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지 않고 경쟁체제 및 교섭력
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에 기초하여 높은 수준의 건전성과 수익
성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공익성의 요소를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손상호, 2005).
금융기관이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해야 하고 장

윤리경영연구 제12권 2호

87

금융기관 윤리경영의 발전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

기적으로 재무구조의 안전성, 자산의 건전성 및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치
게 수익만을 추구할 경우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반기업에 비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강병호, 2009).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강한 규제의 명분으로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와 금
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를 들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금융기관들의 광범
위한 몰락이 결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이
러한 정부 규제의 양태로는 진입제한, 정보공개, 자산과 활동 제한, 예금보험제도, 경쟁제한,
이자율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Mishkin & Eakins, 2009).

(3)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

금융기관의 공공성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업성 또는 영리성 등과 대비되는 개념
으로 금융기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
면인 소극적 의미의 공공성과 함께 금융기관이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공공성인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금융시스템의 중
추 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위축,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 등으로 서민금융시장
에서 초과수요가 지속되면서 금융소외계층 및 대부시장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 대상 소액신용대출을 늘리도록 위험가중치 하향조
정, 소비자금융업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기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는
저신용층을 위한 신용공여에 금융기관들이 부분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정찬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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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의 변화가 금융기관 윤리경영에 미친 영향

(1) 금융산업의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성 중심 경영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금융산업에서 범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변화 양상
을 요약하면 규제완화, 정보화, 증권화, 국제화,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강
병호, 2009),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기업화’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금융기관 경
영의 중심축이 수익성 위주로 급격히 전환된 데 있다(마틴 메이어, 2009).
금융의 규제완화는 자율화라고도 불리는데 각종 금리와 수수료의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
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각종 법률적․기술적 제약의 완화에 따른 금융기
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금융의 겸업(convergence)이 가속화되며, 이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의 관리가 금융기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금융의 정보화는 기술혁신과 정보공학의 발달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제도(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와 전자은행제도(electronic banking)의 정착으로 디지털경제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금융거래를 가능케 하였으나, 인터넷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미흡 및 컴퓨터해커의 침입 등에 따른 보안상 문제들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금융의 증권화는 범세계적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수단이 종래의 예금․대출 위주의 간접
금융 방식에서 채권․주식 등 직접금융 방식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말하며, 증권
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증권의 양도성, 환금성 및 표준화 용이성에 따른 유동성의
증대와 신용리스크 전가 가능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능의 향상 등을 들 수 있으나, 신금융상
품 개발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가능성으로 증권의 결제위험과 같은 금융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금융의 국제화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기술혁신, 금융의 통합화 및 금융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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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정합현상(congruence)과 연관되어 금융의 초국가화, 다국적화 및 범세계화의 단계
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이 심화․발전되는 현상을 말하며, 국제간 자금
이동에 따른 자본자유화를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위
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금융의 대형화․전문화는 금융산업이 한편으로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대형
복합금융기관이 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화의 경제를 추구하는 소형전문화기관으로
구분되는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을 말하며, 대형화의 경우 시스템 위기 시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전문화의 경우 고도의 전문화된 시장(market
niche)을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킹이 요구된다.

(2) 금융서비스별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

금융서비스 분야 중 이해상충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활동 영역은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인수 및 리서치 업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및 자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및
컨설팅,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하에서 여러 업무의 겸영 등을 들 수 있다
(Mishkin & Eakins, 2009).
투자은행은 증권 발행회사를 리서치하면서 동 회사 증권의 인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
기도 하는데, 이는 정보 취합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는 반면, 투자자는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경영자문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와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피감사회사는 자문서비스를 회유 수단으로 삼아 감사인을 압박할 수 있고, 동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가 피감사회사의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감사인은 이에 대한 거절의견을 내
기가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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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은 피평가회사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해상충에서 자
유로울 수 없으며, 최근에는 회계법인처럼 경영자문 업무도 수행하면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신용평가 결과를 자문사업 확장의 수단으로까지 인식하면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겸업은행제도 하에서는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여러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
서 이해상충 업무를 겸영하기도 하는데, 증권 인수자가 발행업무를 병행하기도 하고 은행
담당자가 증권 발행에 간여하기도 하며 은행 지점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험상품을 강매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도덕적 해이의 심화 및 금융 불안정성의 확대

금융산업의 범세계적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성 강화 요구와 몇몇 금융서비스 분
야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의식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이익창출의 당위성 앞에서 윤리경영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러한 현상은 금융의 증권화, 자율화, 국제화의 경향과 맞물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금융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정운찬, 송홍선, 2007).
금융의 증권화 현상은 80년대 이후 현저하게 나타난 현대 금융산업의 추세로 금융시장
의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에 일조한 측면도 있으나, 금융공학 및 파생상품으로 대표되는 금
융혁신과 결합하면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영업행태를 ‘발행 후 보유(originate and hold)'
에서 ‘발행 후 배분(originate and distribute)' 모델로 대체하고 신용위험을 다른 기관투자가
에게 전가하려는 위험한 경향이 조성되었다 (Roubini & Mihm, 2010).
금융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금리․자본․진입․업무영역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부문의 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 규제 정도의 차이에서 촉발되어 금융의 범세계적 통합에
따른 역외금융의 발달 및 겸업화 추세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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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반사회적 행동 및 파국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경제주체의
어두운 본성인 이른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Akerlof & Shiller, 2009) 을 무시하고,
규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만으로 규제완화 또는 철폐만이 해결책이라면서 규제 자체를 회
피하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system)’과 같은 위험 요인을 방치한 데 대하여 비판
하는 견해도 있다 (Krugman, 2009).
금융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유형으로는 세금 회피 등 부
당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역외금융 거래를 악용하거나 대형 금융기관이 과도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지위를
넘보며 대마불사를 도모하려는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투기성 자본 등의 갑작스런 유
출입 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하고 금융위기 시 범세계적인 위기 감염 매개체로서 작
용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금융감독장치 및 거시경제적 안전장치(safe guard)의 마련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3. 금융위기의 주기적 발생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의 연관성

(1) 금융위기 발생 과정에 대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분석

금융위기는 자산가격의 급락과 다수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데,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손상으로 금융시장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급증하여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마비될 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Mishkin은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금융위기 발생을 설명하는 5가지 주요 요인으로 이자율 상승, 불확
실성 증가, 대차대조표상 자산시장 효과, 은행 건전성 문제, 재정 불균형 등을 열거하고 있
다 (Mishkin & Eaki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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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자율 상승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은 대출을 자제하게
되고 오히려 고위험 기업이 은행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고 정작 사업 전망이 밝은
중소기업 등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의 급
격한 불확실성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 지장을 야기하여 경제활동 전체의 위축을 가져오
는 역선택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기업의 대차대조표 상태는 비대칭 정보 문제의 중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주식시
장 폭락 등에 따른 자산가치의 급락과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담보가치 급감 등은 금융기
관의 대출 기피를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리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시장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 건전성이나 재정 불균형 문제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신뢰의 문제를 야기하여
문제 은행이 발생한 후 타 은행이 연쇄 파산하거나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외채 상환 압력
및 외화환산손실 등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불특정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는데, 이는 정보 접근 곤란에 기인한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해 온 주요 금융위기들을 분석하면 일정한 패
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19세기 이후 대공황까지 미국의 금융위기 사례들에서는 은행
의 자본잠식,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이자율의 상승, 주식시장의 급락 등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급증하게 되고 금융기관들
은 대출을 기피하게 되어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악순환 속에 은행의 연쇄 파
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야기된 대공황 하에서는 역선
택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증가하여 국민경제 전체가 장기간 불황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
이다.
한편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멕시코, 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금융위
기 사례들에서는 범세계적인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형성된 대출 붐의 부작용으로 부실채권
이 급증하였고 금융감독 및 여신심사 시스템의 미비 문제와 맞물리며 은행의 자본잠식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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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기타 신흥 개도국들과는 달
리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금융감독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
부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부 채권을 매입하도록 강요하면서 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심각
하게 훼손되었다고 설명한다.
신흥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의 증대와 주식시장 급락
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이 정보 비대칭 속에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금융기
관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기가 곤란해지고 다수 기업들은 자산 및 담보가치의 하
락을 만회하고자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되어 신용 상황이 더욱 악
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점에 투기성 해외자본의 각국 외환시장에
대한 공격은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의 특성상 환율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가계
와 기업 그리고 해외 투자자 모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금융위기가 외환위기
라는 경제 전반의 위기로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대리인 이론의 또 다른 적용 사례라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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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금융위기들의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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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흥시장 금융위기들의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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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 부실 사태와 엔론(Enron) 사기 사건

저축대부조합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된 사회적 자본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70년대 인
플레이션 상황에서 고이자율 및 사업수익 감소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의 대출보
증 및 규제완화 등을 바탕으로 무리한 업체간 인수합병 및 정크본드 투자 등을 추진하다 대
량으로 부실화되었다 (마틴 메이어, 2009). 이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은 불법적 위험감수
(unlawful risk-taking), 집단횡령(collective embezzlement), 은폐(covering up)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배임, 횡령, 증거인멸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은행을
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rob a bank is to own
one.)"라는 세간의 풍자를 무색하게 하는 조직의 조직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김영진, 2008). 한편 저축대부조합의 연쇄도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
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개혁갱생및집행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이 제정되었고, 부실책임추궁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는 포괄적 금융사기기소 및 납세자회수법(Comprehensive Thrift and
Bank Fraud Protection and Taxpayer Recovery Act of 1990) 제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엔론은 천연가스에서부터 시작하여 광대역통신, 재보험, 파생금융상품에까지 사업을 확
장하여 1999년 기준 총자산 634억 달러로 미국 기업 순위 7위에 오른 거대 기업이었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Entity)를 설립하여 편
법적인 자금차입, 헤지거래, 시가평가회계(mark to market) 남용 등의 광범위한 회계부정을
자행하면서 회사 실적을 부풀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계속하다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엔
론 사건 이후에도 대기업의 회계부정과 기업가의 비리 스캔들이 끊이지 않아 금융시장이 동
요하자 미국 의회는 2002년 7월 Sarbanes-Oxley법을 제정하였는데, 회계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회계감독이사회를 설립하고 외부감사인의 컨설팅 활동을 일부 금지하며 회사
내 감사위원회 설치와 부외거래 공시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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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영진, 2008).
Akerlof와 Shiller는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대량 부실 사태와 거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제주체가 지닌 ‘야수적 충동’의 어두운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치
밀하게 조직된 범죄 행위로서 주류 경제학의 기본 가정인 경제주체의 합리성 개념에 근본적
인 회의를 제기한 사례였다고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특히 엔론 사건 이후 기업회계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새삼 확신을 갖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Akerlof & Shiller, 2009).

(3)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 및 극복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관련 논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각국 금융시장의 인프라 미비로 은
행을 통한 차입 위주의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금융회사 내부의 대출심사와 위험
관리 기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으며 금융감독 시스템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
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국가신인도가 추
락하고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와중에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까지 겹치자 각국 당국이 무리한
환율 방어로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공통
적인 진단이다(김용덕, 2010).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이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인식 아래 IMF의 권고에 따라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기
업 구조조정 내용 중 도덕적 해이 극복 방안으로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감
사위원회 도입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였고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신
설하였으며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행장 후보 추천위
원회를 도입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도 일상적인 경영활동
에 불간섭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김용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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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적자금 투입 유발 기업에 대한 특별수사기구로 대검찰청 산하에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 및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을 설치하였는데, 합동단속반에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구성원들
이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공적자금 투입의 직
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부실채무기업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2000년 12월
｢예금자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12월에는 예금보험공사 내 부실채무기업특
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김영진, 2008).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부실책임
유형으로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부당대출, 회사채 발행 및 부당이익배당,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대주주 부당지원, 임직원의 회사자금 및 부동산 횡령 등이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대다수 서구 언론 및 학계에서는 ‘아시아적 가치
(Asian values)’ 또는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등의 표현으로 동 위기의 원인을 특
정 지역 경제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및 도덕적 해이의 만연으로 단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으
나, Krugman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위기 발생 직후부터 동 위기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지도 모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전조일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Krugman, 2009).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윤리경영 관련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관련 논의

(1) 금융기관의 행태보다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는 견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초저금리정책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무모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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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및 투자활동, 거기에 금융규제의 과도한 완화와 취약한 금융 감독 역량 등이 결부되어
발생되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김용덕, 2010).
여기에서 금융위기 발생원인의 중점을 과잉 유동성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요인에 두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의 종속변수로 보거나
기존의 대리인 이론 내지는 상황 논리로 설명하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초저금리
와 정부의 무리한 주택 부양책이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을 유발했고 대마불사의 기대감이 무
모한 투자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Calomiris, 2010).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각국마다 상이한 자본규제 및 조세제도로 인하여 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및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 발생했고, 특히 2004년 미국의 서
민 중심 주택정책과 초저금리 상황이 맞물리며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과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등장을 초래한 가운데 은행의 수익 모델이 ‘발행 후 배분(originate to
distribute)'으로 변하면서 규제감독 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금융위기의 전염 위험(contagion
risk)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Blundell-Wignall, 2009).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능력과
의지도 없으면서 현실적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국제적 분쟁의 소지도 있는 초국적 대형 금융
기관에게 자신의 규제 감독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하고, 대마불사의 문제 역시 시장논리에
따라 주주나 채권자가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bail-ins)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
견도 있다 (Gapper, 2010).
이러한 월스트리트의 경제논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막대한 구제 금융을 지원
받으면서 자신들은 고액연봉에 고급주택의 삶을 누리고 서민 대다수는 실업에 주택 차압까
지 당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월스트리트에 대한 개혁 요구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
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Rei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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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 경과

◆ 2006. 8월: 미국의 주택가격지수가 10년 만에 하락
◆ 2007. 4. 2: 뉴센트리파이낸셜(미국 제2위의 모기지 업체) 파산 신청
◆ 2007. 7. 17: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 2개가 모기지 손실(MBS, CDO 부실)로 청산
◆ 2007. 11월: 주요 투자은행 산하 구조화투자회사(SIV)의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
◆ 2008. 1월: 암박(채권보증회사)의 주가 폭락 및 신용등급 하락
◆ 2008. 3. 16: 베어스턴스(세계 제5위 투자은행)가 CDS 부실로 파산 신청, 3. 17일
주당 2달러(장부가액의 1.2%)에 JP모건체이스에 피인수
◆ 2008. 7월: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미국의 국책 모기지 금융회사)의 손실 확대,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 부각
◆ 2008. 9. 7: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에 2,000억불의 구제금융 투입 결정
◆ 2008. 9. 14: 메릴 린치(미국 제3위 투자은행)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피인수 결정
◆ 2008. 9. 15: 리먼 브러더스(미국 제4위 투자은행)의 파산 신청
◆ 2008. 9. 16: CDS 손실로 부실화된 AIG(세계 최대 보험회사)를 미국 정부가 인수
하기로 하고, 이후 총 1,525억불 투입 결정
◆ 2008. 9. 25: 워싱턴뮤추얼(세계 최대 저축대부조합)이 도산해 JP모건체이스에 피인수
◆ 2008. 10. 3: 7,000억불의 구제금융법안이 미국 의회 통과
* 2008. 10. 10: 다우지수 7,884로 하락(전년대비 44% 하락)
◆ 2008. 11. 23: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에 3,060억불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우선주
200억불을 매입하기로 결정
◆ 2008. 11. 25: FRB가 8,000억불을 모기지 시장,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시장 안정에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
* 2008. 12. 12: 미국 재무부 증권 3년물의 수익률이 연속 하락하며 2.57%에 거래,
3개월물은 0.01%에 거래되며 1962년 집계 이후 최저치 기록
◆ 2009. 1. 20: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2년간 7,000억불-1조불의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약 7조 4,000억불 투입 중: FRB의 기간물 입찰대출에
1조 6,000억불, 회사채 매입에 2조 4,000억불, 모기지 시장과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시장 안정에 8,000억불,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은행간 보증에 1조 4,000억불,
재무부의 부실자산인수 프로그램에 7,000억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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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의 행태를 위기 유발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견해

Stiglitz는 금융기관들이 저렴한 거래비용과 안정된 고정금리를 바라는 주택구입자들의
수요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모기지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높은 거래비용과 불안정한
변동금리로 자신들의 수익극대화만을 추구한 것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효율적인 자금중
개와 위험관리에 따른 대출 기능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위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신용평가기관들의 축복 속에 연기금펀드가 투자할 만큼 안전한 최우량 등급
(AAA-rated)의 금융상품으로 둔갑시킨 행태에 대해서는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의 허황된 시
도와 같은 것으로 풍자하였다 (Stiglitz, 2010).
Akerlof와 Shiller는 이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를 틈타 모기지 사업에 진출한 대출업자들
은 모기지 대출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용평
가기관, 투자은행 등과 함께 연쇄적으로 무책임한 먹이사슬에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애초에 부채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모기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가짜 만병통치약(snake
oil)을 산 셈이었다고 힐난하였다 (Akerlof & Shiller, 2009).
Krugman은 은행의 핵심적인 특성을 고객이 예치한 금전에 대하여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한 상태라 하더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방
식에서 찾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system)은 경매를 통해 금리를 조정하는 장기채권인 경
매채권(auction rate security) 등을 통하여 은행이 부담해야 할 만기 불일치의 위험을 상대
방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운영하다가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 연쇄 도산의 전염 매개체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Krugman, 2009). 이와 관련하여 신현송 등은 금번 금융위기를 ‘포스
트 증권화(post-securitization)’ 신용위기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익숙하지 못한 특성들이
많고 대처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Greenlaw, Hatzius, Kashyap, & Shin,
2008).
Roubini는 실제 위험이 과소평가된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자신들만의 수학공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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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알파벳 수프’ 또는 ‘독성 소시지’라는 별명을 가진 증권화 금융상품을 고안한 금융공학
자들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증권화라는 먹이사슬에서 부실채권을 교묘하게 금융기관에 떠
넘긴 모기지 중개인이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면서도 모기지 부실에는 책임지
지 않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금번 금융위기에 있어 더욱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성과급이 기본급을 크게 상회하고 성과체계가 1년 단위의 단기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과도한 위험부담 및 레버리지를 부추겨 금융기관의 부도까지 초래할 수도 있음을 경
고하였다 (Roubini & Mihm, 2010).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 논의

(1)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의식변화 및 제도개혁 방안들

Stiglitz는 이번 금융위기가 한편으로는 도덕의 위기임을 설파하면서 금융인들이 위험한
모기지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증권화했으면서도 그 위험성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스
스로 금융인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민층에게 판매하였
다면 이는 금융착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준엄하게 질책하면서 그러한 부도덕한 사익 추구 행
위들로 인해 ‘도덕 적자(moral deficits)'가 넘쳐나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금융회사
가 파산하는 경우 일본의 CEO는 할복을 하고 영국의 CEO는 사직하는 반면 미국의 CEO는
보너스 액수를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예를 들며 미국 사회의 무책임성과 개인만능주의에 대
해 개탄하기도 하였다. 그는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토대
로 사익 추구가 저절로 사회 전체 이익에 기여한다는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일축
하면서 개인주의에 상응하는 개인책임주의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였다 (Stiglitz, 2010).
Roubini는 금융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수 체계의 개편을 들었
는데, 제한된 주식으로 보수를 받고 현재의 관례보다 더 오래 주식을 소유하고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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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성과급 체계를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하였다. 특히 보너스계좌를 몇 년간 회사에 위탁하는‘보조금-부과금(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하여 트레이더 등이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동 계좌에서 공제되도록 하면 투자에 신
중해질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금융인에게 자신들이 만들거나 판매하는 파생상품을 보너스
로 지급하면 파생상품의 안전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보수 지급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여 경제 전체에 혁신성과 창조성이 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Roubini & Mihm, 2010).
이러한 금융인의 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Kaplan은 몰락한 리먼 브러더스나 베어 스턴스
직원들의 보수체계가 위에서 설명한 회사 위탁 방식과 유사했음을 지적하며 금융위기의 원
인 중 하나로 과도한 보수지급을 지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반면 Johnson은 투자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보수 관행은 결국 금융기관의 몰락을 초래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 있
는 방향으로 보수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Kaplan & Johnson, 2010).
한편 국내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스톡옵션을 제외할 경우 국내 금융기업 10곳의 경
영진 평균 보수가 비금융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보수 지급 체계를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성과 평가에 연동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수익성 지표에만 역점을 두는 업무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성, 유동성, 건전성, 자기자본적정성 등 다양한 재무지표를 반영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신정순, 오원선, 2009).
한편 현업 금융인이기도 한 Pozen은 금융 분야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증가와 경쟁 제한
적인 거대 금융 그룹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금융상품 및 현장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명감도 투철한 퇴직 금융인 출신을 금융기관의 강화된 사외이사 등으로 임명하여 공정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최적의 이
익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시장 지향적
인 감독 시스템은 금융 분야의 개혁을 넘어 사회 전체를 ‘일방 자본주의(one-way
capitalism)'에서 '책임 자본주의(accountable capitalism)'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Poz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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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금융 전문가들의 노력 관련 사례

<사례 1 : 어느 애널리스트의 외로운 투쟁2)>
Richard X. Bove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은행 전문애널리스트이다. 그런 그

가 최근

2년 동안 외로운 법적 투쟁을 벌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부실 가능성에 대한 그의 분

석 보고서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BankAtlantic이 그 상대방이다. 동 은행은 플로리다 주의

모기지 전문 대출은행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모기지 부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던 중
Bove가 동 은행 지주회사인 BankAtlantic Bancorp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곧바

로 소송을 제기한 후

2년여가 흐른 최근에야 중재안에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지었다. 애널리

스트의 의견 표명에 대한 소송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만큼 은행 입장에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반증으로 해석하고 있다

. 물론

Bove로서는 의견을 정정함으로써 쉽게 타협을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애널리스트 업

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유사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사명감이 그로 하여금 장
기간의 소송을 견디게 했다고 한다

. 그러나 개인주의적이고 소심한 애널리스트 업계의 속성

을 반영하듯 그의 지원 호소에 응한 개인이나 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 그도 사정을 이해하
므로 더 이상 법적 분쟁은 바라지 않는다며 담담히 대답하였다 .

<사례 2 : 어느 트레이더 정보원의 집념3)>
Arther F. Schlobohm(가명)은 최근까지도 트레이더와 FBI 정보원의 두 가지 일을 병

행해 왔다 . 그는 불법외환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한 트레이더에게 18개월 가까이 접근
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는데 때로는 신변에 위협을 느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분노만큼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 그는 정보원으로서의 생활이 경제

2) Martin & Story, 2010.
3) Wyat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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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손해가 되고 위험부담도 따르는 일이지만, 단조로운 트레이딩 업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만족감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 그는 투자은행 업무 종사자 중에서도 자신처럼 사명감
을 가지고 정보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나타나 억울한 피해자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랐
다

. 감독당국이나 사법당국은 금융범죄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

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권 종사자들이 나서서 경보를 울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 사건 담당 검사도 각종 화이트컬러 범죄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면

서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하지만 금융개혁법의 발효
로 백만불 이상 범죄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발견 금액의 최고

30%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었

다 . 물론 그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례 3 : 금융범죄 조사 컨설팅 사업의 전망4)>

구조조정 관련 업무의 선도자였던 FTI 컨설팅 그룹은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범죄
조사 등 대정부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
진 중에 있다

. 최근 미국 정부의 금융범죄 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사업성이 없어

보이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그룹

CEO의 판단이다. 이 그룹은 최근 Madoff와 Stanford가 관련된 수백만불 사기 사

건의 결정적 단서를

SEC에 제공하는 등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정보의 사각지대를 파

악해서 알려 주는 일을 하고 있다 . 또한 증권 관련 소송에서는 일반인들이 확보하거나 검증
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 사업의 관건은 우수한 인재확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
기에 이 그룹은 전직

SEC 직원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 등도 채용하여 업무 역

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 이 사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일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사람들을 매
료시킨다고 이 그룹

CEO는 말한다.

(3) 미국 의회 금융개혁법 중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관련 사항
4) Maste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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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미국에서는 최근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
템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의 공식 명칭은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라고 한다. 동 법은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금융회사에 대
한 규제․감독제도의 개편, 투자자보호 및 시장규율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정찬
우, 서병호, 신보성, 오영수, 2010).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관련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편으로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동 업무만을 전담하는 금융소
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소비자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을 담당케 하였다.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은행(FRB)의 긴급대출을 개별 금융회사 지원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함은 물론 모든 긴급대출에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게는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비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산․정리 권한을 부여
하여 책임 있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납세자의 세금으로 부실 금융회사를 구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참가자의 각종 도덕적 해
이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하고, 은행 등에 대한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제한하는 일명 Volcker Rule을 신설하여 은행
등이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 계정 거래(proprietary trading)을 금지하고 기업결합
이후의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을 금지하였
다. 또한 부보금융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스왑시장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파생상품 업무를
제한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헤지․사모펀드는 SEC가 감독하도록 하여 펀드로 하여금 운용
자산 규모, 레버리지 비율(부외자산을 포함한다), 거래상대방 노출 규모, 보유자산의 종류,
가치평가 방식 등 주요 정보를 보고토록 하였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규율 강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증권거래 및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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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 SEC가 증권 중개인의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 준수 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공매도(short selling)를 위한 주식의 대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금
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경우 발행 금융회사도 동 신용위험을 공
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장외(over the counter) 스왑거래도 SEC와 CFTC의 감독 대
상에 포함하여 파생상품 감독을 강화했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신용평가를 방지하고자 SEC
내에 신용평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규정을 어기는 신용평가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경영진 보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시를 강화하면서 주주에게 경영
진 보상에 대한 권고안(say on pay)을 부여하고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의 독
립성을 강화하며 기 지급 보상액에 대한 환수(clawback) 조항을 신설하였다.
금융개혁법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는 과정(찬성 60명, 반대 39명)에서
공화당 의원은 단 3명만 찬성한 데서 볼 수 있듯 미국 정치의 당파성을 여과 없이 보여 주
면서 향후 정치세력의 변동 가능성에 따른 불안정한 미래를 노정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금융권의 반대를 극복하고 신설되는 등 나름대로 역사적
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2,300 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많은 경우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금융안정과 신용가용(availability
of credit)과 같은 상충하는 목표를 조정토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놓지
않는 등 허술한 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3. 금융부실책임추궁의 필요성 및 대상 확대 관련 논의

(1) 금융부실책임추궁에 회의적인 견해 및 이에 대한 반박

Crook은 최근 미국 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있는 대형 은
행 임원들의 유화적인 자기변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정책으로 전환되기에는 추진 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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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인의 탐욕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금번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규제 강화나 금융기관 처벌만으로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단언하면서 ‘위기책임세금’ 신설이라
든가 “우리의 돈을 되찾읍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
호는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정을 살펴보면 허황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
장하였다 (Crook, 2010).
Gapper는 미국 정치인들이 금융인들과의 친분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릴 만큼 금융권
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금번 금융개혁법 제정 과정에 금융인들이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관련 조항들이 형법 조항처럼 되어 버렸다고 개탄하였다. 사실상 영업활동 반경이
국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투자은행들에게 동 법을 강제할 경우 복잡한 국제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도 우려하였다. 그는 금융인에 대한 감정적인 처벌보다는 유럽식으로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bail-ins)이 더 합리적이라고 웅변하였다 (Gapper, 2010).
이러한 견해들의 공통된 관점은 금융위기의 해결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
위기의 시스템위기로의 전파 차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거시적 목표만을 강조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금융부실책임추궁 같은 미시적 정책목표 내지는 정책수단들의 중
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시스템위기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과 그 목표를
위해 부실책임추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는 마치 반
기업 정서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만과는 별개로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반기업 정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할 뿐이라는 Krugman의 지적과 맥
락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기업인들이 금융위기, 건강보험 스캔들,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
건 등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반성하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듯 이를 두둔하
려는 모습에서 그들의 공범 의식이 폭로된다는 것이다 (Krugman, 2010).
마찬가지로 금융부실책임추궁에 거부감을 보이는 일부 견해들은 거시경제의 원대한 목
표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획득하려는 미시적인 차원의 변명이자 자신
들에게 책임추궁을 하면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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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2) 금융부실책임추궁의 필요성 및 대상 확대에 적극적인 견해

미국 법무부가 주최한 모기지 사기범죄 및 사회적 파장 관련 세미나5)에서 정책담당자,
대학교수, 사업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의 여파가 단순히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이로 인한 범죄의 증가 및 인권의 유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모기지 사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총 없는 은행 강도(bank robbery without a gun)'라 할 수 있고, 특히 모기지 사기가 ‘약탈
적 대출(predatory lending)'과는 달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인을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 연쇄적으로 범하게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도 모호하게 되는 집단적 범죄
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조장한 모기지 대출업자
나 증권화를 통해 이를 활성화한 금융회사들의 경우는 고의성 정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불
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신종 테러리즘 성격의 화이트컬러 범죄에 속한다는 견해가 주
목을 받고 있다. 한편 모기지 부실에 따른 집단 압류 사태로 많은 이웃들이 집을 잃고 있으
며 남은 사람들도 마을 공동화에 따르는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공분과 책임추궁의 필요성
도 점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사법당국의 입장은 모기지 업계 종사자들, 즉 부동산업자, 감정평가
인, 중개인, 변호사, 보험판매인 등은 부동산거래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책무가 있는
데도, 부동산 급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유인이 증가하자 이에 현혹되어 모기지
대출의 건전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계약 성사에만 집중하였고, 그 결과로 모기지의 대량 부
실과 그에 따른 집단 압류사태 및 지역공동체 붕괴의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되었으므로 이에

5) U.S. Department of Justice, "Mortgage Fraud, Foreclosures, and Neighborhood
Decline", Meeting Minutes, Charlotte, North Carolina, March 31-April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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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사법당국은 모기지 관련 범죄의 척결
과 부동산시장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
고 있다 (Wagner, 2010).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자 기망 혐의를 받던 골드만삭스가 SEC에 5억 5천만
불을 지급하기로 중재 합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SEC가 기소할 결심도 없이 조사에 착
수했다가 사건을 중재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규제당국의 무능이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기소
를 통해 금융시장에 건전경영의 경종을 울렸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다 (Mitchell, 2010). 이처럼 부실책임추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
는 가운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국의 재정적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조세 피난
처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고, 이와 함께 금융부실
책임자 등의 해외 재산도피 시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국제 조세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3) 미국 정부 차원의 금융부실책임추궁 강화를 위한 노력

2009년 11월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는 금융 및 주택시
장에서의 사기범죄에 대한 책임추궁 및 경제재건 과정에서 소요될 막대한 재원에 대한 금융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법무부 주도 하에 25개 이상의 연방정부조직, 규제당국, 감찰관 및
주정부의 관련 조직 등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 기구로 ‘금융사기통제특별기구(Financial
Fraud Enforcement Task Force)'를 출범시켰다 (Adkins, 2010).
동 기구의 주요 임무는 금융위기 및 경제재건 관련 금융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기소, 동 범죄 관련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대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관련 차별행위 시
정, 금융범죄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연방․주․지방 정부의 유관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의 금융범죄 탐지 및 예방 업무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자 구제 및 각종 영리․비영리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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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구는 범정부 조직의 참여로 금융사기에 대한 통제수단을 기존 형사적 처벌에 한정
하지 않고 민사적, 파산법적 수단으로까지 더욱 확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연방․주․지방
검찰총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업무 공조로 금융사기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
지 않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자평하였다.

<사례 4 : 월스트리트에 맞서는 오하이오 주 검찰총장6)>

오하이오 주 검찰총장인 Richard Cordray는 월스트리트를 카지노에 비유하며 잘못을
저지른 회사에 대해서는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 수도 위싱턴에
서는 볼 수 없는 빈 집들 , 스프링이 튀어 나온 낡은 침대들이 이곳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면
서 무책임한 은행들은 구제된 반면 정작 금융위기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잊히고 있다는 그
의 언급은 대중의 분노를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를 비롯한 주 검찰총장들은 경기

침체기의 파수꾼으로서 탐욕스러운 압류 집행인 , 약탈적인 신용카드 회사, 연기금의 고갈을
재촉한 금융회사 등을 타격 목표로 삼았는데 , 메사추세츠 주 검찰총장인 Coakley는 컨트리
와이드 파이낸셜로부터 수백만불의 모기지 조정 금액 환수 및 모건 스탠리로부터 서브프라
임 대출 관련

1억 2백만불의 합의금 중재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Cordray는 오하이오

주 연기금의

5억불 상당 투자손실과 관련한 증권에 최우량등급을 부여한 무디스 등 3개 신

용평가회사에 대한 소송과 메릴 린치 인수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의 은폐를 시도한 뱅크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

6) Powe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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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FETF 개요
◆ 기구 소개
: ‘금융사기통제특별기구(Financial Fraud Enforcement Task Force)'는 2009년 9월 오
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그
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동 기구는 연방과 지방정부 기관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요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
및 기소, 해당 범죄자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벌, 피해자를 대신한 범죄수익 환
수와 금융서비스(대출을 포함한다) 관련 차별금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금융사기의 유형
: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모기지 사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폰지 금융사기, 국부
를 유출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조세사기, 취약한 공동체에 차별적 대우를 자행하는
약탈적 대출행위,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를 입힌 신용카드사기 등이 있다.
◆ 참여 기관7)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 저축금융기관감독관실(Office of Thrift Supervision)
· 통화통제관실(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국세청 범죄조사국(Internal Revenue Service, Criminal Investigations)
· 금융범죄통제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연방보안관실(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 미국우편검열국(United States Postal Inspection Service)
· 미국비밀경호국(United States Secret Service)
· 미국이민세관집행국(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7) 국문 명칭은 한국행정연구원,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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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기관 윤리경영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현황

1. 예금보험공사의 일반 현황

(1) 설립목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라 1996년 6월 1일에 설립되었고, 2010년 6월말 현재 은행･
금융투자회사･보험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역 322개 금융회사의 예금등
을 보호하며, 개별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
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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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그림 3>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

2.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1) 배경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풍토를 조성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지원된 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책임추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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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및 현황

가. 법적 근거 및 대상자

공사는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의 대위행사 등)에 따라 공사가 상환기
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 부실(우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및 제21조의4(금융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은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실관
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부실책임추궁의 대상자인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회
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회사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으면서 회장･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말하며, 채무불이행자는 분식회계 등 위법･위
규행위에 기한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부실채무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부실책임추궁의 대상행위는 부실금융회사 등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의 위법･위규
행위 또는 임무해태 행위를 말하며,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출자자 대출 부당취급, 여신 부당
취급, 담보물 부당해지 및 분식결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제도 도입 경과

공사는 파산금융기관이 ｢
상법｣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라 행사해야 할 부실관
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추궁을 소홀히 함에 따라 1999년 5월 파산금융기관의
감사위원 자격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제화의 미흡으로 채권보전조치 및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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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여 2000년 이후 ｢
예금자보호법｣개정 및 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사제도를 강화해 왔다.

<그림 4> 법제화 및 조직개편

’00.01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권, 청산법인․파산재단 조사
권, 공공기관에 대한 보유정보 제출 요구권 신설

’00.12월

조사대상을 부실금융회사등에 손실을 끼친 부실채무기업으로 확대
’01.12월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설치

’06.03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
래정보 등의 제공요구 등을 통해 조사권 강화

’08.03월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
임 조사본부｣발족

<그림 5> 부실책임추궁 체계

부실관련자

신분상 조치

․
․

부실(우려)금융기관,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대주주 등

민사상 조치

형사상 조치

․ 징계조치

금융위원회

․ 수사의뢰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검찰

․ 손해배상요구
금융감독원

부실금융기관

다. 부실책임추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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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실책임추궁 흐름도

업무 절차

주요 중점 추진 업무

부실금융회사 영업정지

부실책임 조사
(재산조사 착수)

•사전정보수집 등 조사준비
•조사자 전문성 강화 및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 검찰에 의한 조사(검사, 수사관, 금융전문가)
⁃ 변호사 참여를 통한 조사대상자 소명기회 제공
⁃ 부실관련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조사국)

부실책임 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요구 및
사후관리

•심의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외부 전문가(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에 의한 심의․의결
⁃ 실무회의와 본 심의 구조의 이원화된 심층 심의
⁃ 조사대상자의 심의 참여를 통한 소명기회 제공
•소송의 효율적 관리 및 승소율 제고
⁃ 변호사 소송지원 및 파산재단 소송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
⁃ 지역별 전담변호사제 운용, 법무심의위원회 소송심의,
판례분석 등을 통한 승소율 제고

(조사지원부)

재산확보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철저
⁃ 정부 및 공공기관 재산정보를 활용한 재산조사 실시
⁃ 국내 및 해외 은닉재산 조사 강화
⁃ 은닉재산신고센터 홍보 강화

(재산조사실)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부실금융회사)
라. 추진실적

ㄱ.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공사는 2010년 8월말 현재 486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완료하고 5,773
명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17조 5,544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을 확정한 후 이들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부실금융회사에 요구하였으며, 부실금융회사는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1조 8,955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 2,748억원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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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추궁실적

조사
기관수

부실
관련자

손실
초래액

486

5,773

175,544

소송 제기
*
피고수
청구액

* 부실관련자 및 신원보증인, 상속인 포함

9,232

회수액

18,955

2,748

(’10.8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 금융기관 부실책임조사 사례 >
□ 대구삼보신협 관련
ㅇ 부실책임조사 및 판결 내용
- 피고들은 대구삼보신협의 이사장, 이사, 상무, 감사로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견
질어음 담보대출, 부당대출취급, 근저당권 부당해지, 대출금 부당감면 및 분식회계 등
을 통해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함
ㅇ 법원 선고 결과
- 이사장, 상무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
행함으로써 원고 신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회수하지 못한 대
출금 중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임
- 신협의 감사가 당해 대출 등의 행위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대출관련 서류상으
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
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임
□ 부실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징역) 증가

1심

홍익저축은행
(`07.11)
5년∼7년

분당저축은행
(`08.8)
9년∼10년

현대저축은행
(`08.11)
10년∼12년

최종심

4년∼5년

5년∼6년

진행 중

불법행위 유형

심급

출자자대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대출부당취급 등

➡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결과, 법원의 선고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
원들의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건전경영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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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공사는 2010년 8월말 현재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925개 부실채무기업
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847명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14조 6,241억원 상당의 부실책임
을 확정한 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실(채권)금융회사에 요구하였으며, 해당 부
실(채권)금융회사는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9,8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
행 등을 통해 1,171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4>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추궁실적

현장조사
기업수

부실
관련자

손실
초래액

925

847

146,241

* 부실관련자 및 신원보증인, 상속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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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피고수*
청구액

회수액

1,180

1,171

9,800

(’10.8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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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기업 부실책임조사 사례 >
□ 신한종금·나라종금 부실채무기업 기산(주) 관련
ㅇ 부실책임조사 및 판결 내용
- 피고 ㅇㅇㅇ등은 기산(주)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94,’95,’96회계연도의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 당시 재직했던 자로 분식결산을 최종결재권자인 △△△에게 보고하고 △△△
의 지시로 공사원가를 선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을 주도
-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신뢰하고 여신을 공여하여 결
국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함
ㅇ 법원 선고 결과
- 피고 ◇◇◇가 회계부서 이사 대우 부장으로서 △△△의 지시를 받아 허위재무제표
를 작성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96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이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정을 보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현대상호저축은행 부실채무기업 김○○ 관련
ㅇ 부실책임조사 및 판결 내용
- 기획부동산업체 ○○○개발의 실질적인 사장 김○○은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김
△△ 등과 함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를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명의를 빌
리고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114회에 걸쳐 48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
고, 354억원 상당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
ㅇ 법원 선고 결과
- 제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고합29 등)은 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 제2심(광주고등법원 2009노177 등)은 김○○ 등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
적 폐해의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불법대출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제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으며, 김○○ 등의 상고
로 대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
□ 부실채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을 통한 지원자금의 신속한 회수
ㅇ 수사의뢰 및 자진변제 유도 등을 통한 지원자금 조기 회수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출범 이후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170억원 조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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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조사 현황

가. 국내재산조사

공사는 2010년 6월말 현재 약 92만명의 부실관련자(부실책임자 및 부실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10조 9,618억원 상당의 가압류 60,877건 및 가처분 1,803건의
법적조치를 완료하였다.
<그림 7> 국내재산조사 절차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재산조사

심층재산조사

재산조사 실시 공지

기초조사 실시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자료제공 요청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보유 재산정보 조사

자료 회신

자금흐름조사 및 부동산등 거래내역 조사

채권금융회사에 통보

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채권보전법적조치(채권금융기관)

채권보전법적조치(채권금융기관)

122

윤리경영연구 제12권 2호

송 진 호

< 국내재산조사를 통한 회수 사례 >
□ 한스종금 대표이사 설○○에 대한 재산조사
ㅇ 부실책임조사 및 형사 판결 내용
- 한스종금의 대표이사 설○○은 여신부당취급, 불법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부당 사
용 및 횡령으로 인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ㅇ 재산조사를 통한 회수 현황
- `02년～`0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승소액 351억원 및 지연이자)
- 한스종금 부실화 이후 신속한 재산조사를 통해 부실관련자의 서울시 송파구 상업용
빌딩 외 19건(대지, 건물, 임야 등) 재산을 발견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
매매 및 강제경매 등을 통해 515억원 회수
- 처 및 자녀 명의로 서울시 중구 소재 주택(시가 60억원)을 부당하게 증여한 사실
을 발견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본인 소유 발견 부동산으로 채
권이 전액 회수됨에 따라 종결 처리

나. 해외재산조사

공사는 2007년부터 미국을 대상으로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캐나다･
일본･호주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0년 9월말 현재 1,516명의 부실관련자에 대하
여 조사한 후 현지전환소송을 통하여 339만불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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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해외재산조사 절차

조사대상자 선정

해외재산조사 전문회사 선정

고액 부실관련자 선별

제안요청서(RFP) 발송

출입국기록, 외환거래 조회／분석

비밀유지약정(CA) 체결

재외국민등록정보 조회／분석

시범조사 결과분석 및 역량평가

조사대상자 선정

재산조사 전문회사 선정

해외은닉재산 조사 실시
(1단계 : 주소지 추적 / 2단계 : 재산조사)

발견재산 회수 가능성 검토

채권금융회사 앞 발견재산 통보

국내 판결의 현지전환 착수
(소송대리인 선임 및 현지법원 앞 소 제기)

현지 집행승인 및 강제집행 실시

은닉재산 회수 및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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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재산조사를 통한 회수 사례 >
□ 대한생명 및 경기은행 부실관련자 ○○○그룹 회장 최○○
ㅇ 부실책임조사 및 형사 판결 내용
- ○○○그룹 회장 최○○은 부실대출 및 횡령 등으로 인해 대한생명에 2조 5,341
억원, 보증채무로 경기은행에 19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192억원 선고
ㅇ 해외 재산조사를 통한 회수 현황
- 최○○이 홍콩소재 은행에 약 2백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인출을 시도하
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 국내 집행권원을 근거로 홍콩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전부명령을 획득해 예치금 전액 USD 2,650천달러(약 32
억원)을 회수

다. 은닉재산신고센터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조사 및 회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채권회수 극대화 및 금융부실의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국내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고센터를
활성화화기 위하여 인터뷰 및 광고 실시, 신고전용전화 개설, 교민 단체와 인적네트워크 구
축, 교민 홍보위원 위촉, 국세청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와의 업무교류,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공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신고 접수건별로 신고자의 회수기여도
를 감안하여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0년 7월말 현재 144건의 은닉재
산 신고를 접수하여 22건, 273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3억여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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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포상금 지급기준

회수기여금액

포 상 금

1억원 이하

회수기여금액의 2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10억원 초과

155백만원 + 1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0%

* 실회수금액 × 신고자의 회수기여도(%)

<그림 9>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 절차

신고자의 신고

신고대상자에 대한 부실관련자 여부 및 채권 조회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신고정보 이첩

채권기관의 법적조치 등 회수업무

채권기관 회수완료시 회수기여도에 따른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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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한 회수 사례 >
□ 대한종금 관련 ○○○○건설(주)
ㅇ 신고 내용
- 대한종금 등에 843억원의 부실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설(대표이사 문○○)은
292억원을 대한종금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건설(주)에 동 금액을 다시 대여
- 동 채권을 은닉해 횡령할 목적으로 문○○의 장모 이○○에게 잔여채권 236억원을 허위로
양도
ㅇ 은닉재산조사를 통한 회수 현황
- 채무자인 문○○의 장모 및 제3채무자 △△건설을 상대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
정을 받고, 문○○의 장모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채무자를 ○○○○건설로 제3채무자를 △△건설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7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인 5억원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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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기관 윤리경영의 발전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과제

1.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1) 금융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부실책임추궁의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사법당국이나 규제당국이 금융권 부실책임추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전문가의 협조를 통하여 성과를 거둔 몇몇 사례들에서 보듯 현대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현장경험이 없이는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어 가는 금융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이 곤란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경력
직원들을 활용하여 부실책임추궁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고 조직의 융화도 무난히 이루어
낸 경험이 있거니와 앞으로도 금융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장이나 상품의 추세에 대해 숙지하고 연구하여 부실책임추궁의 업무역량을 강
화해 나갈 것이다.

(2) 금융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부실책임추궁의 홍보 강화

공사는 부실책임추궁과 관련하여 금융인들이 가지기 쉬운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하여 금
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먼저 부실책임추궁과 관련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금융기관 부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일상적인 업무 중 자신의
책임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부실책임추궁과 관련한 금융인들의 의식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홍보 노력
이 피드백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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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책임추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1)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강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 금융범죄 처벌 및 예방을 전개하면서 민사와 형사 모두
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부실책임추궁의 법익에 있어 민사와 형사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도 점
증하고 있으므로 인권보호의 테두리 내에서 민형사상 수단의 병행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실책임추궁의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사도 검찰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형사적
책임추궁의 강화로 부실채무자의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는데, 이러한 경험
을 토대로 금융범죄에 대한 유인을 사전에 감퇴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공사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제21조의3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
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동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부실
관련자 등이 보유 또는 매각한 재산을 확인한 후 법적조치 등을 취해서 회수하는 성과를 거
두고 있지만,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책으로 자료요구 대상기관의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은닉재
산의 경우는 국가간 법률적･제도적 차이에 따른 사법절차의 지연으로 회수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제적인 조세협력의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조
세에 준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국제공조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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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부실책임추궁의 선제적 부실예방 기능 제고

(1) 공적자금의 체계 개편에 따른 사후관리의 공백 방지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공적자금의 체계를 개편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기존 예금보험기금 외에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금융안정기금과
자산건전화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현 금융위기의 악화로
금융안정기금 등을 지원받은 ‘정상’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사후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김상조, 2010), 미국의 FFETF의 운영지침이 명시하듯 금융범죄에 대
한 대응은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추궁뿐만 아니라 경제재건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범죄를 예방하고 미래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
일환인 부실책임추궁의 선제적 부실예방 기능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할 것이다.

(2) 부실책임추궁의 선제적 부실예방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실책임추궁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만 아
니라 미래의 실수를 예방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하는 부
실책임추궁의 목적이 지원된 자금의 회수 극대화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에도 있음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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