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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약 요약 요약 요약 >>>>
   대형 은행이 부도나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데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채권자손실부담(Bail-in)제도, 바젤 3을 준수하는 모델, 구조조정 기금 등이 논
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배경에서 Bail-in의 장단점과 도입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다. Bail-in과 Bail-out의 차이점을 보면 Bail-out은 정부의 자금투입으로 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고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할 수 있지만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 경우의 리스크 는 
채권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최근에는 Bail-in이 보편화되고 은행의 조달 금리는 상
승할 것이다. 이러한 금리상승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자본의 가격을 상승시켜 비
용이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는 Bail-out과 Bail-in의 2가지 전략이 균형을 이루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부시스템으로 은행근무자들의 Agent Problem을 최소화하는 정
책이 필요하고 총 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중을 높이는 규정도 필요하다. 
   Bail-in의 이점은 특이하고 복잡한 은행의 부도에서 bail-out보다 강점이 있다. 다른 
경우에는 Bail-in 과정은 중요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특이한 은행은 Mega은행을 들 수 
있는 데 mega은행은 복잡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고리가 강하고 국제적이며 광범위한 
영업구조와 특이하고 대량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비정형적인 부도처리 규칙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금융상품이고 유동성이 높다. Medibank 의 부도는 다른 
회사의 부도와 다르고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또한 Bail-in 체제가 공적 자금의 투입
(시스템 붕괴의 위협)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은행이 동시에 부실화되는 경우
나 거대한 세계적인 은행그룹이 부도나기 때문이다. 모든 부도은행의 손실을 감당하기에 
정부의 재정은 국가마다 한계가 있어 Bail-in제도는 앞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정치가들은 bail-out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의 측면에서 배제된다. 은
행의 부도처리 비용을 절약하여야 하고 또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시위, 국가전체적인 측
면에서는 재정의 고갈, 정치의 측면에서 납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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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금융시스템에서 금융위기에 부도난 은행에 정부의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한 조치는 2016.1.1.일부터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밀접하게 업무적으로 연관된 은행들의 부도로 인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하여 금융
안전망의 구축, 바젤 3의 자본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모델의 개발, Bail-in 제도의 본격화, 
구조조정 기금의 설립 등이다.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위기에 유럽국가의 대처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부도난 은행을 세금을 기반으로 공적자금을(Bail-out) 지급하여 처리하였다. 
2008 2012년 동안 유럽정부가 금융부문에 지원한 자본투입은 약 6,000억 유로이고 이는 
2012년 유럽 GDP의 4.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납세자와 무관하게 해결책을 추
진하고 있다. 방법으로 Bail-in이 등장하였다. Bail-in은 채권자손실분담제도로 은행이 부
도난 경우 은행의 예금자, 채권자들도 손실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Bail-in은 사적인 보험으로 공적인 보조금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
이 충분한 Bail-in 되는 부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은행손실의 효과를 제한시키는데 집중
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새로 시행한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 in)에 의한 것이다. 납세자
들의 자금으로 부실 은행에 구제금융(bail-out)을 제공하기 전에 은행 채권자들이 기관과 
개인예금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켰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위나 예금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Bail-in의 구조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로 이미 유럽에서 2016년 1.1일에 시행되
었다. Bail-in/Bail-out의 논쟁 속에 이루어지고 과거 구제금융(Bail-out)상황에서는 채권
자, 예금자는 안전한 채권을 보유하지만 향후 Bail-in상황에서는 일부 채권과 예금이 손
실을 부담한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이래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도처리 되어 그 방지를 위한 
강건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도난 은행들을 구조조정(resolution)하는 필요성
이 유럽에서 제기되었다. 경제상황의 호전을 예측할 수 없는 유럽에는 부도가 예상되는 
은행들이 많아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은행의 부도위기와 은행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보면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3가지 
목표사이의 사이클링이 관찰된다. 이는 은행의 생산의 효율성, 금융의 안정, 신뢰 있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약속 등이다. 그런 환경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부도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부도난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법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면 3개로 파악된다. 부도에 임박한, 어
려운 은행을 1) purchase & assumption(인수 매각)을 통하여 종결 2) bail-out : 납세
자의 돈을 이용한 구제금융 3) Bail-in : 채권자손실부담제도이다. 한 국가의 경제가 침
체되어 있고 실업률이 높으면 Bail-in이 가장 효율적인 위기극복 방법이고 납세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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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이용한 bail-out 방법은 리스크 차단이 쉬운 장점을 지닌다. bailout vs  Bail-in의 
문제는 자금의 출처문제이다. bailout에서는 부실금융회사의 외부에서 정부의 개입에 의
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Bail-in에서는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
고 손실을 부담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산하의 각국에 채권자손실부담 (Bail-in)법을 2016년 
발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의 재발
을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경제와 재정의 상황을 고려하면 만일 다시 유럽에서 금
융위기가 발생하면 은행은 구제금융(Bail-out)을 제공하지 않고 Bail-in할 것이다. 미국은 
비교적 경제가 튼튼하여 급하지 않으며 유럽에 소재하는 은행의 예금이 더욱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도입과제는 채권자우선순위와 동일채권자 동일대우, 파산절차
의 이행 등이 중요한 관점이다. 
    유럽의 은행위기와 다른 지역의 여러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초
기의 스웨덴 위기, 1980년대 미국의 Savings and Loan 금융회사의 부도와 글로벌 금융
위기, 일본의 1990년대 초반 일본은행들의 위기 등이다. 이러한 위기들의 교훈은 명백한 
데 지연시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속한 자본재조정(공적인 자금 포함)이 필
수적이고 중요하다. 유럽의 정책에서 2008년의 금융위기이래 Bail-out를 제한한다. 구제
금융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 목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매우 성공적이다. 이런 조
치를 한 것은 공적기금 투입에 앞서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 주식,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
이 손해를 분담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Bail-in에 따른 것이다
    1930년 대 이래의 은행규제를 검토하고 지난 40년간의 은행 위기를 분석한 결과 지
연이나 금융 불안정이 납세자에게 구제금융(bailout)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 지운다. 
따라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후 5년이 지나 은행연합은 은행의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Bailout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시작할 것이고 Bail-in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
다. 이러한 조치들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고 제 2장에서 선행연구와 그 실제사례를 보고 
금융 불안정이 bail-out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Bail-in의 사례, 장단점, 은행부도시 보완금액의 산출, 제4장은 도입시 검토 사항 제 5장
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I. 선행연구        
1. 유럽의 Bail-in 제도 시작
     2008년에 시작된 신용경색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망하였다.  
영국의 GDP도 -를 기록함.  2012년에는 유럽위원회가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BRR)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이 방안은 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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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완되어 탄생하였다. 이 메커니즘에서는 부도난 은행들은 자본재조정을 위하여 부채
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주주들은 희석되거나 손실을 감당한다. 더구나 Bail-in은 시스템적
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주주들은 먼저 손실을 입고 다음에 후순위채, 선순위채, 마지막으로 보장되지 않는 예금
자가 손해를 본다. 이러한 Bail-in은 코코본드 같은 우발자본부채(contingent capital 
liabilities)와는 다르다. 
   2013년 Cyprus 은행의 부도사태 시 EU와 IMF는 금융위기를 bail-out으로 풀려고 했
다. 그래서 모든 납세자나 예금자에게 100억 유로 대출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
치적인 혼란과 반발로 인하여 예금자만 참가하도록 변경하였고 은행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위기 해결은 최초의 공식적인 Bail-in 방식이었다.
    2013년에 유럽위원회는 SRM을 제안하고 대손 상각, 주식전환, 부채의 평가 등에 대
한 우선순위를 자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은행의 구조조정시기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SRM은 구조조정 기금을 인출할 수 있는 데 그 
기금은 은행부문에서 조성된 것이고 국가적인 구조조정기금을 대신한다. 은행들은 예금자
들의 Bail-in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부채를 가지고 그 부채의 규모는 은행의 규
모, 리스크,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2016.1.1.일 모든 유럽은행에 대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인 Bail-in 제도가 시행
되었다. 이 제도는 은행 부도시 먼저 주주나 채권소지자의 권리를 소각 처리한다. 채권
자들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어떤 예금부터(예금자 보호법)포기하여야 하는가를 정
해놓고 있다. 은행은 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으로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예금자한테 부담
을 지운다. 그러나 5천만원이하는 완전한 보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잠재적인 은행위기의 전염(contagion)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증적으로 보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럽에서 주식이나 후순위채보유자들
은 5,350억 불의 손실을 입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선순위채 소유자들의 손실은 비교
적 적고 예금자들은 손실이 없었다. 

2. EU의 구조조정의 시작
   미래의 은행 부도시 발생가능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European Commission가 여
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은행이 현실적으로 수단이 없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부도처리에 의한 법적 청산은 불확실성이나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
서 1) 민간 자본에 의한 인수 2) 부실자산과 건전자산을 분리하여 처리 3) 부도은행의 자
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가교은행 4) 채권자에 의한 Bail-in이다. 민간이 인수하는 방안은 
우량채권과 불량채권을 구분하고 불량채권을 가교은행에 인수시키고 궁극적으로 채권자 
에게 손실을 부담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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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Bail-in
     유럽의 은행시스템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은행의 부도에 대비하여 bail-out을 강화시키는 규제를 만들고 동시에 Bail-in을 다
른 차선책으로 만들고 있다. 은행위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 금융의 불안정성이 공
적자금 투입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1) Bail-in
에 대한 대체 안이나 보완적으로 사전에 조성된 Bail-out방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2) 시
장은 Bail-in의 리스크가 장기적인 은행부채에 집중하도록 한다. 
      Bail-in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부실금융회사의 처
리방안으로 Bail-in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의 방향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
하여 국제적 논의 내용 및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파산된 은행을 처리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bail-out이었다. 유
럽위원회는 5920억불의 국가적인 지원으로 2008.10월부터 2012. 12월말까지 제공하였
다. 이런 조치는 만일 은행이 부도나면 예금자들이 돈을 회수 못 하게 되면 경제적인 혼
란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구제금융(bail-out)은 정부의 자금을 사용하기에 유럽시
장의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의 재정이 양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자나 투자자들이 은행의 부담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유럽은 그동안 부실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납세자들의 돈을 너무 낭비하였
다. 이에 따라 2016.1월 유럽연합은 Bail-in을 시작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어떤 은행도 
공적인 자금으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발효이전인 2015
년 말  이탈리아 정부는 지방 중소은행 4곳을 구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은행의 채권
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갖고 있는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도 손실을 부담하도록 했다. 
     포르투갈도 2015년 12월에 부실이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더 많은 
손실을 부담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은행 채권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이 남유럽은행에 
대한 투자가 위험하다고 여겼다. 채권자들이 적어도 대출의 8%를 돈을 내어놓을 때 까지 
확정되고 소위 Bail-in이 채권자의 투자를 없애버리면서 구조조정이 가치를 잃을 수 있
다. 보험 되지 않는 예금자들은 전문투자자와 같이 대우받고 유로 존에서는 정부당국이 
부도난 은행을 취급하지 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는 SRM(단일정리기구)에 의존한
다. Bail-in 방법은 은행이 부도나는 경우에 1) 주주들의 돈으로 변제하고 처리 2) 후순
위채 3)선순위채권 4) 보호되지 않는 예금 5) 100,000 유로 이상의 예금 등의 순서로 손
실을 부담하고 100,000 유로 미만의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Bail-in제도는 이론보다 실행하기가 힘들다. 좋은 사례가 2013
년의  Cyprus 금융위기이다. 원래는 모든 예금자에게 세금을 부담지우고 은행의 대차대
조표를 보전하였지만 고액예금자들은 손실을 입어 급격한 경기침체를 발생시켰다. 다른 
국가들은 그런 사태를 겪지 않으려고 했고 이탈리아나 포르투갈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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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2016년 1월 이전에 부도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을 구제하였다. 2013년 중반이후 유
럽위원회는 공적인 자금은 주주나 후순위채 보유자들이 그 부담을 공유하는 경우에만 
bail-out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도 혼란을 겪었고  보상자금 지원체계도 만들었다.
     이러한 구제받은 은행들이 2016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새로운 
규칙을 운영하기 위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수년 내에 은행이 부도나면 보험 되지 않는 
예금주들은 Cyprus에서 처럼 Haircut(일정부분 삭감)을 당할 것이다. 그 경우 정치적인 
악영향(political repercussions)이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보다 더욱 심할 것이고 새로운 
금융위기 대응시스템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EU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충분한 후순위채
를 마련하라고 독려하고 다른 자본형태의 자본을 확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Bail-ins 제도는 맞다. 그러나 쉽지 않은 선택이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면밀한 검토
와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4. 미국의 구조조정

      연방준비은행도 최근 금융적으로 문제있는 대형은행에 긴급자금지원을 막고 있다. 
미국도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은행에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과
거에는 미국이 AIG 회사나 Bear Stearns에 구제금융(bail-out)을 제공하였지만 이제는 
미국에서도 연방준비은행으로 부터 긴급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은행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은행자체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따라서 예금자나 주주들은 잠재
적으로 손실을 볼 수 도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인계좌는 사이프
러스 사태처럼 "haircuts"1)을 당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매일 매일의 인출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작은 금액만 현금형식으로 유지한다.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투자
한다. 왜냐하면 연방예금보험공사도 대규모의 쓰나미 같은 은행의 부도에서는 그 기능을 
잃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Agent-based model을 이용하여 은행부도의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정부의 개입을 통한 은행분야의 이익을 증대하는 시스템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미국
정부가 과도히 개입하였는데 이런 조치는 금융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납
세자로 부터의 자금을 은행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는 시장실패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개입이 새로운 가치를 창안하겠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의 계획의 비용과 이익을 추정하여야 한다. 미국정부의 계획은 $1250억불의 우
선주를 9개의 상업은행들에게 투입하였는데 이 은행들은 정부보증에 가입한 은행들이다.( 
미국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Paulson's Plan) 그럼에도 이 계획은 세금부담을  증가시키
고 FDIC에 의한 은행 부채에 대한 채무보증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1) 일정부분 조금씩 지급액을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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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Dodd-Frank법은1)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규이다. 2015년 통과된 미국의 
Dodd-Frank 법은 Bail-in과 유사하다. 이 법은  규제당국이 채권보유자에게 손실을 부
과할 수 있도록 resolution scheme 인 데 은행의 중요한 영업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다. Bail-in liabilities 는 부채인데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채로서 구조
조정 체제하에서 전환되는 것이다. 채권자 펀드가 부도은행을 도울 수 있다.파생상품 거
래를 조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은 자산과 부채의 매각이나 이전을 하거나 
부실금융기관을 좋은 은행과 부실한 은행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자본시장에
서분화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부도대비책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긍정적인 도미노효과
를 가져오고 대마불사를 없애수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분열을  방지한다. The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의 역할은 구조조정 하에서의 금융기관의 매각이나 
주식의 매도, 가교 금융기관의 설립, 부도금융기관으로부터 우량자산의 분리, 부도금융기
관의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Bail-in 조치등을 담당한다. The Single Resolution 
Mechanism Regulation 은 사전적으로 많은 법률적인 제안에 대하여 사후의 계량적인 
영향의 측정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 최근의 금융위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비용 때문에 
3.7% of EU GDP 가 감소하였다. 우리가 계산한바 우리 모델에서의 요소들을 완비하는 
경우 1.4% -  0.5%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큰 폭의 감소로 본다. 이런 사
실에 따라 Bail-in제도 공적인 자금동원에서 비용절감의 수단이 된다.
    EU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는 정부로 하여금 총 부채 중 대비 자본확
보를 높이라고 최소 10%를 주장하고 있다. 만일 위험자산대비 자기자금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총 부채에 대비 Bail-in을 요구하는 것은 극단적인 tail risk  에 더 잘 대처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채, 모기지 같은 저리스크의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은  더욱 더 
많은  Bail-in liabilitie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자본과 후순위채는 대표적
으로 총 부채 대비 적을 비중일 것이기 때문이다. Bail-in liabilities유지하기 위한 최소
한의 요구는 이러한 부채의 비용과 유용성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다.
   개정된 미국의 Paulson Plan에 따르면 $1300억불을 10개의 은행에 배분한다.  순이
익은 2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진다. 1)정부 개입은 기업의 가치를 2.5%로 감소시킨 것/ 정
부의 충분하지 않은 제한 때문에 2) 정부의 재정투입은 부도의 가능성을 줄인다. 현재 영
업중인 은행들의 부도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 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표준적인 부도법에 
의하면 Bail-in은 특이한 방법이고 미국의 FDIC는 이를 Single point of entry 라고 한
다. 이 제도는 금융당국에 2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왜 은행의 규제자들은 표준적인 부도 
방지법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왜 Bail-in이 감독당국을 안심시키는 가를 문제로 제기 한
다. 남은 문제는 오스트리아에서 법적인 심사서 시간이 걸리고 정부의 심사를 거쳐  다
음을 고려하여야 한다.(1) Bail-in 금액: 자본재조정이나 구조조정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1) http://www.investopedia.com/ask/answers/13/dodd-frank-act-affect-me.asp#ixzz49jTzEK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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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 금융기관의 크기, 비즈니스 모델, 리스크 내용, 시스템적으로 중요도 등이다. A 
Bail-in 의 요구조건은 리스크 감안 자산보다는 총 부채금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꼬리리스크에 대한 더 큰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리스크가 낮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정부채나 모기지 )    일반적으로 더 많은 더 많은 Bail-in 부채를 보유하
여야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자체자금과 후순위채는 전형적으로 
은행의 총부채중 적은 비율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Bail-in부채를 부채의 비용을 프리미
엄을 주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전략을 제한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된 자본은 금융기관
이 부도난 경우 실제로 충분한 손실보상이 될 정도의 완전히 만족스런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채권자들 중에서 자본이 확충된 은행 국유화된 은행들은 주주들만 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수한 은행들은 주주와 후순위채소유자들은 Bail-in  처리되고 
6.9%의 선순위채소유자들이 손해 보았다. 이는 금융위기 중 은행에 의한 손실은 주주와 
후순위채소유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다.
   미국의 FDIC는 약 250억불의 예금보험 기금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유지되는 
금액으로 보험된 예금의 1.15% 정도이다. Dodd-Frank규정은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은
행이 손실을 입은 경우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특히 최근 은행
의 파생상품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자금에 의한 bailout이 필요하다. 유럽은행
이나 미국은행들은 연방예금 보험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Bail-in 정책
과 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Bail-in 규정에 따르면  29개의 주요 은행들은1) 
Bail-inable  bonds,를 발행하도록 강제되었다  이 채권은 은행이 부도날 경우 주식으

로 전환되는 채권이다.  이러한 은행에는  HSBC, Citigroup, Barclays, J P Morgan 
Chase, BNP Paribas, Deutsche Bank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은행원들은 은행의 선
순위채를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우려를 가지고 있다. Bail-in이 가능한 채권 혹은 
Bail-in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논의에 있어 은행구조에서의 차이를 전세계적
으로 맞추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좀 더 유연한 방법을 추구하고 대형은행들은 잉여자본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그 규칙은 수정중이다. 이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최초보
다 은행의 채권자들은 개별은행에 대하여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무보증 채권자중 중요한 것은 연금펀드자금이다. 보험회사들도 무보증 은행부채를 보유하
고 있는데 이는 큰 위험으로 노출되고 있다.

1) major banks that have been judged to be systemically important on a worldwid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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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Bail-in Bail-in Bail-in Bail-in 사례 사례 사례 사례 
1. 이탈리아의 사례
    2015년 12월 11일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은행의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
면 11월 말에 이탈리아는 Banc Marche, Banca Etruria, CariChieti and CariFe 등 4
개 은행을 구제하였는데 이 때 새로운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공적자금보다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물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13만명의 주주들과 약 864백만불의 후
순위채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부실화되기 시작하는 은행은 다시 재건하는 경우 리스크가 
크다.

2. 포르투칼의 Portugal's Bank의 위험한 선례
    최근 Portugal은행의 경우  은행채권이 94%수준에 팔리고 있다. 2015년 최대은행인 
Banco Espirito Santo을 a "good" bank and a "bad" bank로 나누었다. 5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은행으로 소속되고(Novo Banco)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채권은 bad 
bank로 이전된다. 5개 종류의 채권은 Novo Banco의 52개 선순위채이다. 21억불정도이
다. Bank of Portugal 은 pari passu 맞서고 있다. good bank  and  bad bank 로 
구분하여 손실을 분담하였다. 2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좋은 은행에 이전된 자산을 위한 
은행은 Novo Banco SA로 구조조정기금에서 자금을 투입하였다. 반면에 모든 나쁜 자산
을 Banco Espirito Santo 에 남겼다. 이 는 채권자 동일의 원칙을 위배하여 Pari Passu
원칙을 무시하였다. Bail-in시스템 하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규칙에 의거 채
권자들은 손실을 부담한다. Bail-in 제도에서 5천만 원 이하나 유럽의 100,000유로 미만
의 예금은 분명히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100,000이 넘는 금액은 마지막에 손실을 입
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항도 변경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3. 오스트리아 사태
   오스트리아에서 부실은행이 탄생하였다. 이는 부도난 은행인 Hypo Alpa이다.   은행
의 채권자들은 그 은행의 85억불의 자본 손실로 인하여 강제적인 "Bail-in"에 적용받게되
었다. 이는 최초의 공식적인 채권자 "Bail-in"인데 그 시행은  새로운 법인 Bank the 
European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 중요한 금융조치
는 (1) 모든 후순위 채권에 대하여 100% Bail-in (2) 모든 우선 채권에 대하여 53.98% 
Bail-in (3) 2015.1.3일 부터 모든 이자지급 정지. (4) 모든 채권의 만기를 2023. 12. 31
까지 연기한다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오스트리아에 첫 적용1)으로 2016.04.11.에 처음
으로 적용2)되었다. 오스트리아 금융당국은 선순위 채권의 54%의 삭감이 결정되었다. 
1) http://blog.naver.com/ladybird76/2206799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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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 the "bad bank" of 부도난 Hypo Alpe Adria에 대한 강제적인 
"Bail-in"을 실시하였다. 이 은행은  $85 억불의 자본 손실을 기록하였다. HETA은행
에 대한 부채의 단계적인 축소과정은 2020년 종료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 까지 법적
인 문제도 해결하여 청산과 부채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약정되었다. 
    
4. Bail-in의 주요원칙 
   은행의 무담보예금자는 최후에 손실을 입는다. 채권자 손실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우선순위원칙,  동일채권자 동일취급의 원칙, 손실비례의 원칙 (no creditor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이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은 손실을 부
담한다. 채권자의 국적, 청구권의 소재지, 지급대상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1) pari  passu 원칙- 채무자 동등의 원칙
         pari passu  원칙은 같은 등급의 채권자들은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항에 따라 European Commission가 버률을 만들었으나  EU의 개별국가들은 이
에 반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6개국이 제소하였다(6개국이 유럽재판소에 EU s 
Bail-in  에 관한 공통적인 법률을 개별국가의 국가적인 법률로 바꾸자고 제소하고 있

다.)
     Kevin Davis(2015)의 논문은 예금자 우선변제와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예금보험의 
모델과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인 이점
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전적인 리스크 조치가 더 바람직하다. 예금자 우선주의( 
Depositor preference)조치들은 예금보험의 정당한 가치를 줄이고 보험기금에 리스크를 
제로화 시킨다. 왜냐하면 다른 후순위의 은행 이해관계자들은 효율적으로 보험을 제공하
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후순위 채권자들에 의하여 요구된 높은 수익을 통하여 보
호하기 때문이다. 예금자의 비용은 후순위채의 고수익 요구를 만족시켜야한다. 예금보험
의 분명한 수수료는 보장되지 않는 2중비용을 포함한다. 암묵적인 보장이 존재한다고 믿
는다면 은행은 그러한 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방법은 총 부채에 기초한 암묵
적인 보장을 위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다. 
     Thomas Conlon, John Cotter(2014)에 의하면 금융위기의 잠재적인 전염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최근 Bail-in을 주장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주나 후순위채보
유자들이  5,350억 손실을 기록하고 선순위 채권의 보유자는 손실이 미미하고 예금자
들은 손실이 없었다. 국제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순위채 보유자들은 청산되
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리스, 아일랜드 은행들의 선순위 채권보유자들도  
Bail-in을 요구받았다.

2) http://blog.naver.com/ladybird76/2206799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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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금보험과 Bail-in과의 관계

    예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연구는 Davis(2015)이 발표한 것으로 G20국가의 나라별 
입장을 보면 다음 < 표 1 >와 같다.

                         < 표 1 > 국가별 예산우선권
예금우선권 주의 예금의 우선권 없음
Australia, China, France, India, Mexico, US Canada, Germany, Korea, Japan, UK

    대부분의 국가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부채를 구분하여 보면 1) 보험된, 혹은 담
보된 예금 2) 무담보 예금  3) 일반예금  4) 주식 등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Bail-in는 부
채가 예금보험의 요율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부도의 확률과 그런 사건이 생긴 경우의 비
용을 측정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5천만원이내의 예금 우선변제
권이 있고 은행부도의 비용을 비보장되는 채권자, 예금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시장훈련
과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분석결과 채권자의 손실부담이 바로 채권자에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주주나 후순위채 
보유자들은 국유화나 구조조정된 은행의 경우 모두 손실을 보았다. 전염의 위험성은 단
일한 기관의 Bail-in 때문이다.  

6. Bail-in이 미치는 영향

   Bail-in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달비용의 상승 (2) 
Bail-in 될 부채를 최소화로 보유 (3) 자금조달 모델에 대한 제약의 발생으로 재구축 (4) 
국제적으로 중요한 불확실성의 증대이다. 또한 예금자나 채권자나 자금 제공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 해당 은행의 주식의 투자수익율이 하락하고 (2) 비보장된 예금주나 채권
자들은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3) 전반적으로 예금이 감소하고 (4) 예금이 안전한 은행으
로 집중화되어 System risk가 증가될 것이다. (5) 은행은 새로운 자금조달 전략과 담보
이용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6) 국제간의 거래가 많은 은행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 
   Bail-in이 예금자나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 주식투자자들은 수익률이 하락
할 것이다. (2) Bail-in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수익을 감소시킨
다. (3) 무보증 무보험 채권자들은 더 높은 수익과 보상을 요구하고  본인들이 Bail-in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채권자들은 자금을 부채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4)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가 더 증가할 것이다. (5) 예금과 채권 중 어느 것이 먼저 우선변제(depo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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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가 되는 지 논쟁이 증가한다.
    임형석, 이재연(2015)는 방대한 Bail-in 자료를 연구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
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의 적용 시 예금자 우선변제 등을 해결과제로 보았다. 예금
채권의 우선변제문제, 사후적 정리기금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Bail-in을 도입검
토를 위한 유일한 보고서이다.  
            그  EU에서 상업은행, 기업대출은행, 저축은행 등을 연구한 결과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략 3.7%의 EU GDP가 1.4% with Bail-in, 그리고 결국 0.5%까지 떨어졌다. 남은 구제
기금은 예금보장수준이다. The new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and Directive( 
2013)는 Basel III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Zhou et al. (2012)은 비정상적인 Bail-in은 리스크를 다른 금융부문에 이전시키는 부
작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2010년에 약 유로 지역의 은행들이 가진 부채의 17% 다른 금
융기관이 매입하였다. 유럽의 은행부채가 다른 은행에 의하여 구입된다. 반면에 보험회사
들은 20-30%의 투자를 은행에 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터 결과 국유화된 은행이나 자
본을 투입한 은행의 경우 20%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러한 손실이 부도은행이나 자본재
조정 은행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생존은행에도 20% 수준의 손실이 전염되어 발생한다. 
Bail-in은 채권자가 합의한 해결책이고 키프러스에서 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채권의 예금
을 재조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Bail-out보다 비정치적이고 또한 높은 이자율을 유발 하
는 듯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다.
    Peter Benczur(2014)에 의하면 유럽의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시스템이 시행되었
다. 핵심내용은 새로운 자본금 요건, 단순한 회계원칙,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원칙 등이
다. 이러한 조치는 미래의 금유위기에 정부의 Bail-out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자세한 계량적인 평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공공 금융의 감소를 계산)유럽의 상
업적이고 기업대상의 저축은행의 효과를 검토한다. 비슷한 규모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공적인 자금의 비용은 3.7%(EU GDP)에서 1.4%로 감소(Bail-in인 경우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법론으로 규정
에서 손실을 줄이고 바젤 3을 준수하는 모델, Bail-in을 위한 수단, 구조조정 펀드 등 3
가지를 통합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논문은 바젤 3의 영향, 유럽의 은행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이 부
도가 예상되면 (1) 사업의 매각 (2) 가교은행의 설립 (3) 우량자산과 부량자산의 분리 (4) 
주주와 예금자 채권자에 대한 Bail-in 의 시행 (5) 국가적인 구조조정 기금의 설립 등이
다. 나중의 금액은 예측이 기금의 금액과 비슷하고 예금보험기금의 크기에 비슷하다. 
   C.G.F. van der Kwaak, S.J.G. van Wijnbergen(2014)에 의하면 은행 시스템이 약하 
정부체제도 약하면 은행의 자본조정은 효과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DSGE 
model모델을1) 수립 부채가 제약을 받는 대출을 하는 혹은 정부채권을 보유하는 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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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이것은 a negative amplification cycle을 유도한다. 신용위기 이후 은행은 높
은 금리로 인한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손실을 본다. 이는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을 줄이게 
만들고 금리를 더 올리게 만든다. 또한 은행의 자본조정은 효과가 적게 된다. 소유하게 
되는 정부채권은 sovereign 리스크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재조정의 효과를 
상쇄시킨다. Breuss et al. (2015)의1) 연구에서도 유럽지역의 금융위기로 인한 GDP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거시 경제적으로 이익을 위하여 Bail-in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현
재 은행들을 조사하고 파산은행들의 해결을  bail-out 로부터 Bail-in 로 이전하여 은
행파산과 공적자금의 누적이라는 악의 연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IV. 은행부도와 Bail-in 

1. 자본재조정( Recapitalisation)

   자본재조정이란 자본의 신규투입을 말한다. 즉 정부가 그 은행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
이다. 이는 부실화된 은행을 건전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는 것은 자
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으로 고객이 대출이나 모기지를 갚지 못하거나, 은행이 투자한 
후 회수 못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은행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경기침체로 
기업이 부도나 손실을 입는 경우 등이다. 자본재조정은 예금이 안전하다고 믿게 하여 신
뢰를 회복하여 bank run을 방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시 영국은행의 증자를 보면 
4,500억 파운드를 Royal Bank of Scotland (RBS)에 투입하고 200억 파운드를 

Lloyds Banking Group (LBG)에 투입하고 Lloyds TSB and HBOS을 통합하면서 170
억 파운드를 자본으로 투입하였다. 따라서 영국정부가 RBS and LBG의 주주로서 현재 
82%와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의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은 Allied Irish Bank (AIB), Bank of 
Ireland (BoI) and Anglo Irish Bank에 대하여 20억의 우선주를 매입하고 Bank of 
Ireland and Allied Irish Bank 에 대하여도 1.5억을 지원하였다.
   EU의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규정상 5% 혹은 과거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1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규정은 8%의 
은행부채는 청산된다. 

1)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abbreviated DSGE or sometimes SDGE or DGE) is a branch of 

applied general equilibrium theory that is influential in contemporary macroeconomics. The DSGE methodology 
attempts to explain aggregate economic phenomena, such as economic growth, business cycles, and the effects of 

monetary and fiscal policy, on the basis of macroeconomic models derived from microeconomic principles.

1)  The Crisis in Retrospect: Causes, Effects and Policy Responses by Fritz Bre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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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연방은행이  은행에 대한 긴급자금제공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는 too big to 
fail 의 현상을 없애고자 한 조치이다. 방침이 일찍 시행되었다면 to bail out AIG or 
Bear Stearns을 Bail-out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은행의 자본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영이나 지배주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별로 부실대출상각과 비용의 합계를 
계산한다. 유럽의 효과를 보면 81개의 은행이 국유화되고 자본재조정이 요구되었다. 글로
벌 금융위기시 은행의 부도 금액은 개별국가로는 영국, 독일, 아일랜드 순으로 피해금액
이 컸다. 
   이 Bail-in 제도가 시장에 문화적인 충격을 주는가?  2008년에 감독당국은 선순위 예
금자에게 손실을 부과하는 것을 망서리게 되었다. 또한 2010년에 Ireland 가 선순위채권
을 상각처리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유럽에서 고액의 예금자들이 강
제적으로 Bank of Cyprus의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15년 말경 포르투갈의 중앙은
행은 되갚아 주었다. 약 20억 유로의 선순위 채권을 at Novo Banco, 이 은행은 2014년
에 부도난 Banco Esp rito Santo으로부터 인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로 법률
적인 소송과 논쟁이 있었고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바뀐 것은 대형은행이 부도난 경우에 
선순위자들의 책임부여가 표준적인 실제가 되었다. 

2. 은행구조조정의 절차1)

< 그림 1>과 같이 Bail-in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본을 포함한 총 부
채의 8% 금액 (특수한 상황에서는 20%)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다음단계로 구조조정 기
금( resolution funds)이 약 손실 가능액의 5%로 설정한다. 이 경우 공적인 자금이 같이 
사용될수 있고 심각한 은행부도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사용된다.

< 그림 1 > 필요자금 흐름표

자본금   --->  Bail-in  ---->   구조조정 펀드  -->   추가수단 
  ( 합계 = 8%X총자산)     ( < 5% X 총자산 )      (예금보험. 구조조정펀드) 

이는 총 자산의 5%정도의 손실최대액을 준비하고 필요시 조정 기금이 담당한다고 가정

1) Benczur, Peter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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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 

3. 사회안전망 모델
   은행의 부도로 인한 손실을 Li이라 하면 i 는 은행을 말한다. 은행 i의 예상되는 손실
은 ELi 로 표시한다. 자본은 손실을 흡수하는 첫 번째 자원이고, 은행 i 가 부도난다면, 
(Li  ELi)이 손실이고 자본Ki 보다 큰 경우 리스크 자산의 8%로 자본이 필요하다.

부도금액 = ExcL,i = Li  ELi  Ki > 0. 

자본증액은 Bis 룰의 8%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금액이다. 만일 8%에 모자란다
면 초과 손실액 + 자본투입액이 필요하고 이는 (ExcLR,i)의 식이 되고 더 조달되어야 하
는 금액이다.

ExcLR,i = max{Li  ELi  Ki + 8%X RWAi,  0 }.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Ki  (Li  ELi)  <  8% X RWAi, 

여기서, RWAi는  리스크를 감안한 자산금액(예금보험 고려)이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은행은 Bail-in을 실시하여 부채를 줄일 것이다. Bail-in에 해당되는 부채 
Bail-ini 는 총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확정되어 있어 총 자산(TAi)의 8%이다.

LACi = Bail-ini + Ki = 8%X TAi. 
1) EU의 은행 해결 기금(resolution fund)은 부실 은행 처리를 위해 제안한 구조조정 기금(resolution fund)은 유럽 은행이 도

산했을 때 그러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원이다. EU안에 따르면 각 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에 조기에 개입하고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 해임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은행 주식과 채권 소유자 등 무담보 채권자들이 스스로 손실을 감

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집행위는 국가별로 은행 도산 시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해결 기금'을 설립하자

고 제안했다. 이 기금은 은행들이 일종의 보험료 성격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출연한다. 집행위는 '해결 기금'을 도입하면 은
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0.05~0.15%포인트 높아지겠지만, 은행 부실 위험이 낮아짐으로써 EU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34~0.62%에 해당하는 긍정적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방안은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세금을 은행구제

에 투입하는 일을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 연합을 결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됐
다. 그러나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우선 집행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최소한 1~2년 걸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행위는 '해결 기금' 부담금 납부 시

기 등 개정안 핵심 조항들의 발효 시점을 2018년 1월 이후로 설정했다. 유럽 은행들이 이미 바젤Ⅲ가 정한 자본 기준에 맞
추고자 자금을 모으는 상황에서 '해결 기금' 납입금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 이러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조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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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il-in able liabilities (second block in Fig. 1) are thus set equal to: 

Bail-ini = max{LACi  Ki, 0}, 

부채를  Bail-in하는 경우 금융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이런 단계에서 구조조정 기금은 
2 종류가 있다.  국가적인 구조조정 기금(NRF: National Resolution Fund)과 소규모의 
기금이다. 

  Ki  (Li  ELi) < 8%X RWAi,

 ExcLR,i = max{Li  ELi  Ki + 8%X RWAi,   0}.

 LACi =Bail-ini + Ki = 8%X TAi. 

 Bailini = max{LACi  Ki, 0}, 

 LB,i = max{ExcLR,i  Bailini, 0}. 

 LRF,i = min{LB,i, 5%XTAi},   이 금액은 최소한 투입되어아 하는 구조조정 기금의     
                              금액이다.

   위의 수식들은 정부의 재정과 은행의 손실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런 관심은 
정치적인 것 이상이고 정부채무의 미래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주
변국가들 국가에서 정부부채의 규모가 Tier-1 capital을 넘어 갈 수 있다. 때때로 상당히 
많이 스페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채는 Tier-1자본금의 150%정도이고 이탈리아는 
200%, 그리스는 250%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다음은 구조조
정 기금이 개입하고 은행i 의 자산의 5%까지 자금이 필요하고 남은 필요자금은  (LB,i . 
LRF,i) 조달하지 못한다. 이 경우 2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적인 펀드(NRF, 
National Resolution Fund) 아니면 하나의 펀드로 모든 참가은행들을 위한 것이다.

 LRF n,i = min{LB,i, 5%xTAi}, 

4.  Bail-in 계약관계의 주요내용 
   1) 어떠한 은행의 부채에 대한 Bail-in 행위 ; 전부 혹은 일부의 부채를 축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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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전부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
   2) Bail-in 에 관련된 부채의 기간을 조정.
   3) Bail-in 행위는 대손상각(Write-down)과 채무의 자본화를 의미한다.
   4)유럽의 경우 EU의 Bail-in 법률은 수시로 대출시장연합회 (Loan Market 
Association)에 의하여 수정된다. 구조조정하는 당국은 감가상각이나 전환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당국이고 대손상각과 주식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Bail-in 법에 따르게 된다.

5. 대형 부실금융회사의 Bail-in 국내 도입방안
       국제적 논의 내용과 해외사례 포함하면 Bail-in 은 단지 모회사의 비금융자산을 
보존하지 않고 자회사의 금융부채는 보존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금융부채와 리스크 이동
능력을 보존한다. Cyprus의 은행의 부도사태시 EU-IMF 는 원래 bail-out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Bail-in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끔 bailout의 도덕적 위험을 언급하였다. 모회사와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모회사의 예금자들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반면에 자회사의 예
금자들에게는 예금을 제시간에 전 금액을 다 지급한다.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과 국가와
의 무언의 관계 없애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European Commission은 Bail-in을 
제안하였다. 미래의 은행 위기 시에는 손실을 예금자에게 부담 지움에 따라 은행부도에 
따른 공적인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Bail-in방안에서 부도리스크에 있는 은행으
로부터 모든 은행에 대하여 bank run  index를 산출해야하고, 이 지수는 부도의 가능
성과 중립적인 리스크와의 차이를 측정한다. 이는 부도 확률, 금년과 다음 년도사이의 부
도 가능성, 즉시 다음해에 부도가능성사이의 차이 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은
행이 부도날 때 더 높아지고 그 관계가 96%의 관계로 밀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6. Single-Point-of-Entry(SPOE) 전략
     2014년 미국의 FDIC와 Bank of England는 이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형은행
이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금융회사를 위한 전략으로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적으
로 대형 금융기관을 파산시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본질적으로는 Bail-in방식으로 은행
의 손실을 주주와 무담보 채권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다. 다음의 순서와 원칙에 따른다. 
(1). FDIC은 금융회사의 최고 지주회사를 담당한다. (2).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은 임시 지
주회사에 이전시키고 국내와 해외의 자회사들은 영업을 계속한다. (3). 가교지주회사의 
소유권을 민간분야에 이전시킨다. (4). 후순위채 혹은 선순위 무담보채권은 새로운 인수
회사의 자본으로 사용된다. (5) 잔여채무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자본으로 편입시킨다. (6). 
FDIC는 영업에 따라 생긴 부채는 지원될 것이라고 천명한다.
   그러나 SPOE에 대한 비판자들은 시장의 신뢰가 빨리 회복되고 전염을 최소화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금융회사의 business model이 양호한지에 대한 판단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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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중의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혼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
고 비판한다. 결국 SPOE에 대한 신뢰성은 테스트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잠
재적인 부도 금융기관이 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하고 문제된 금융회사에 대
한 미래의 처방은 세금으로 보전받는 bail-out이 아니라 Bail-in방법이다.

7. Bail-in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Bail-in을 주장하는 사람은 bail-out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반대로 Bail-in은 리
스크의 전염이 일어난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리스 은행의 채무조정은 Bail-in에 가까웠고 
그것이 Cyprus위기를 유발하였다. 결국 bail-outs and Bail-in 중 어느 것이 더 선호되
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bail-out을 존속시킨다는 견해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자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특히 시스템리스크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최종적인 목표는 도덕적 위
험에 대한 감시와 금융안정을 취하려는 필요와의 trade off관계이다. 도덕적인 위험과 
납세자의 측면에서 bail-out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 자금이 미리 조성된다는 것이고 
Bail-out를 받는 은행은 경영진을 해고하든지 혹은 주식을 소각하든지하는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이다.
     금융안정의 측면에서 Bail-in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은행들은 충분한 장기증권을 
가지고 있고 부실화되어 예금들이 위험해지기 전에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
면에서 유럽위원회에서 처음 제시된 것은 Bail-in방안을 보완하는 것이다. 은행의 예금자
들은 다른 은행에서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데 그것은 2가지에 달려있다. (1) 은행거래
에 리스크가 있는지? (2) 예금한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 ? 등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
는 은행의 부도 가능성속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려로 예금주나 은
행의 채권자들은 은행을 감시하여 은행의 부도가능성도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Bail-in의 
제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실처리에서는 부도될 경우 모회사의 고객 예금을 주식으
로 바꾸고 자회사의 예금주에게는 적시에 완전히 변제한다.
    금융기관의 차입비용은 증가할 것인데 이는 잠재적으로 Bail-in에 의한 대손상각 때
문이다. 따라서 은행수익성과 레버리지와 사이에서 은행은 부채를 줄이고 자산포트폴리오
의 리스크에 더욱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현재 초안인 유럽의 SRM의 규제는 최소한의 
Bail-in자산을 가지도록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개별은행의 자본구조의 변경을 가져올 
것이고 은행은 단기 차입과 담보대출을 선호할 것이다.
    은행들이 Bail-in이 최소화하도록 우량 채권을 일정금액을 보유하도록 만든다. 이러
한 보완조치로 Bail-in은 다양하고 잠재적인 단점들이 있지만 유럽에서 관심을 받았다. 
Bail-in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한 국가들은 금융기관들이 높은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 불
이익을 주었지만 실행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
다. 특히 환매채, 파생상품, 부채를 거래하는 일 등과 같은 상품의 경우 Bail-i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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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처리는 불명확하고 애매하기 때문이고 해결방안에서는 명백성과 확실성이 중요
하다.
    예금주에게 대손상각이나 투자위험을 나타내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지표로 알 수있
다. 그러나 시장에 기반한 조치들이 장기부채에 대한 수익률과 채권의 주식전환수준에 
연결되는 Bail-in에 적합한 것이다. 이것은 부채보유자들이 Bail-in의 리스크를 결정하며 
차입비용과 관련된다. 부도난 은행을 위한 Bail-in 체제의 설립은 우발적인 전환도구가 
도입되는 것과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도난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의 도입이고 
하이브리드 자본의 여유분은 선순위의 우선채권을 버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마침내 부
도되기 전의 조치는 은행의 위기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응을 보여 투자자나 사
회의 비용을 줄인다. 그러나 부도이전의 조치들은 위험이 수반되고 유럽의 Bail-in 메카
니즘의 도입은 유럽은행의 내부적인 조달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
다. 적정한 은행 규제가 Bail-in을 통하여 모랄해저드를 없애는 방안을 도울 수 있다. 그
러나 Bail-in으로 bailout을 대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이익과 손실의 흡수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기의 예금자들이 안전하다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 필요한 것은 지연(procrastination)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Bailout은 자본 재정비를 위하여 공적인 자금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 bail-out은 미리 
준비된 자금이 필요하다.

  부도난 은행들을 처벌한다면 moral hazard측면에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회
사의 부도는 일반회사의 부도와는 달리 영향력이 크므로 매우 위험하다. 대형은행들은 
업무적으로 은행간 연관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이 부도나면 다른 은행도 위험하다. 
하나의 은행의 자산등급이 하락하면 다른 은행도 같은 상황으로 위험하다. Basel III는 
최소한으로 Bail-in을 도입하여 그 시스템으로 인한 최대 손실범위는 매년 GDP의  0.5% 
- 1.2%이내의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안정화의 비용과 감독상의 잠재
적인 비용사이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V. 도입검토

1. 한국에서의 진행
     한국의 금융당국이 Bail-in 제도를 선진국의 추세에 맞춰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감
독당국에 채권자손실부담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무
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파산을 막는 조치이
지만 반면 채권자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Bail-in제도는 은행들의 부도가 국가의 재정과 분리되어 리스크를 한정지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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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조속히 검토되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 져야한다. 다만 여러 예금자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결정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한다.

 2. 국내도입시 고려요인 분석

  1)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 담보채권
자들이 손실을 부담할 경우 신용의 위계단계(Credit hierarchy)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고 순서는 예금보험이내의 금액이 최우선권을 가져야 하고 다음에는 예금자와 무
담보채권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동일채권자는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
다. (3) Bail-in부담의 정도는 금융기관이 청산될 경우 발생하는 총 손실규모를 초과 
할 수 없다.

 2) Bail-in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금융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은행의 자본구조를 확충
하기 위하여 (1)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다. (3) 유럽과 같이 Bail-in 제도의 강제적인 실시에 따른 예금자의 반발  

 3). 정부개입의 갈등적인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1) 미래의 은행업무에 개입할  
    부정적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2) 부도위험의 감소와 그 발생비용의 감소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한 감독강화 등이다.
   

VI. 결론

   Bail-in과 Bail-Out의 차이점을 보면 Bail-out은 정부의 자금투입으로 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고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할 수 있지만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 경우의 리스크 는 
채권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최근에는 Bail-in이 보편화되고 은행의 조달금리는 상
승할 것이다. 이러한 금리상승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자본의 가격을 상승시켜 비
용이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는 bail-out과 Bail-in의 2가지 전략이 균형을 이루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부시스템으로 은행근무자들의 Agent Problem을 최소화하는 정
책이 필요하고 총 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중을 높혀 유럽은 최소 10%를 주장하고 있다. 
   Bail-in의 이점은 특이하고 복잡한 은행의 부도에서 bail-out보다 강점이 있다. 다른 
경우에는 Bail-in 과정은 중요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특이한 은행은 Mega은행을 들 수 
있는 데 mega은행은 복잡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고리가 강하고 국제적이며 광범위한 
영업구조와 특이하고 대량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비정형적인 부도처리 규칙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금융상품이고 유동성이 높다. Megabank의 부도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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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도와 영향력이 다르고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Bail-in제도가 공적 자금
의 투입(시스템 붕괴의 위협)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은행이 동시에 부실화되
는 경우나 거대한 세계적인 은행그룹이 부도나기 때문이다. 모든 부도은행의 손실을 감
당하기에 정부의 재정은 국가마다 한계가 있어 Bail-in제도는 앞으로 국가에 따라 변형되
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들은 bail-out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의 
측면에서 bail-out은 배제된다. 은행의 부도처리 비용을 절약하여야 하고 그리스와 스페
인에서 처럼 시위의 발생,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의 형편, 납세자의 의견 등을 고
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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