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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의 일부로
도입된 적기시정조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적기시정조치 실시 단계를 좀더 세분화하고 시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는 조치의 내용도
징벌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개편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지막 시
정조치인 명령 단계에서 규제유예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실
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전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실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적시에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
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에 내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이외에도 다양한 자기자본비율과 시장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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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 PCA)는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
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소요되는 정리비용을 경감시킨다.
또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과 병행하는 제재조치를 명문화하여 자동적으로 발동
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금융당국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완
화하고 감독관의 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는 1974년 덴마크가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법｣ 제정 당시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미국이 1980년대초 시작된 금융위기로 대량의 금융기관이 도
산하고 이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이 고갈사태에 처하자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
(FDIC Improvement Act, FDICIA)｣을 제정하면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1월 13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경영개선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적기시
정조치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
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감독당국에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유예권을
부여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자의성 배제를 통한 규제유예의 방지라는 적기시정조치의
중요한 특성 및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예측지표로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의 목적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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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경험적․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내재한 문제점을 살펴
본다.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내용과 절차, 실시사례를 소개하고,
제IV장에서는 가장 선진적으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
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소개․평가한다. 제V장에서
효율적인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제VI장에서 맺는다.

II.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목적과 효과
1. 목적
적기시정조치제도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
급을 분류한 후, 경영상태 또는 일정기준이 특정 수준을 하회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인식(Identification)될 경우 단계별로 경영, 자본, 영업활동과 관
련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부실화 소
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소요되는 정리
비용을 경감시킨다.
또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과 병행하는 제재조치를
명문화하여 자동적으로 발동되게 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영향이나 감독관의 재량권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것(규제유예, Regulatory Forbearance)을 막을 수
있다(Benston and Kaufman 1998). 금융감독 당국자는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담당 금융산업
이 무사히 영위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자신의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를 은폐하
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키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예금자의
손실과 납세자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권 행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
립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보금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요건이 단
순․명료해짐으로써 사전예측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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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1)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적기시정조치(PCA)는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다. 미국의 경우 적기시정조치(PCA)가 도입된 1992년 이후 PCA에 명기된 단계별 조치
조항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63년 이후 6%를 넘지 못하던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1993년말에는 8%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특히 PCA가 도입된 1992년 이후 크게 개선되
었다.
전체 상업은행 중 FDICIA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우수한 우량(Well Capitalized)등급
을 받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90.7%에서 1997년에는 97.9%로 증가한 반면,
PCA조치 대상인 미흡(Undercapitalized) 이하 등급을 평가받은 은행의 비중은 같은 기간
3.15%에서 0.1%로 감소하였다. 저축대부조합을 비롯한 여타 저축기관의 FDICIA기준
우량등급도 1990년 52.6%에서 1996년에 97.3%로 증가한 반면,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
은 같은 기간 중 10.2%에서 0.4%로 감소하였다.
<표 1> 미국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등급 추이
(단위: %)
1990
자본등급

1991

은행수 총자산

1993

1997

은행수

총자산

은행수

총자산

은행수

총자산

우량

85.6

37.0

90.7

47.9

98.1

96.3

97.9

98.5

적정

9.8

37.6

6.2

43.8

1.5

3.5

2.0

1.4

미흡

2.5

23.1

1.7

7.6

0.2

0.1

0.1

상당히 미흡

0.9

1.1

0.6

0.4

0.2

0.1

위험수준

1.2

1.2

0.8

0.3

0.1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총은행수(개)

12,172

자료: Benston, Kaufman(1998)

11,777

10,856

-

-

-

-

0.1

100.0

100.0
9,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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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유예 억제와 정리비용 감소
일반적으로 적기시정조치는 규제유예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비
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Barth et al.(2001)이 전세계 10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PCA와 규제유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PCA의 도입이 감독관의 재량권을 규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금융위기 시 PCA가 도입되었다면 해당은행의 대응 행태가 달
라졌을 것이고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도 현재와는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
쇄된 부실금융기관의 수도 줄고 정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Curry et al.(1997)은 1980년대 금융위기 시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생존한 다수의 은행도 조기 폐쇄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존이 가능한
은행들까지 불필요하게 조기에 폐쇄시킴으로써 예금보험기금에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
을 입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ench(1991)는 적기시정조치로 금융기관을 조기에 폐쇄되더라도 정리비용의 절감효
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i) 파산한 은행의 부실이 청산 과정에서 점차
늘어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문제은행의 부실은 이미 과거에 잘못된 경영
의 결과이며, ii) 또한 이미 문제은행으로 인식된 은행들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
본구조가 더 악화되지는 않으며, iii) 게다가 문제은행의 폐쇄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근거한다.
한편, PCA가 규제유예의 선(善)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PCA가 효과적인 제재조
치가 되기 위해서는 피감독기관의 실상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유예를 인정
하면서도 절제된, 그래서 법규와 재량권을 절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
이 권고되기도 한다.

3. 적기시정조치와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기시정조치 실시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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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내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근거한 적기시정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1988년 도입된 BIS자기자본규제(Basel I)는 위험조정 적정자본금규제방식(RiskRelated Capital Adequacy)을 채택하여 은행의 자산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험가중치를 설정하여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자기자본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이를 근
거로 은행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규제
에 대해 은행은 증권화와 금융혁신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익거래(Regulatory
Capital Arbitrage)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1) 그 결과 실제적으로 은행은 명목자기자본비율

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자본을 보유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해 선행 또는 동행지표라기보다는
후행지표의 성격이 강하다(Peek, Rosengreen, 1997). 금융기관은 부실발생에 대비해 충당금
을 미리 적립하기보다는 통상 부실화된 후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임점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장부상의 자기자본비율만으로는 해당 금융기관
의 재무건전성이 과대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보고하
는 자기자본비율 및 이와 관련된 지표가 금융기관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임점검사(On-Site Surveillance)의 빈도를 높이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높게 책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을 강화
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또한 발생한다.
Koehn and Santomero(1980), Kim and Santomero(1988)는 자본규제로 인하여 부채비율
(Leverage)과 위험(Risk)간 대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본비율만으로 시의적절하게 부실금융기관을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Peek
and Rosengreen(1996)은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CAMEL)2)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자본비율 기준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보다 우월하다고
1) 대표적인 차익거래 방법은 ⅰ) 재무제표상의 금융계약을 재구성해서 부외거래로 이전하여 필요자본을
낮추거나, ii) 8%의 BIS자기자본기준을 내재하는 위험과 비교하여 BIS자기자본기준이 높은 금융수단은
은행장부에서 제거하고, 낮은 금융수단은 보유하는 방법(소위 ‘cherry-picking’)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은행자산의 위험도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필요자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 경영실태(CAMEL)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
(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등 5개 부문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한 후 경영상태
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의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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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그러나 CAMEL 평가제도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어 금융기관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측면별로 기준이나 평가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등 상호관계에 대한 명
확한 정의가 없어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에 크게 좌우되는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평가
하는 데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3) 또한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를 절대치로 측정하
고 합산할 수 없고 등급이나 순위로 평가할 뿐이어서 리스크수준의 계량화 측면에서 볼
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CAMEL등급은 1년에 1번 또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검사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적기시정조
치의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III.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
1. 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1월 13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의 제정으
로 재경부장관등이 부실화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영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적기시정조치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4) ｢금산법｣ 제10조에서 적기시정조치
3) 예를 들어 양호한 수익성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므로 리스크를 줄어들게 하
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리스크와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므로 수익성의 향상은 리스크의 증가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익성과 리스크의 관계는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한편, 유동성이 양
호하다고 평가된 경우 일반적으로 유동성리스크는 줄어드나 수익발생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과 수익성은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동성 상태와 리스크의 관계도 일률적
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4) 적기시정조치의 최초 형태는 동법(법률 제5257호) 제10조(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로 불건전한 금융기
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기
시정조치의 정신을 담고 있음. 금산법의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법개정이 이
루어짐. 1998년 1월 8일에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출범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주체를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 1998년 9월 14일에는 금산법 제10조의 전문개정(법률 제5549호)이
이루어져 이때 처음으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라는 표현이 등장. 금융권역별로 다기화되어있던 적기시
정조치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단계별 발동요건, 조치내용 및 조치절차를 일원화(1999
년 3월 및 2000년 12월)하고, 2000년 1월 21일에는 동법 제10조를 일부 개정,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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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
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1>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보
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사실상 전 금융권
역의 기관이다. 금산법 시행령에서 금산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업자,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를 추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
하는 데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징후를 판정하는 기준은 금감위가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금산법 제10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각 금융업법의 감독규정에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건 및 조치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과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은 BIS기준 자
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증권사는 영업용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각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근거가 된다(<표 2> 참조).

2. 절차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지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징구하고, 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될 경우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승인 시보다 상위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동 조치를 받은

을 부실징후 금융기관에서 기관 및 그 임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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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권역별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적기시정조치 단계별 조치 내용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8% 미만

6% 미만

150% 미만

120% 미만

100% 미만

50% 미만

8% 미만

6% 미만

5% 미만

3% 미만

BIS비율

7% 미만

4% 미만

카드4) BIS비율

8% 미만

6% 미만

은행1)
2)

증권

BIS비율
영업용순자
본비율3)
지급여력비
율

보험
자
본
종금
BIS비율
충
실 상호저축은
BIS비율
행
도
발
동
요
건

여전업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 이하
경영
종합등급 4등급
실태
여전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
4~5등급
종합등급 1～3등급
신용
자본적정성 부문
카드
4～5등급
조직․인력 운용의
조치내용
개선, 자본금의 증
(권역공통)
액 또는 감액, 신규
업무 진출 제한 등
경영개선계획 불승
경영개선계획 처리절차
인 또는 미이행 시
(권역공통)
경영개선요구 발동
은행 등5)

경영개선명령
2% 미만
(부실금융기관)
100% 미만
(부실금융기관)
0% 미만
(부실금융기관)
2% 미만
(부실금융기관)
1% 미만
(부실금융기관)
1% 미만
2% 미만

종합등급
4등급 이하

-

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이하

종합등급 5등급

종합등급 4～5등급

-

점포 폐쇄 및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
경영개선계획 불승
인 또는 미이행 시
경영개선명령 발동

주식소각, 영업양
도, 외부관리인 선
입, 합병 및 계약
이전 등
경영개선계획 불승
인 또는 미이행 시
원칙적으로 퇴출

도입시기 및
비고
’98. 4. 1
’00. 12. 29
’98. 4. 1
’98. 4. 1
’98. 6. 12
’01. 7. 19
’01. 7. 19
여신전문금융
업감독규정
-

-

-

주: 1) 2005년 1월 1일부터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된 부동산신탁회사 포함.
2) 증권회사, 투자신탁(운용)사, 선물업자 포함.
3) 증권회사․선물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투자신탁(운용)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4) 카드업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건에 수익성 및 연체기준을 도입
하였으나 동년 10월 수익성 및 연체기준을 삭제.
5) 여신전문회사, 선물업자를 제외하고 각 권역 공통.

82 규제연구 제15권 제 1호 2006년 6월

후 2월(종금의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경영개선계획
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경영개선권고) 또는 금감위(경영개선요구)는 1
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 초과 가능)
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조치로서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
권고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5) 경영개선요구의 경우는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로 한다.6)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금산법｣은 감독당국에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유예권을 부여하여,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조
치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금산법 제10조③항).

3. 실시 사례
(1) 은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은행을 식별하고 퇴출은행을 결정
하는 데 있어 적기시정조치가 활용되었다. 1997년말 제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추진하여
5개 은행이 자산․부채이전으로 퇴출되고 6개 은행이 합병으로 정리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에서는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중인 외환(경영개선권
고), 조흥(이하 경영개선요구), 한빛, 평화, 제주은행은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5)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조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권회사는 승인일로부터 6개
월 이내
6)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증권회사의 경우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증권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
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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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에 대해서는 신규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2000. 8). 경남은행은 별도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부과(2000. 11)하였다.7)
<표 3> 은행별 적기시정조치 현황
조치구분

조치일자

외환

경영개선권고

’98. 2. 26
(’00. 11. 10)

한빛

경영개선요구

’00. 11. 8

"

- BIS비율 8% 미달,
기 권고사항 이행 미흡

조흥

"

’98. 11. 27
(’00. 11. 8)

"

- 경영실태종합평가 4등급,
기 권고사항 이행 미흡

광주

"

’00. 8. 31

"

- BIS비율 6% 미달

경남

"

’00. 11. 21

"

- BIS비율 6% 미달 및 경영실태
종합평가 4등급

제주

"

’98. 4. 24
(’00. 12. 16)

"

-

서울

"

’97. 12. 22
(’01. 3. 24)

’02. 12. 31

주: 1) (

이행기한

사

유

’01. 12. 31 - BIS비율 8% 미달

"

- 자산건전성 악화 등 경영난
심화

) 안은 수정계획 최종 승인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은행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00. 11)하였다. 조흥, 외환 은행에 대해서는 독
자생존 조건부 가능으로 평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고, 한빛, 평화, 광주, 제주 은
행에 대해서는 독자생존 불가능으로 평가하여 불승인 조치하였다. 따라서 한빛, 평화,
광주, 경남(별도로 적기시정조치 부과)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02년 6월까지 편입키로 하였다. 금융구조조정 결과
2006년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등으로 본 은행의 건전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7) 서울은행은 도이치은행의 경영자문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므로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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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저축은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2. 1. 1～2005. 7. 31 기간 중 경영개선권고 21건, 요구 18건,
명령 25건 등 113건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었는데, 대부분 저축은행에 집중되었다
(<표 4> 참조). 최근 영업정지 중인 4개 상호저축은행의 사례분석 결과 적기시정조치 부

과․이행 소요기간 장기화로 부실심화 및 정리비용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권역별 적기시정조치 건수
조치종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은행

-

-

-

증권(선물 포함)

-

2

2

보험

4

2

1

저축은행

17

14

18

기타

-

-

4

권역

주: 2002. 1. 1～2005. 7. 31 기간 중.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한마음, 아림, 한중, 플러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초
부실징후 포착 이후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되기까지 약 3～4년이 소요되었는데, 동
기간 중 4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11,145억원에서 16,865억원으로 5,750억원(51%) 증가하
였다. 반면, 영업정지 후 실사 결과, 4개 저축은행은 대규모 순자산부족(△4,967억원) 상태
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자산(1.3조원)의 37%에 해당된다(<표 5>, <표 6> 참조).
실제로 4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전 자본총계 합은 300억원이었으나 영
업정지 직전 △1,961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영업정지 후 실사(금감원 기준) 결과에서는
△4,967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기 위
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분이 발생되기 전(적기정리 시점)에 정리절차가 개시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급
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축은행 재무제표 작성의 신뢰성 등 회계적 투명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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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산규모 변동
(단위: 억원)
구 분

한마음

아림

한중

플러스

합계

2001년

7,007

1,254

1,480

1,404

11,145

영업정지 직전
(2004년)

9,477
(35%)

1,725
(38%)

1,124
(△24%)

4,569
(225%)

16,865
(51%)

주: 1) 2001년 수치는 6월말 기준이며 2004년 수치는 한마음: ’04.6월, 아림: ’04.9월, 한중․플러
스는 ’04.12월 기준 수치임.
2) ( ) 안은 2001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표 6> 영업정지 직후 자본총계 차이
(단위: 억원)
저축은행명

영업정지 영업정지 직전
6개월 전(A)
자료(B)

6개월간
차액
(B-A)

영업정지 후
실사결과(C)
(금감원 기준)

실사결과와의
차액
(C-B)

한마음
214(’03.12)
(’04. 9. 20)

△905(’04.06)

△1,119

△2,566(’04.9.17)

△1,661

아림
(’04. 12. 16)

6(’04.06)

△175(’04.09)

△181*

△348(’04.12.15)

△173

한중
(’05. 1. 15)

9(’04.06)

△757(’04.12)

△766

△829(’05.01.13)

△72

플러스
(’05. 1. 27)

71(’04.06)

△124(’04.12)

△195

△1,224(’05.02.25)

△1,100

총계

300

△1,961

△2,261

△4,967

△3,006

주: * 아림의 경우 3개월간 차액.
자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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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선진국의 적기시정조치제도
1. 미국
(1) 내용
미국 의회는 1980년대 금융위기 시 감독당국의 규제유예조치가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손실을 확대시킨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1991년 FDICIA 제정 시 적기시정조
치를 도입하였다(FDI Act section 38 Prompt Corrective Action (12 U.S.C. §1831)).8) 적기시정조
치의 법적 목적은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장기적 손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예
금기관의 경영부실, 자본부족 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9)
적기시정조치의 각 단계별 조치권은 금융기관에 대해 1차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연방 금융감독 당국이 행사한다.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연방금융감독
당국은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저축기
관감독청(OTS) 등으로 구성된다. OCC는 국법은행에 대해 인허가권 및 1차적인 감독권
한을, 주당국은 주법은행에 대해 인허가권과 1차적인 감독권한을 가지며, 주법은행 중
연준가맹 은행에 대해서는 FRB가, 연준비가맹 은행에 대해서는 FDIC가 주당국과 병행
하여 1차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한다.

8) FDIC는 80년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차등보험료율제도 및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 최소비용정리기준적용의 의무화를 내
용으로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를 제정함
9) Eisenbeis and Wall(2002)은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금융규제의 목적을 ‘파산 방지'로 규정할 경우 부실은
행에 대한 규제유예를 의도하지 않게 장려하는 반면,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이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
험기금 손실의 최소화’로 규정할 경우에는 규제유예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함. 이는
금융규제의 목적이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일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관심은 불건전 은행 및 부실화
은행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또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손실분담을 통해 정리비용을 절약
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므로 금융기관 소유자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갖
기 때문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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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감독권
연방당국

금융기관

FRB

국법은행
(FRS2) 및 FDIC에 의무적 가입)
은행

FRS가맹(FDIC에 의무적 가입)
주법
은행

◎

FDIC만 가입

FDIC

OCC

○

●

OTS

SEC 1)

주당국

○

●

◎

●

FRS 및 FDIC 비가입

●

저축금융기관지주회사

◎

저축금 연방허가기관(FDIC 의무적 가입)
융기관
州허가 FDIC 가입
기관 FDIC 비가입
보

험

증

권

○

●

○

◎

●
●
●
●

은행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

◎

주: 1) SEC: 증권거래위원회
2) FRS: 연방준비제도
3) 구분 - ●: 허가권한(증권은 등록제) 및 주된 감독권한, ◎: 주된 감독권한,
○: 연방예금보험 제공자로서의 검사권한
자료: 금융감독원(2000)
<표 8> 자기자본충실도 평가기준
등급

BIS자기자본비율1)

기본자본비율2)

단순자기자본비율3)

1등급: 우량

10% 이상

6% 이상

5% 이상

2등급: 적정

8% 이상

4% 이상

4% 이상

3등급: 미흡

8% 미만

4% 미만

4% 미만

4등급: 상당히 미흡

6% 미만

3% 미만

3% 미만

5등급: 위험수준
주: 1) 총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3) 기본자본(tier 1)/총자산

유형자본비율4) 2% 이하
2) 기본자본(tier 1)/위험가중자산
4) 유형주주자본(=기본자본+누적적 우선주)/총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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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자본
충실도

강제 조치

임의 조치

1등급 임점검사의 횟수를 줄이는 등의 혜택부여
2등급

- FDIC의 승인 없이 중개예금(Brokered Deposit) - 3등급 이하로 하락하게 하는 배
수신불가
당이나 임원보수 지급 금지

3등급
-

배당 및 management fees 수수 금지
자기자본 확충 요구
자산증가 제한
인수, 지점신설, 신규업무에 대한 승인 필요

- 계열사간 거래제한
- 예금금리 제한
- 자기자본개선계획의 제출을 태
만히 한 경우 등은 4단계 조치

- 3등급의 경우와 동일한 조치
- 3등급의 경우와 동일한 조치
- 자기자본, 채무매각, 타 금융기관에 의한 흡수 - 강제 조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등의 요구
경우 경영관리 조치
- 계열사간 거래 제한
- 필요시 5단계 조치
4등급 - 예금금리 제한
- 고위험 업무의 변경, 제한 및 정지
- 이사 또는 경영진의 해임 및 신규 임명
- 중대한 위험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또는 비예금
금융기관 계열사의 매각, 청산
- 4등급의 경우와 동일한 조치
- 5단계 분류 후 90일 이내에 청산관리인(또는
FDIC 동의하에 갱생관리인) 지명
- 5단계 분류 후 270일 중 평균 3개월 동안 계속
5등급인 경우 파산관재 조치
5등급 - 5단계 분류 후 60일 이후 후순위부채의 상환 금 지
- 투자, 사업 확장, 인수, 자산매각 등 주요거래 금
지
- 레버리지가 높은 거래에 신용공여 금지
- 정관변경 및 경리방법의 중대한 변경금지

한편,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충실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등 세 가지 자본비율
과 부실금융기관의 판정기준인 유형자본비율이 사용된다. 한편, 자기자본기준 외에도
자산건전성 등 여타 부문에 대한 임점검사(CAMELS 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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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다.10)
적기시정조치는 각 기준마다 감독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해당 금
융기관의 건전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독기관이 관련 법규에 명시된 시
정조치를 자동적으로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표 9>참조). 해당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태가
취약할수록 제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며, 건전성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
당 금융기관의 폐쇄조치(Early Closure)를 명문화하여 감독당국의 재량에 의해 부실은행의
처리가 지연되고 정리로 인한 손실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였다.

(2) 적기시정조치제도와 FDIC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FDIC는 연방감독기
관의 입장에서 주법은행 중 연준비가맹 은행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함과 동
시에,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자의 입장에서 2차적인 감독권한(Back-Up
Supervisory Responsibility)을 행사하고 있다. 즉 FDIC는 보험공급자의 입장에서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감독 권한을 행사하는데, 부
보금융기관의 부보상태를 일시적으로 정지․중지하거나 금융기관을 폐쇄시키는 경우
청산관리인(Receiver) 및 갱생관리인(Conservator)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FDIC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감시 결과 기금의 손실
이 예상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공급자의 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조기에
개입(Early Intervention)하여 제재조치(Enforcement Action)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예
를 들어 이미 부실화 단계로 접어든 5등급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해서는 FDIC가 직접 개
입하여 향후 부실의 정리과정에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사전
에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연방금융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각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는 예외
적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방은행 당국은 반드시 사전에 FDIC의 동의를 얻어야
10) 임점검사 결과의 평가에서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및 유동성 중 어느 한 부문이라도 평가등급이
3등급 이하로 판정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안정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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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충실도가 5등급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청산관리인을
지명하여 정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보금융기관의 자본개선을 위한 자구노
력, 수익 구조의 개선 등으로 향후 영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연방금
융 당국은 FDIC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줄 수 있다.

(3) 평가
1992년 이후 실제로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장기적 손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정리비용을 검토
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림 1>은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FDIC의 손실률을 보여 준다. 1993년 PCA가 발효된 이후 달러금액으로 본 손실액은 명
백히 감소하였으나, 자산대비 손실률로 보았을 때는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는
PCA 도입 이전과 이후의 추세가 유사하다.
<그림 1>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및 총자산 대비 손실률

주: 꺾은선 그래프는 총자산 대비 손실률을, 막대그래프는 손실의 달러금액을 나타냄.
자료: Eisenbeis and Wall(2002)

만일 감독기관이 FDICIA의 PCA에 따라 금융기관 자본의 장부가치가 2% 이하로 하
락한 부실금융기관을 폐쇄하는 조기개입을 단행했다면 자산대비 손실은 ‘0’에 가까워야
한다. 그러나 달러금액이나 자산대비 손실률로 보았을 때도 손실액이 큰 것을 알 수 있
다. 1986～2000년 중 평균 손실률은 13%이나 PCA 발효 이후의 손실률은 평균 13%에
서 26%에 달한다. 이는 1998년 및 1999년 중 각기 1개 금융기관에서 부정행위(Frau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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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 데 기인하나, 이 두 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할지라도
PCA가 뚜렷한 효과를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2002년 7월 초반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 기간 중 FDIC가 폐쇄한 3개 은행의 자산대비 손실률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0> 1차 감독기관별 금융기관 도산 시의 연간손실
(단위: 1,000달러, %)
FDIC
연도

1986

연간손실

OCC

OTS

FED

자산대비
자산대비
자산대비
자산대비
연간손실
연간손실
연간손실
손실률
손실
손실
손실

976,554

26.0

755,470

20.3

6,984

20.7

36,708

27.0

1987 1,106,501

20.5

740,903

25.4

63,567

12.7

112,047

26.9

1988 1,375,946

18.1 5,412,436

11.7

133,408

26.7

1989 1,077,926

19.0 4,698,994

19.1

288,209

33.0

134,168

25.7

1990

637,864

21.9 1,250,361

16.9

855,242

16.3

41,595

23.1

1991 1,457,784

21.2 1,767,011

3.9 2,907,336

15.6

16,639

12.3

1992 1,140,958

22.8

137,539

1.9 2,202,121

7.7

198,205

4.3

1993

233,001

21.1

257,928

18.3

117,863

12.5

38,558

50.9

1994

95,845

17.7

52,008

29.4

16,586

2.9

14,514

13.4

1995

61,474

13.5

2,593

27.7

-

20,988

7.6

1996

14,680

17.5

23,739

24.3

1997

-

14

39.8

-

-

-

5,025

-

-

-

1998

234,049

54.2

1999

47,223

27.8

791,726

66.3

1,343

2.1

2,221

2000

29,932

10.6

8,748

8.5

1,402

4.7

-

평균

565,982

21.1 1,059,964

11.3

461,280

11.7

자료: Eisenbeis and Wall(2002)

50,272

19.5

16.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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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는 예금보험기금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손실에
가장 민감할 것이고, 따라서 FDIC가 주감독기관인 금융기관의 손실 및 손실률이 다른
연방감독 당국이 주감독기관인 금융기관의 손실 및 손실률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0>의 주감독기관별 손실 및 자산대비 손실률은 그렇지 않음
을 보여 준다. 연방준비은행이 주감독기관인 금융기관의 자산대비 손실률은 10.8%,
OCC가 주감독기관인 경우 11.3%, OTS가 주감독기관인 경우 11.7%에 달한 반면,
FDIC가 주감독관인 경우의 손실률은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라는 목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일부 연도의 경우 손실의 크기가 아주
큼을 알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도입 이후에도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 요인으로는 i) 감독기관이 ‘손실
최소화’보다는 규제유예와 파산최소화라는 목적을 추구하였을 가능성, ii) 감독기관이
자산의 장부가치가 임계치(Critical Level)에 다다랐을 때 금융기관을 폐쇄하였으나 장부가
치가 자산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하여 폐쇄의 자동격발장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혹은
iii) 폐쇄된 금융기관이 점검하기 어려운 부정행위(Fraud) 등과 연루되어 PCA가 효과적
으로 실행되기 어려웠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11)

2. 일본
일본은 금융기관의 경영파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
치의 일환으로 1996년 6월에 금융3법12)을 제정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조기시정조치:
Early Corrective Action)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적기시정조치는 은행(은행법 제26조 제1항, 제
27조), 보험, 증권 등 3대 권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발동주체는 금융청이다. 신용카드, 대

부업 등 비은행기관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다. 비은행기관은 경제산업성 소관업무
로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감독하고, 금융청은 비은행기관의 인가와 대출업무에 대해

11) OCC가 주감독기관인 Keystone Bank의 경우 자산의 75%에 달하는 금액인 780백만 달러의 손실을 경
험하였는데, 부실의 주요인인 ‘사기(Frau)'인 것으로 밝혀짐.
12) 금융3법은 금융기관 등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갱생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예금보험법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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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관여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은 자본충실도로 은행은 BIS비율, 보험은 지급여력비율, 증권
은 자기자본규제비율로 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해외영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경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국내영업만 영위하는 은행의 경
우는 신국내기준 자기자본비율 4% 미만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표 11> 일본의 조기시정조치
조기시정조치
1

2

2-2

3

BIS비율 기준
(해외영업을 하는 은행의 경우)

8% 미만

4% 미만

-

0% 미만

신국내기준 자기자본비율
(국내영업만 하는 은행의 경우)

4% 미만

2% 미만

1%
미만

0% 미만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200%

0~100%

-

0% 미만

증권

자기자본규제비율

120~140%

100~120%

-

100% 미만

은행
자본
충실도

자료: 일본 대장성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에 해당되면 금융청은 지체 없이 적기시정조치
를 발동해야 한다.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청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상장된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보
호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적기시정조치의 공개가 시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다.

3. 캐나다
1995년 2월의 캐나다 재무부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방향(Enhanc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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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Soundness of the Canadian Financial System)”의 일환으로 ｢연방인가 금융기관에 대

한 단계별 금융개입지침(Guide to Intervention for Federal Institution, 이하 지침)｣이 수립되었다.
동 지침의 설립목적은 OSFI(금융감독청)와 CDIC (캐나다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포함되어 있
는 감독상의 제반조치를 체계화하여 감독조치의 내용, 감독조치의 시행시기 등 감독체
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양 감독기관의 중복감독을 최소화하여 감독비용을 축소하는 데 있다. 또한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개입을 통해 예금자 및 금융기관채권자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본 지침의 특징은 경영개입수단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고 OSFI와 CDIC 사이의 협
조체계를 구체화한 데 있다. 동 경영개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정상, 제1～4
단계 등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제4단계는 폐쇄단계에 접어든 상태를 나타
내고 있다. 주요 개입 내용은 <표 12>와 같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CDIC는 예금보험의 해지로 대응할 수 있는데, CDIC는 불건
전경영을 하고 있거나 규제 또는 예금보험조건을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를
발송한다. 이에 대해 동 금융기관은 CDIC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서에 대하여 청문해
야 한다(CDIC Act Article 30). 동 금융기관은 CDIC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렇지 못할 경우 CDIC는 예금보험을 해지한다는 30일 전 고지(30 Day Notice)를 발동해야
한다. 고지 이후에 동 금융기관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예금보험 해지를 앞당길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절차 및 방식은 OSFI는 CDIC의 회원기관이 자생력을 상실하였
거나 상실한 것으로 예상되고 자생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면 CDIC에
감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CDIC Act Article 39(1)). CDIC에 주식이 귀속된 경우 CDIC
는 부실금융기관을 매각, 합병 또는 P&A거래, 직접 구조조정할 수 있다. 해당 부실금융
기관이 CDIC Act Article 39(2)에 의한 조치를 60일 이내(연장 가능)에 이행하지 않을 경
우 CDIC는 청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OSFI는 CDIC의 개입 없이 불건전 경영이나
감독위반에 직접 개입하여 동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교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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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캐나다의 단계별 경영개입조치 주요 내용
단계별
정상

경영상태
문제점이 없는 상태

조기경보단계
제1단계
(early warning)

제2단계

제3단계

주요 개입 내용
- OSFI와 CDIC의 일상적인 감독 및 규제활동
-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의 위험노출단계
-

향후 존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단계

폐쇄 및 지급불능이
제4단계
임박한 상태

해당 금융기관에 문제점 통보 및 시정요구(OSFI, CDIC)
외부감사인의 재무상태 검사범위 확대요구(OSFI)
필요 시 CDIC의 특별검사 실시(CDIC)
추가 보험료 부과(CDIC)
요주의 목록에 등재 및 비상 시 대응계획 수립시작(OSFI,
CDIC)
시정계획 및 추진일정계획 수립 요구(OSFI, CDIC)
임점검사의 범위 확대, 보고내용 확대 및 영업제한(OSFI)
외부감사인의 특별감사 및 보고 요구(OSFI)
재무부장관 앞 예금보험 적용중지 승인요청(CDIC)

- 제3의 외부감사인에 의한 특별감사 실시 요구(OSFI)
- 신용부문 검사 확대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산 평가 등
검사강화와 OSFI직원의 해당 금융기관 배치(OSFI)
- 자본증자 명령, 추가적인 영업활동 제한, 구조조정 및 인
수예정자 물색요구(OSFI)
- 비상 시 대응계획의 수립 및 보완(OSFI, CDIC)
- 금융지원, FIRP적용 등 처리방안 수립(CDIC)
- 청산명령(OSFI, CDIC)
- 자산관리 및 경영관리(OSFI)
- 재무부장관 앞 예금보험 적용중지 승인 요청(CDIC)

주: ( ) 안은 개입내용 주체를 표시

V. 효율적인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는 적기시정조치를 건전성감독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
미하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적기시정조치의 목적과는 상이하
다.13)
13) 익명의 심사자는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목적을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로 할 경우 여
전업, 카드 등과 같이 부보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
점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의 관계를 지적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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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그동안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효
율적 추진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부실금융회사 정
리와 연계․운용되어 일부에서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부실금융회사 정리수단으로 오해
하고, 적기시정조치와 금융기관 퇴출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왔다. 이에 시정조
치 자체가 시장에서 사실상의 ‘퇴출조치’로 용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위
원회와 금융감독원은 BIS비율이나 경영실태평가 기준 미달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
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을 감안해 조치권 발동을 유예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금감
원, 2001).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을 시장규율에 의한 상시 금융구조조

정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
무리된 지금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운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장
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 규제유예의 유인 제한
(1) 적기시정조치 발동 유예의 제한
적기시정조치제도가 금융기관 부실화 이전단계에서부터 적기에 신속히 발동되어 경
영위험을 그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추가부실을 방지하는 본래
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현재의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의 3단계에서 경영개선권고1․권고2․요구․
명령 등의 4단계로 분류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초기 단계에서는 조치의 내용도 징벌보다
는 사전 예방 위주로 개편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폐쇄가 임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명령을 적
용 받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미국 FDIC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시정조치 단계를 정상 및 제
14) 매우 건전한 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6%에 미달할 경우 다
음 주주총회 때까지 자기자본 부족분의 75%를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정리절차가 적용됨(Pozden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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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마지막 4단계의 경우에는 청산명령이나 예금보험중지 승
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유예를 방지하기 위하
여 금산법 제10조의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조항도 마지막 단계인 명령단계에서
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15) 다만, 유예조항을 적용시켜야 할 경우, 미국 FDIC의 예 등
을 검토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적용토록 한다.

ㅇ 개정안 예시(금산법)
현
행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②(생략)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
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할 수 있다.

개정안 예시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②(생략)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
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할 수 있다. 다만, 명령 단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 명령 단계의 발동기준으로는 금산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실제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미국의 경우처럼 유형자본비
율(Tangible Asset Ratio)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형자본비율
이 0%가 아닌 2%로 폐쇄 기준조건을 설정하는 이유는 i) 금융기관의 많은 종류의 자산
가치는 불투명하고 평가가 난이하며, ii) 부실금융기관은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할 유인이
있으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다수라는 점, iii) 따라서 0%보다 약간 상향된 2% 기준은
시장가치에서 실질적 지급불능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iv)부실금융기관이 합
병 등과 같이 민간부문을 통해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Kaufman 2002).

15) 이는
향후
행의
령을

김천상호저축은행 정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이 심화된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유예할 경우
부실이 더욱 진전되어 최종적인 정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 김천상호저축은
경우 2002년 6월 14일에 금감위 경영개선명령이 유예되었으나, 2003년 3월 19일 다시 경영개선명
부과 받고 2003년 8월 22일 금감위 영업인가가 취소조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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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안 예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현

행

제17조의6(경영개선명령 등) ①금감위는 상
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
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개정안 예시
제17조의6(경영개선명령 등) ①금감위는 상
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유형자본비율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도 포함

주: * 현행 경영개선요구단계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

(2) 영업정지 이전 정리개시를 통한 정리비용 감축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면 클수록 감독당국 등의 규제
유예 유인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최종적인 부실규모 및 정리비용이 증가한다
(Kaufman, 2002).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영업의 중단 없이 정리절차를 진행함으

로써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FDIC의 정리절차는 최소비
용에 의한 정리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적기시정조치 평가등
급 5등급(위험수준) 지정 후 90일 내 정리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비용검증을 하여 계약이
전(매각) 대상 인수자를 선정하거나 신속한 보험급지급을 통해 청산한다. 정리절차는 해
당 금융기관의 영업상태하에서 비밀리에 진행된다. 일본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정리관재인으로 선임하여 정리관재인의 관리하에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각 등을 추진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보다 원활하
고 적시에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전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실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영업
정지 즉시 정리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보는 동 실사결과를 토대로 정리대안별
로 최소비용 검증(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을 수행하여16) 영업정지 전에
16) ‘최소비용(Least Cost)’의 원칙은 미국 FDIC에 의해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 개선법(FDICIA)이 제정
되었는데, 부실은행 정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정리비용이 보험금지급방식보다 낮아야 함은 물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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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알선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업정지 전 예금보험공사의
합병 등 알선 활성화를 통한 정리 시 보험금 지급과 달리 예금 등의 전액 보전으로 예금
자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기금부담도 경감하는 효과를 갖는다.
ㅇ 개정안 예시(금산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
치 등) ①～②(생략)
치 등) ①～②(생략)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간
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
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
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자
산․부채실태 등의 파악을 위한 실사를 할
수 있다.

2. 다양한 자기자본비율 활용
BIS자기자본규제제도가 금융환경에 따른 은행의 위험추구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BIS자기자본규제제도를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여 2004년 6월 24일 새로운 국제협약
(BaselⅡ)을 확정․발표하였다. BaselⅡ는 ① 최소자본규제(Pillar1), ② 감독당국의 감독기
한 정리방식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가 진행되어, 구조조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부담의 최소
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별법은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 시 최소비용원칙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음.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최소비용의
원칙에서 “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
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
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보험금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
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 외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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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강화(Pillar2), ③ 시장규율 강화(Pillar3)의 3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illar 1은 신용위
험에 대한 계측을 보다 정밀화하였고 신용위험, 시장위험에 더하여 업무상의 사고, 부정
행위 등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운영위험을 추가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산
정하도록 하였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근거 지표로서 Basel II 자본규제안을 본격적으로 채택17) 하기 전
에 Basel II 시스템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두는 한편, 당분간은 현존하
는 BIS자기자본비율규제 중심의 적기시정조치의 틀을 유지하여 한다. 18) 제II장에서 분
석한 바와 같이 BIS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에 BIS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이외에 단순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등을 포함하는
등 적기시정조치 발동조건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회사의 청산능력을 나타내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본관련비율 중 가장 포괄
범위가 넓고 핵심이 되는 지표로서 연결대차대조표에 의해 작성되는 반면, 자기자본비
율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해 후행지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BIS기준 자기자본비
율은 보완자본 및 무형자산가치의 인정으로 실제보다 건전성 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
어 적기 정리시점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BIS기준기본자본비율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감당할 수 있
는 가장 안정적인 자본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자본관련비율 중 중심지
표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보완지표로서 기능한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대차대
조표상 자기자본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보다 (보완
자본 요소가 배제되므로) 은행의 부실가능성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신BIS협약을 2006년말부터 회원국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8년을
도입시기로 결정하고 모든 은행이 신BIS협약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금융감독원, 2004).
18) 국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Basel II의 도입이 금융회사의 규제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별 필요자기자기자본의 규모가 경기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되었다(한국은행, 2004). 국내 3개
시중은행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외부감사대상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과 동 기업체의 신용등
급 및 부도율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내부등급 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한 결
과 경기가 부진하여 부도율이 높았던 1998년 중에는 1995년말의 자기자본규모와 비교하여 규제자기자
본이 최대 28%까지 증가하였으나, 경기가 양호하여 부도율이 낮았던 2002년말에는 최대 37%까지 축
소되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최근 대형은행 26개를 대상으로 한 Basel II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QIS-4) 대부분의 은행들에 대해 Basel II 공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법정 적기시정조치 규제에서
허용하는 자본량보다 훨씬 적은 자본량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FDI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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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부실지정 이전에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
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감독당국에 적기시정조치 발
동의 유예권을 부여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자의성 배제를 통한 규제유예의 방지라는 적
기시정조치의 중요한 특성 및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이 지
나치게 단순하여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예측지표로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
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좀더 세분화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초기
단계에서는 조치의 내용도 징벌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개편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
을 높이도록 한다. 이는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회생조치
를 강제화함으로써 지급불능과 그에 따른 손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 폐쇄가
임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의 마지막 단계를 적용받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규제유예의 유인을 제한하기 위해 마지막 명령 단계에서 규제유예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면 클수록 감독당국 등의
규제유예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전 금융기관
의 재무상태 실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영업정지 즉시 정리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하고 적시에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BIS자기자본
비율에 내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이외에도 다양한 자기자본비율과
시장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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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Corrective Action in Korea

Sun Eae Chun

Prompt Corrective Action(PCA) in Korea is introduced as a way of prudent regulatory
measur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CA, current three step wise corrective
action system could be modified into four step wise system where the preventive
corrective measures are more emphasized in the early stage of insolvency.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forbearance in the last stages of insolvency should be
limited under the restricted condition. Measures which minimize the resolution costs also
help to reduce the incentive of forbearance by regulatory body. Due diligence conducted
by Korea Deposit Insurance Cooperation before the closur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could facilitate the resolution process in more cost efficient way and enable the prompt
reimbursement, which contribute to the minimization of resolution costs.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BIS capital ratio in manifesting the true risk cond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measures of capital ratios and market index could be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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