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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Ⅰ. 서론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FMI)는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

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인프라를 통칭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청산 및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FMI의 중요성은 그 동안 잘 인식되지 못하다가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혁신, 그리고 경제의 글로벌화 등 FMI 여건의 변화가 두드
러진 이후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FMI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MI가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노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시

스템의 정비와 감독체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

배적이고 시장 충격의 국제적 파급 경로를 제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FMI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의 정비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외파생상

품 시장의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고 이에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적극
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FSB가 2010년 10월에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표준화, 중앙 결제 시스템, 전자거래방식, 그리고 거래정
보저장소에 대한 거래보고 등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CPSS(the

Committee

on

Payment

and

1) 이메일: yangjm@yonsei.ac.kr, 주소: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정의관 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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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Systems)와

IOSC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FMI에 대한 리포트를 2011년 3월에 발간하여 결제시스템, 중앙
증권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중앙거래당사자(central counterparties ; CCPs), 거래예

탁기관(trade repositories)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OSCO도 2월에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된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FSB는 모든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개혁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실시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CPSS가 마련한 종합적

인 국제적 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 규제 및 감독, 그리고 인프라 구축 논의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한국은행은 FMI 국제기준 제정 논의에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새로운 국제적 FMI 체제를 구축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온 장

외파생상품시장의 청산 및 결제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를 개선하
지 않으면, 향후 더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위
기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FMI 국제기준은 그 동안 간과되었던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우리나라의 FMI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시급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시장의 강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제적 FMI 체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완료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 주요 이슈2)는 금융시장의

혁신을 유도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거래 활성
화를 담보하는 데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CPSS/IOSCO에서 추진하고 있는 FMI 국제기준의 제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FMI

국제기준은 그 동안 제시되었던 각종 원칙들과 권고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인 FMI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FMI를 재점
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FMI에 대해 중앙은

행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이다. 사실 FMI의 중심에는 중앙은행이
있다. FMI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이를 중심으로 한 결제시

스템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FMI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좌개설 및 신용 공
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장외파생
상품 등 그 동안 결제시스템의 주변에서 자생한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관리
2) 금융결제국, FMI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2011.3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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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FSB, CPSS/IOSCO 등 관련 기구들은 장외파생상품거

래의 표준화와 CCP 이용 및 거래정보저장소 등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
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Repo 시장 인프라 개선에 관한 이슈이다. 글로벌 금

융위기 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Repo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 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Repo 시장
이 단순한 환매조건으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고 단기 자금 조달 시장으로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동 시장의 표준화 및 담보 등 거래에 관한 인프라 개선으

로 금융위기 시 시장의 급격한 축소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섯째, 거래 후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이다. SSS, CCP 및 TR 등을

포함한 거래 후 인프라에 대한 현황 및 발전흐름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연구하고
있다. 여섯째,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및 감독지침 개정에 관한 논의이다. 금융시장

의 글로벌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외환결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프

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관련된 감독지침을 개

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현행 감시체계가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기준은 중앙은

행의 감시시스템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새로운 국제기준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영역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FMI을 관할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감시업무

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업무 간의 협력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FMI 국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FMI 체제를 검토하고 지급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검토한 후 대응과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장에서는 FMI 국제기준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MI

현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FMI 국제기준이 국내 FMI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5장에서는 FMI 국제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당국의 대응방안을 모
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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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MI 국제기준의 주요내용
1. FMI 국제기준 논의 현황
CPSS/IOSCO는 공동으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을 검토하는 SG(Steering

Goup)을 구성하여 국제기준의 전면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기준
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원인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FMI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

한 시장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리스크관리 기준 등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
요성이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변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기

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SG 산하에 8개의 소그룹을 결성하여 증거금 및 담보, 분리보관 및 위탁자

산 이동, 투명성 및 데이터 접근, 자본 및 사업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리스크,

그리고 지배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현재는 많은 논점들이 정리된 상태

이다.

CPSS/IOSCO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처 2012년 초 최종적으로 FMI 국제기준
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쟁점들을 정리
하여 발표하였다.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분야이다. FMI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

비하여 확보해야 할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s)의 최소 규모가 아직 결정

되지 못하였다. 예컨대, 최소규모가 1개 이상의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규모인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규모인

지에 관한 논쟁이 남아 있다.

둘째, 자산의 분리보관 및 이동의 문제이다. 고객자산의 보호를 위해 고객자산을

분리보관하고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셋째, 일반사업 리스크 관리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FMI의 일반사업에서 발생

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논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FMI가 공적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다소 생소
한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FMI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

우도 있고, 다양한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경우에 일반사업 위
험이 상당 수준으로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형식 논리적으로는 위험이 전

가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기 발생 시 위험

이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일반
사업도 적절한 범위에서 통제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자

는 것이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자기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6개월, 9개월 또는 12개월 사업규모분의

자기자본 보유 의무화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나치게 사업 활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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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접근 및 상호호환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이용을

의무화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CCP 참가기준 및 FMI간 상

호 연계를 추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CCP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할 것인가는 증거금 수준 등의 제도설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CCP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FMI관련 기관간
의 연계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반 원칙을 구체적인 제도의 틀로 수용하여 실질적으
로 집행하는 데에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도 필

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수용하는 데에는 일
정 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문이 있으나 24가지 원칙과 감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정책당국의 5가지 책무가 제시되어 새로운 FMI 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은 다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3대 국제기준 내용을 모두 포괄함에 따라서 기존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
았던 사항도 각 시스템 및 운영기관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에서는

거론

되었으나,

RSSS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항도

포함되어

SS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와

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 3의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정책과 절차,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다 참가기관이나 고객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

는 유인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물리적인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점도 포함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현재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특히 유인구조적 감시체제가 미비하여 각 참가기관과 인프라 구성

기관, 그리고 감독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

러나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은 금융시장 인프라 전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유동성 리스크관리 의무도 SSS에 신규로 적용되고 있다. 사실 SSS에서 유
동성 리스크의 관리가 어느 부분에서 중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의가

필요하다. SSS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권거래를 승인하고 청산하며 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현

금이체와는 달리 증권과 현금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문
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CCP가 신용위험에 노출

되어 있고, 참가자들에게 증거금을 부과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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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담금으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여전히 유동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RSSS에서도 현금결제자산의 보유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결제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신용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RSSS의 10번 권
고안에서도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결제자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번에 보다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제완결성의 원칙을 CCP에도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과거 권고안에서는 실

물 인도 등이 강조되었으나, 결제의 완결성이 상위의 원칙으로 파악된다. 실물인수
도도 SSS에 대해서 새로운 원칙으로 부과하고 있다. DVP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달성한다.

넷째, 일반사업리스크관리 의무를 SSS 및 CCP에 신규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사업
은 과거와 달리 많은 기관에서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자산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급결제와 관련된 업무의 위험성보
다 더 큰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다. 업무의 위험성은 고용보험 및 손해보험 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으나, 감독 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위험관리에 대한 지
침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SSS 및 CCP에 대해서 계층화 참가구조에 대한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 계

층화된 FMI를 운용하는 경우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식별하고 이해하며 관리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직접참가자가 간접참가자에 관해서 기초
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SSS 및

CCP에 공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화된 참가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FMI 원칙은 증권결제시스템에서 거액결제시스템까지 전반적인 FMI

에 대해서 일관되고 종합적인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FMI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
고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국이 제시된 원칙을 구체화된 규정으
로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표 1> 종합적 FMI 원칙과 기존의 원칙과의 관계
번
호
1

FMI 원칙

CPSIPS

원칙

지배구조 (governance)

3

(framework

4

5

개별원칙의 해당 번호

법적기반 (legal basis)

2

종합적리스크관리체계
for

management of risks)

RSSS

1

the

comprehensive

신용리스크 (credit risk)
담보(collateral)

1

10

13

13

3

-

-

5

9

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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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CP

9

4,5

6

증거금(margin)

8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A
B
C
D

-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5

4

-

-

8

5

-

자금결제(money settlements)

6

10

9

증권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

6

-

-

7

10

-

-

6

-

12

-

-

12

7

7

11

8

9

14

2

-

-

-

실물인도(physical deliveries)

-

가치교환형결제시스템(exchange-of-value
settelement systems)

참가기관

채무불이행시

규정

및

처리

(participant-default rules and procedures)

절차

분리보관 및 이전(segregation and portability)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

위탁 및 투자 리스크 (custody and investment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접속

및

참가기준(access

requirement)

계층화

and

참가제도(tiered

arrangement)

participation
participation

FMI간 연계(FMI links)

-

효율성과 실효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통신절차와

표준(communications

and standards)

procedures

규정 및 핵심절차의 공표(disclusure of rules and
key procedures)

시장자료의 공개(disclosure of market data)

FMI 감시 규제 감독기관의 5가지 책무(responsibility)
FMI에

대한

규제,

감독,

감시(regulation,

권한과

자원(regulatory,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FMI)
규제,

감독

supervisory
resources)

및

감시

and

oversight

powers

and

FMI 관련 정책의 공표(disclosure of policies with
respect to FMIs)
FMI

관련

기준의

다른

기관과의

principles for FMIs)

적용(application

협력(cooperation

of

with

-

the

-

-

19

11

12

-

16

-

2

17

14

-

-

-

A

18

15

C

18

15

A

18

15

B,C

-

-

2. RSSS :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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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other

3. RCCP :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10

8

D
18
authorities)
주: 1. CPSIPS : Core principles for systemat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E

4,5

15

통일된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분야도 있었다고 알려

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FMI 국제기준의 적용대상 시스템 지정에 대한

재량권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별 재량권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과 국가 간 규제차

이를 해소하고 일관된 규제를 통해서 다수 국가에서 영업하거나 복수통화상품을
거래하는 CCP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이 상충되는 문제이다. 결

론적으로는 각국의 관계당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되 FMI 기준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공표하도록하여 재량권의 남용을 일부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둘째,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쟁점은 FMI가 얼마나

견고하게 결제불이행에 대비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
은 최소한 2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도록 명시하자는 안을 주장하였고,

미국과 일본 등은 최소 1개 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토록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

였다. 결론적으로 두 옵션을 병기하고 시장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 등 검증기법을 이용하여 최종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셋째, 신용리스크 노출액에 대한 완전담보를 확보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FMI가

노출된 신용리스크의 100%에 대하여 사전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논란이 있다. SIPS, SSS, CSD의 경우 참가기관에 대한 신
용리스크 노출 시 사전담보로 노출 금액의 100% 징구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
게 되었다.

넷째, FMI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관한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중앙은

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기능한다면 FMI가 평상시에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제도를 명시화하면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반대의견으로는 나라마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동성 지원은 중앙은행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유동성 지원을 명기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의견이 있다. 중재안으로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FMI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기준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섯째, 담보자산의 분리보관 및 이전 유연성에 관한 논의이다. FMI가 시스템리스

크의 감축을 위해 자신 및 참가기관의 자산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산까지 분리 보
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규

제 및 고객보호 측면에서 개인별 계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론적으

로는 분리보관의 필요성을 분명히 권고하고 모범관행을 동시에 명시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절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여섯째, 간접참가기관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간

- 10 -

접참가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계층화 참가제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간
접참가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있어 FMI가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적시하는 형태
로 정리되었다.

쟁점이 있었던 분야가 절충적이 형태로 결정됨에 따라서 정책 당국은 사정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분야들은 모두 우

리나라의 FMI를 구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현재의
기준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2개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이 되어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층화된 시스템에서
참가기관에 대한 적격성 여부와 관리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논란이
되는 분야에서는 우리의 실정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종합적 FMI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된다.
2. FMI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
가. FMI의 운영에 관한 24개 원칙
(1) 법적 기반(legal basis)
법적 기반은 FMI가 관련된 사법관할 지역 내에서 FMI의 모든 업무활동이 법적 근
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의된다. FMI는 감독기관 및 규제기관, 참

가기관이나 금융소비자들에게 FMI 업무와 관련된 법적 기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FMI의 규칙이나 절차가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하며 참가기관들의 채무불이행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도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사법적 관할 영역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 기반의 충돌에 의한 문제의 소지를 인지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제완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따로 마련하여 파산과 관련된 “zero hour rule”

에 관계없이 파산 당일 거래된 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완결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산과 관련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 예외조항을 통해 법적 완결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차액결제의 경우에도 법
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CPSS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법적 기반
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MI가 CCP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CP가 개입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최초의 계
약은 사라지고 CCP와 최초 매수자, 그리고 CCP와 최초의 매도자 간의 새로운 계

약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확실한 법적 기반을 통해서 FMI 참가자들이 이러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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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 계약관계를 신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뢰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 기반은 보다 다양한 형태에서 FMI가 작동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하는 것이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2) 지배구조(governance)
FMI의 지배구조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공익을

추구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배구조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소재가 분명한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운영진은 전문성을 갖추고 부여받은 다양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유인도
갖고 있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리된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
에 따라서 위험관리와 관련된 결정과정과 위기 상황에서의 결정과정에서의 책임소
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림 1> FMI의 지배구조 개념도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소유구조,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관

계로 구성된다. 이들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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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효과적인 지배구조의 결정 요인

출처: CPSS (2011)에서 저자 정리

(3)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계 (framework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risks)
FMI가 각 종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
스크 관리체계를 보유해야 한다. FMI는 위험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그리고
체계는 위험을 인지하고, 측정하며,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CPSS의 권고안에서도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참가기관 등이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유인체제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결제 지연에 대한 벌금부과나 일중 신용에 대해
서는 반드시 당일 영업 종료 시까지 갚도록 하는 것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도덕
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에 비례한 상호 결제 위험 분담제도 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상호 연계된 기관간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시스템 안
에서의 상호 연계와 시스템 간 상호 연계를 파악해서 위기 발생 시에 효과적인 협
력 체제를 구축하는 과제이다.

내부통제는 그 동안 당연시 해온 것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간과될 수 있는 항

목이다. 내부적으로 직원의 비리와 실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충분한 내부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인 통제보다
는 사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에서 더욱 중요하다.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하더라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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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위험(credit risk)
위험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CPSS는 FMI가

참가기관의 신용위험과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측정
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출된 신용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충
분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지급시스템과 CSD, 그리고 SSS 등도 모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담보 및 이와 동등한 재무적 자원을 이용하여 대비해야 한다. CCP는 여기 더해

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서 노출된 신용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사후점검(backtest)은 매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모범관행으로서 일일 또는

주간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해야한다고 권고한다. 종합적인 스트레스테스는 모형의
타당성, 파라미터, 가정 및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주기적
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5) 담보 (collateral)
FMI는 자신과 참가기관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그
리고 시장위험이 낮은 담보를 보유해야 한다. 청산 시 충분한 담보가치를 보유하
기 위해서 담보 대상 물건에 대한 신용의 질, 시장 유동성, 가격 변동성을 지속적

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금융자산만을 담보로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효과를 감안하여 금융자산의 보유한도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참가기관들이 동 비율을 넘어서 특정한 금융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한 벌과금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질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보유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담보가치가 경기순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

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경을 초월한 담보의 설정도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담보설정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관
점에서 담보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로 제시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담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이 증거금 확보, 담보물건의 중복사용 추적, 담보물

건의 대체, 인출 및 입금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6) 증거금 (margin)

CPSS는 FMI가 참가자들에 노출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인 증거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효과적인 증거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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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위해서는 증거금 수준, 가격 정보, 개시 증거금 설정 방법, 당사자 위험 및

위험의 경기 순환성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일사후점검을 통해서 증거

금의 전반적인 포괄범위를 확인하고 증거금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
다.

(7) 유동성 리스크 (liquidity risk)
FMI는 효과적인 유동성 위험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

에서도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여 당일 또는 일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급채무를
감당해야 한다. CPSS는 FMI가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에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에서는 유동성 보유량의 규모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참가기관과 그와 관련된 기관들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과 같은 금융시스

템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
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FMI가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신용도가 높은 대형 상업
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며, 일중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하

여 외환스왑, 환매조건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동성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FMI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결제서비스와 증권서비스 등을 이용
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FMI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작업을 정기적으
로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표 3> 유동성 리스크 관리 주요 항목
주요 항목

점검 사항
참가기관의 파산

유동성 위험의 원천

담보채권의 이용한계
결제은행, 위탁은행, 또는 연계된 FMI의 기능이상

유동성 위험의 측정

유동성 위험관리
유동성 확보

결제와 자금흐름 점검 시스템
유동성 공급 체계의 점검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FMI의 시스템 디자인이나 영업 평가
유동성 관리 수단의 확보: 담보, 증거금, 한도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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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확보전략
중앙은행
유동성의 충분성
스트레스 테스팅

시나리오: 가격 변동성, 파산기관의 수, 이자율 기간구조, 자금조달상황
역스트레스 테스팅

유동성 조달 비상계획

FMI 및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족시의 비상계획

(8)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FMI가 결제일에 최종적으로 결제를 완료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 이체명령, 그리고 다른 명령이 무조건적으로 취소될 수
없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실시간 또는 일중(intraday)이나, 최소

한 결제일까지는 완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급결제가 완료되지 않

는 지급명령이나 의무사항이 취소되지 않은 결제시점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
이다. 법적인 결제완결성도 중요하지만, 지급명령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일단 지

급명령이 접수되면 취소되지 않는다는 완결성을 부여해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
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담보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 자금결제(money settlements)
FMI는 가능하다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결제해야 한다. 중앙은행을 통해 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업은행의 자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용위험 및 유동

성 위험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더욱이 결제를 대행하는 상업은행
의 신용도, 자본금, 유동성 및 운영 신뢰성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모니터링해

야 한다. 자기 책임 하에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
험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이를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함은 물론이다.

자금결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권고안에서 상업은행을 이

용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을 결제시스템의 중심에 놓고 유동성과 신용위험이 거의
전무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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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물 인도(physical deliveries)
FMI은 금융상품의 물리적인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하며, 물리적인 금융상품의 전달과정에서 필요한 보관 및 전달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상품거래의 경우, 상품
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 참가자와 양수할 권리가 있는 참가자를 정확하게 연계하는

등 지급결제와 상품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 대한 엄밀성과 법적 근거

를 확보해야 한다. CPSS는 FMI가 각 참가기관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상품 인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1) 증권예탁기관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증권예탁기관(CSD)는 증권 발행의 신뢰를 높이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
대 회계 관행과 통제, 그리고 증권 발행인과 보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안전 조
치, 그리고 증권을 임의로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하고, 정기
적으로 대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증권예탁기관은 증권계좌의 경우 당좌대월이나 신용잔액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계된 증권예탁기관 간 잠정적인 증권의 이전이나 증권의 결제가 완결되기 이전
에 증권의 양도와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증권예탁기관이 대체기재(book

entry)에 의한 증권양도의 경우에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ed) 또는 무권화

(dematerialized)된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위험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
는 것은 물론이고 자산을 분리하여 위탁보관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exchange of value settlement systems)
FMI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채무의 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결제가 완

결되는 것을 전제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를 제
거해야 한다. DvP, DvD, 그리고 PvP의 경우, 결제가 엄밀한 의미에서 동시에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제은행으로부터 결제자금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증권을 양도하고 동시에 증권을 양도를 확인한 이후 결제은행에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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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가기관 채무불이행시 규정 및 처리 절차(participant default rules and procedures)
FMI가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야 한다. 이를 통해서 유사시 적기에 행동을 취함으로써 손실과 유동성 압력을 통

제하고 FMI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CCP는 채무

불이행을 유발한 참가기관의 소유 포지션과 고객 포지션의 이전 및 신속한 폐쇄를
용이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4) 분리보관 및 이전(segregation and portability)
CCP는 참가기관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과 담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
보관 및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만 한다. 참가기관의 파산

시 또는 결제불이행시, 소비자들의 포지션과 담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과 담보를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계좌 구조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유사시 이러한 고객의 포지션과 담보를 이전하기 쉽도

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정책, 그리고 절차는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
며 분리보관 및 이전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공개
해야 한다.

(15)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
FMI가 일반적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여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사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유동적인 순자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일반 기업들이 유지해야 할 건전성 수
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통주 및 유보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수준은 잠재적인 영업위험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충분해야 한다. 물론 FMI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원은 참가자들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 일반적인 사업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더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소한 FMI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비용을 포괄
할 수 있는 자본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자본 충족성의 요건에 부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금 및 현금과 동
등한 유동자산, 그리고 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추가적인 자본조달계획이나 여의치
않으면 영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16) 보관 및 투자 리스크(custody and investmen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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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에 의해서 제공된 자산 등 모든 자산을 보호하고 그러한 자산에 접근하는
데에 발생하는 손실이나 지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FMI의 투자도 신용위험,
시장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 최소화된 상품에 국한되어야 한다. 물론 확고한

회계기준과 절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필

요하다면 보관 중인 자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FMI의 투자전략도

전체적인 위험관리 전략과 일치해야 하며, 가격하락의 위험 없이 신속하게 유동화
할 수 있어야 한다.

(17) 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영업위험이 발생 가능한 내부와 외부의 원천을 식별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
며, 절차규정과 통제를 통해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MI는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영업상 신뢰성, 그리고 충분하고 확장 가능한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업무지속가능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업무지속가능계획은 FMI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도 임무를 수행하며 영업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계획이다.

따라서 업무지속가능계획은 실현가능해야 하며, 분명한 목적과 정책, 그리고 절차

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2> 운영위험의 원천

(18) 접속 및 참가기준(access and particip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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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는 참가허용과 관련하여 목적이 분명하고, 위험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속 및 참가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접참가기관이나 간접참가기관, 그리고 다른 FMI을 포함하여 합리
적으로 평가된 위험에 따라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속기준을 마련하고 접속을 허

용해야 한다. 접속에 제한을 둔 경우, FMI에게 초래되는 안전성과 효율성의 기준
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19) 계층화 참가제도(tiered participation arrangement)
FMI는 계층화된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
다.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

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참가기관이 간접참가

기관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의 집중 현상과 상호 연계 현상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FMI가 많은 간접 참가기관을 대행하는 직접 참가기관, 회전률이 높은

간접참가기관, 그리고 직접 참가기관보다 규모가 큰 간접참가기관 등이 접속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한다.
(20) FMI간 연계(FMI links)
다른 FMI와 연계되어 있는 FMI는 연계로 인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연계는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어
야 한다. 연계된 CSD는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을 식별하고 측정해야 한다. CSD 간

의 잠정적인 증권의 이전은 금지되어야 한다. 최소한 결제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증권의 재이전도 금지되어야 한다. 개별 CCP도 연계된 CCP 간의 위험의

파급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CCP 간 연계로 인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관리해야 한다.

(21) 효율성과 실효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FMI는 참가기관과 시장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 위험관리 기대수준 및 영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
한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명백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22) 통신절차와 표준(communications procedures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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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는 시스템 간 효율적인 기록, 지급, 청산, 그리고 결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
인된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통신표준은 특히 TR에

게 중요하다. TR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술을 지원해야 하며, 시장 참가자뿐만 아

니라 거래소, 전자거래, 그리고 거래확인 플랫폼 등과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23) 규정 및 핵심절차의 공표(disclosure of rules and key procedures)
FMI는 명백하고 종합적인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FMI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된 규칙과 중요한 절차는 공표되어야 함은 물론
이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서비스 수준에서 수수료를 공개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상세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
에 수반된 가격을 공표함으로써 참가자들은 특정한 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 대안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24) 시장자료의 공개(disclosure of market data)
TR은 적기에 정확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효

과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재와 과거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견실한 정보시스템
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적기에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 FMI의 대한 중앙은행서비스 지원확대와 감시권한
CPSS가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제기준을 제정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각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자국내 FMI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중앙은행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CPSS는 FMI에 대해 중앙은행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연구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전통적 모델에서는 중앙은행의 지원 범위를 은행으로 한정하고 비은행 형태의

FMI에는 유사시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와 같
이 급작스럽고 극심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불
가피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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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FMI가 보유한 시장성 자산의 신속한 유동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유동화가 시장교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의 지원은 필요하다. 더욱이 상업은행이 FMI의 유동성을 지

원하는 경우에도 이미 금융위기로 상업은행의 유동성 지원도 기대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금융의 세계화로 FMI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의 역할

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역외소재 비은행 FMI에 대해 자국통화 현금자산 예

치를 위한 계좌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스웨덴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자

국내 FMI에 대한 중앙은행 계좌개설을 허용하였고,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외화계좌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금융거래의 신뢰를 담보하고 외환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형태로든지 중앙은행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

이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큰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
다.

중앙은행은 FMI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는 다양하다.

당좌예금계좌의 개설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결제서비스 지원과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FMI의 담보를 관리해 준다면 담
보의 신뢰도는 크게 향상된다. 또한 비상시 중앙은행이 FMI에 긴급유동성을 공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가 있다. 중앙은행이 FMI에게 일중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익일물신용(overnight credit)을 지원할 수 있다.

CPSS의 연구반의 권고내용은 첫째, FMI의 복원력 제고이다. 중앙은행이 FMI에
대해 상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FMI는 복원력이 증가될 수

있다. 동시에 각국의 중앙은행과 같은 관계 당국은 FMI가 국내외 리스크 관리 기

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해야한다. 특히 중앙은행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에 FMI와 참가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전제 조
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FMI의 유동성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이다. 각국의 중앙은행 및 관계당국은

FMI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
실성이 증가할 때 동시에 증가되는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하여 강화된 유동성 관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책기조이다. 중앙은행이 각 FMI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책이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동성 지원 등

각 종 지원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다. 외국의 FMI

가 중앙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FMI가 소재한 국가의 중앙은행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인프라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은행의 서비스가 도덕적 해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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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지 않으려면, FMI에 대한 상시 감시제도와 지급결제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은행의 지원이

단순한 공짜점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FMI와 참가기관
의 책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 국들은 중앙은행에게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있
다. 지원의무와 감시권한을 하나의 유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조직의 이익추구와 철
저한 감시감독이 서로 유인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FMI와 참가기관

도 일방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으로부터 최후의 유동성 지원 및
각종 인프라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

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주요 국가에서 감시권한을 중앙은행에게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에 관한 법제 현황
국가
EU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주요 조치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 정관 및 각국 중앙은행법
에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책무를 중앙은행에 부여
1998년과 2000년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감시책무 부여,

프랑스은행법은 프랑스은행에 대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한 기준 적합성 확보할 책무 부여
1998년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 부여

일본은행법 제1조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간 자금결제의 원활화 도모” 목적 명시
재무부, 영란은행, FSA 간 MOU를 통해 영란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감시
책무 부여.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영란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

2012년까지 건전성 규제기관을 영란은행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및 감시제도
개혁입법을 추진
지급, 청산 및 결제법을 제정하여 연준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권한 부여

이에 따라서 연준은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운영기관 및 참

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직접조사, 시정명령 등 광범위한 감시권한 부여
출처: 한국은행, 2010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2011.4 , 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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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FMI 현황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급결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그 동안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기 때문에 안전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실
제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

회가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Kahn (2010)은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 요
인으로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시스템,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 및 예금보험제도 등을 거론하였다. CLS시스템은 원화를 포함

한 17개 통화 간 외환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일평균 결제금액은 약 4조달러

이며, 매도통화와 매수통화를 동시에 결제함으로써 외환결제리스크을 제거한 것으

로 평가된다. 이러한 동시결제시스템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일에 여러 금융기
관들의 손실위험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RTGS는 실시간으로 지급결

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제리스크가 거의 제거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중앙은행이 필요시 결제 유동성을 일중(intra-day)에 제공하는 안전망을 구축

한 것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기 중 예금보험제도로 인해서 금융

기관의 안정성을 향상시켰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안정화시
킨 것으로 판단된다.

MMMF(Money Market Mutual Fund)와 같이 시장성 금융상품들이 금융시장의
위기 시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였으나, 예금은 예금보험제

도와 같이 제도에 의해서 안전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지급

결제시스템도 동시결제의 원칙과 중앙은행의 안전망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에 의
해서 금융위기 중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에서 연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으로 대마
불사의 신화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위기는 극복되었으나
개별 금융기관과 FMI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유인이 감소되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스템과 참가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시 업무지속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과 시스템 점

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된 만큼 그에

따른 상시 점검체제의 강화 및 개별 FMI 및 참가기관의 자체 관리시스템 강화도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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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시 문제가 되었던 분야는 Repo 및 파생금융상품의 지급결제시스템이다.

Repo는 과거 매우 안전한 거래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서 Repo의 지급결제시스
템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Repo가 시장형 자금조달용 금융상

품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시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각 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Repo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Repo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더
욱이 증권시장은 시장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

어 있다. 증권시장의 결제시스템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각 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효율성도 증대시킬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제
도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지급결제시스템의 글로벌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금융시장과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는가
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도 예외
는 아니다. FMI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의 발전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기
술의 발전으로 기존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금융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

은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이 진화론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서 지급결제시스템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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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거액결제시스템의 글로벌트렌드

출처: Bech et al. (2008)

Bech et al. (2008)은 거액결제시스템의 글로벌 트렌드를 다음의 표와 같이 10가
지로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의 동향도 세계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결
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들은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즉시 결제로 실시간 PVP(payment versus payment)를 실현함으로

써 결제리스크가 거의 없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금융위기 시에 그 안전성이

확인된 시스템으로서 거액결제의 경우 이러한 RTG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대세
이다. 김서영(2011)에 따르면, RTGS를 운영하는 국가는 1986년 4개국에서 1995
년 16개국, 2006년에는 93개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 혼합형시스템이 도약하고 있다. RTGS가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RTGS 시스템이 유동성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중 유동성을 중
앙은행이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은행과 참가기관간의 신용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혼합형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안전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속
에서 RTGS와 DNS를 혼합한 혼합형 시스템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신한은금융망(BOK-Wire+)를 가동하여 실시간총

액결제방식에 혼합형결제방식을 추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6

년 12월에 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유럽연합은 2007년 11월에 구축하였다. 또

한 일본은 2008년 10월에 혼합형결제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국들이 혼
합형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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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금융망의 총액결제시스템은 지급 지시 요청과 동시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져

야 하는 시스템으로, 외환동시결제 및 국고자금 이체, 국공채 발행 및 상환, 한국
은행 대출 등에 이용되고 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기관
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거래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총액

결제방식과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결제방식이 활용된다. 한국은행 (2010)에 의하

면, 신한은금융망을 가동함으로써 결제유동성을 지급지시총액대비 약 20%를 절감
하였으며, 결제시각도 조기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마감시간대 결

제집중현상도 완화되었고, 서버간 직접접속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운영리스크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역외시스템의 출현이다. 전통적으로 거액결제시스템은

자국통화로 자국 내에서 결제되는 서비스로 한정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국경을

초월한 거액결제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여러 통화의 결제와 역외 결제가 가
능하게 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거액결제시스템의 동인은 유로화의 등장과 외환결

제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의 통화결제에 대한 수요증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화결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G10 중앙은행들은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협조 감시체계에 합의
하였고, 2008년에는 협조감시협약을 마련하여 미연준을 주 감시자로 지정하여 협
조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6>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참여 형태

결제 통화
자국 통화

외국통화

다국가 통화

CHAPS Sterling,

USD CHATS, EUR

CHATS (PvP

Fedwire, CHIPS,
국내
원격
국경초월

CHATS

LVTS, RIX, PNS,
BoJ-NET
SIC

Euro-SIC

TARGET, EUR01

CHAPS Euro

출처: Bech et al. (2008)

HKD, USD, and EUR
arrangement in
CHATS)

CLS- Bank,

RENTAS_CHATS link

넷째, CLS Bank의 출현이다. CLS Bank는 다른 국가에 있는 참여자간 다국적 통
화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말레이시아의 링깃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RENTAS)이나 홍콩에 있는 미달러총액결제시스템(USD CHATS)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2002년 브라질(BM&F), 2003년 홍콩(EUR-CHATS)과 인도(Clearing
Corporation of India, Ltd.) 등이 중앙은행이 연루된 국제 통화의 결제 시스템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외환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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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S가

2000년에

제정한

보고서(Supervisory

Guidance

for

Managing

Settlement Risk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를 그동안의 시장환경 변화
를 감안하여 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환결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7> CLS시스템 거래규모 (일평균)

국내은행

2006

2007

2008

(단위: 억달러, %)
2009

2010

90.5

142.0

187.5

221.8

243.8

외은지점

10.4

19.4

52.7

75.2

210.0

합계

100.9

161.4

240.2

297.0

453.8

(구성비)
(구성비)

(89.7)
(10.3)

(88.0)

(78.1)

(12.0)

(21.9)

(74.7)
(25.3)

출처: 한국은행, 2010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2011.4., p.20.

(53.7)
(46.3)

다섯째,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금액과 결제량이 증가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
되고 있다. Bech et al. (2008)에 의하면, 1985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CHAPS의 거래량은 매년 14% 증가하였으며, Fedwire의 거래량은 6%, CHIPS의

거래량은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제금액도 거의 모든 결제시스템에
서 급증하였다. 동 기간에 CHAPS의 결제금액은 매년 17% 증가하였고, Fedwire

와 CHIPS의 결제금액도 매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액결
제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행(2011, p.16)에 의하면, 2010년

중 BOK-Wire+를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2009년 대비 건수는 20.9%, 금액은

10.8%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거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건수는 20.9%로 다른 결제시스템과 비교하여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하
였다.

여섯째, 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서 거액결제시스템

의 평균 결제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Fedwire의 최대 이체규모는 10억달러

미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달러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상위 5%의 결제금액이

전체 결제금액의 95%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거액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결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Bech et al. (2008)은 이러한 현
상이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제규모의 감소는
주요국에서 모두 감지되고 있다.

BoJ-NET의 경우, 1999년에는 6.9 billion JPY에서 2005년에는 3.8 billion JPY으
로 평균 결제금액이 급감하였다. 스위스의 K-RIX, TARGET, 그리고 영국의

CHAPS Sterling도 평균 결제금액이 감소하였다.

일곱째, 시스템 참가자 수의 감소현상이다. Fedwire에는 1999년도에 9,99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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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참가기관의 수가 6,819개로 감소하였다.

TARGET의 참가기관 수는 동 기간 동안 5,144개에서 2,628개로 감소하였다. 캐나
다의 거액결제시스템은 12개의 참가기관만이 있다. 우리나라의 BOK-wire+에는

53개 은행과 75개 비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2011, p.31)은 BOK-wire+
가 미국 및 영국의 거액결제시스템과 비교하여 자금이 최종 수취기관에 도달하는

데 거치는 경로가 짧아 참가기관 간 자금이동이 비교적 빠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참가기관들과 집중적으로 상호 거래하는 일종의 군집

(cluster)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정 시중은행으로 결
제가 집중하는 등 자연적으로 계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ech et

al. (2008)의 분석에 의하면 결제 참가기관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은행산업의 통
폐합과정이 중요한 이유이지만, 비용절약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선택적으로 결제시
스템에 참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여전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거래수수료의 격감현상이다. 거액결제시스템은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다. 방대한 고정비용이 수반되지만, 개별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우
적다. 공공성이 강한 경우, 이윤극대화를 위한 수수료 책정보다는 비용 분담적 차

원의 수수료 책정방법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고정 가입비용을 부담
시키고, 추가적으로 건당 수수료도 부담시킨다. 시스템 간에 차이가 있다면 거래

시 양 당사자들에게 모두 건 당 수수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면 지급지시를 내리 측
에만 부과하느냐가 차이이다. 또한 건당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결제규모

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결제수요의 탄력성과 비용구조를 동

시에 감안하기 위해 결제규모를 반영한다. 스위스에서는 지급지시 명령의 시간과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Fedwire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수료가 저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HIPS

가 유인가격제도를 채택하면서 거래량이 9%가 증가하는 등 성장이 촉진되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수수료 논쟁보다는 시스템 입회비에 대한 논쟁이 더 심하였다. 공
공성과 개방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가격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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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격책정원칙
거래량
결제규모
일중시간
결제방식
거래수수료

Fedwire
Y
N
N
Y

TARGET
Y
N
N
N

최저가
송금
0.1
1.1
총액
0.2
1.1
최고가
송금
0.3
2.4
총액
0.6
2.4
주: 총액=송금수수료+수취수수료, 거래수수료는 U.S. Dollar (2007sus 5월
출처: Bech et al. (2008)

SIC
N
Y
Y
N
0.01
0.03
3.7
3.7
25일 환율기준)

아홉째, 전 세계적으로 주요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SIC, Fedwire, CHIPS,

LVTS, CHAPS Sterling, TARGET, K_RIX, BoJ-NET, MEPS+ 등의 주요 거액결
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운영시간의 증가는 글로벌화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TARGET의 운영시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하였다. 또한 2002년 CLS은행의 출현에 따라서

BoJ-NET, MEPS+, 그리고 LVTS가 운영시간을 CLS시스템과 동조화하였다. 북미
지역의 거액결제시스템도 아시아권의 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해 업무시장을 연장하
였다. SIC는 하루 23시간 15분의 운영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BOK-Wire+의 연장건수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4건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으나, 회
당 평균 연장시간은 2010년에 75분으로 2006년의 41분에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입력시간 조기화 등을 통해서 운영시간 연장이 줄고 있으나, 글로벌화와 국내 시
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 운영시간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열째, 거액결제시스템의 표준화 현상이다. CPSS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운

영하는데 필요한 원칙을 제공하는 등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의 FMI에 대한 권고안도 이러한 표준화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권고안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있
다.

Bech et al. (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결제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함께 검토하였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관
리하게 되었고, CLS 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FMI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따라서 지급
결제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와 각국의 대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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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 현황
가. FMI의 종합적 관리와 지급결제의 안정
우리나라의 FMI는 세계적 수준의 BOK-Wire+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BOK-Wire+를 통한 자금이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액결제의 경우,

지난 2006년 일평균 110.8조원의 자금이 이체되었으며, 2010년에는 일평균 이체

금액이 168.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의 규모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결제 금액도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채권거래 및 금융기관간 RP거

래 증가로 인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FMI는 경제성
장과 글로벌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된다.

2010년중 국내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BOK-Wire+는 마감 시간대 결제비중이 51.7%로 여전히 결제 시간대가 집중되고
있다. 일부 은행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마감시각 이후 연장 운영되는 사례가 발

생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2010년 자금
이체한도인 순채무한도의 최대소진율이 평균 64.9%이고 동 비율이 100%를 초과

하여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된 사례는 없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장내시장의 경우
결제시한 16시 이내에 결제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전산장애 및 해킹 등 잠재적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상시감시체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각 개별금융의 전산
장애와 결제 장애 등은 기본적으로 각 개별 금융기관들이 관리해야하는 영역이지

만, 이들 개별 금융기관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체제도 중요한 과제
이다. 감시업무가 정기적인 서면검토형태로만 제한되어서는 실효성 있는 감시체제
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관리시스템의 대한 승인 및 감시,

개선 권고권 등은 물론이고 상시로 움직임을 보고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임장하여 감시할 수 있어
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2009년 5월부터 일정시한(주식 16시, 국채 17시 30분) 이후 결제대금 납입분에 대
해서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회원에게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결제지연손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이후 결제시한이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채권기관투
자결제시스템에서는 2009년 8.1%, 2010년 5.1% 정도가 분리결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010년 3월에 한국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기관간 Repo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에 추
가하였다. 사실 Repo는 자금조달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신용리스크가 큼에도 불

구하고 분리결제비중도 높아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분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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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도 증

권대금동시결제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BOK-Wire+를 통한
증권대금동시결제 대상 거래 중 일부가 매수기관의 대금 미납으로 결제되지 못하

고 BOK-Wire+마감과 함께 자동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러한 행태는 전체 시스템의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나
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증권관련 지

급결제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FMI에 대한 CPSS의 권고 원
칙인,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장내주식시장의

대금결제은행을 시중은행이 대행하는 것을 한국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중 유동
성을 공급하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결론적

으로 FMI를 중앙은행이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나.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의 미시적 근거
(1) 전자금융의 미시적 기초
FMI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
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참가기관 및 간접 참가기관들의 안전
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소액결제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어 전자방식을 중심으로 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급증하였다. 또한 금융

투자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참여와 국외 소액결제시스템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시적 안전성과 감시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이 불가능하다.

2011년에도 농협 전산망이 중단되었고, 현대캐피탈이 해킹을 당하여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최경진(2011)은 신규기술 및 서비스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인적사고도 증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분쟁해결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정기적 감독이 필요하며, 유형별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기술적으로 확고하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안정적 운영을 항시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
영도 달성이 요원한 과제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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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정보화의 미시적 기초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사무국으로서 한국은행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금융분야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ISO20022-Universal Financial Industry Message Scheme 등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CPSS의 권고

안에서도 이러한 통신과 메시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간 지급결제가 중요한 만큼 지
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하여 동 분야의 미시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개방형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미시적 기초
지급결제시스템에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하여 대고객지급결제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

할이 더 중요해졌다. 기본적으로는 증권결제시스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결제
지연 및 결제교착 현상을 해소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해서 증권결제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그

리고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증권대금

동시결제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은행이 일중 유동성을 지원하며 장내주식시장의 대
금결제은행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표 9>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구분

1.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
장내국채결제

세부 내용
증권과 대금을 종목별로 차감하여 결제

장내RP결제

증권과 대금을 건별 총액으로 결제

결제시기

장내국채 및 장내주식의 결제개시시점을 단계적으로 조기화

대상 기관

금융투자회사 및 한국거래소

주식기관결제

2. 일중 유동성 공급
대상 거래

3. 이연결제제도

대상 시장
결제 방식

4. 대금결제은행

대상 시장

결제은행의 변경

출처: 한국은행 (2011, p.39)

증권은 건별로,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여 결제

장내외시장에서의 국채 등 채권결제
장내 주시시장

결제시한까지 납부된 증권을 즉시 수령회원에게 인도

미납된 증권은 익일 결제증권과 차감하여 익일에 결제
장내 주시시장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결제은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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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

로 판단된다. 결제유동성의 지원 대상 거래를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권의 매수거래로 한정하게 되면 결제 조기화를 달성하고 거래활성화
및 지급결제의 안전성이 담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액결제대행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미시적 기초도 마련하고 있다. 개별

은행의 대행한도가 위탁기관 업종별 전체 한도의 30% 이내로 제한하였다. 차액결
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행은행의 유동성 지원문제, 순채무한도의 적정 수
준 유지, 위탁기관의 대행은행 앞 담보 제공, 대행은행의 차액결제채무 부담 등의

약정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 비

율이 금융감독당국이 정한 지도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재무건전성의 확보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미시적 기반을 공공히 하는 작업을 통해서 개

방형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

방형 시스템은 CPSS의 권고안과도 합치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개
방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방형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감
독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권한
을 사용하기 보다는 사전적인 감시감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피감기관에게 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감시 방안이 필요하다. 상시적으로 피감기관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
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관리하는 상시적 감독체제
의 확립이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 업무는 승인받은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며, 감시

기관의 정기적인 임장 확인이 필요하다.

감독권의 문제는 감시기관과 유동성 공급기관, 그리고 감독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

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상적인 감독체제는 감독권이 있는 기관이 감독이 소

홀해지면 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생적 유

인구조를 확립해야 외부적 개입 없이 내부통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
하다. 향후 유인 합치적 감독 및 감시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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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MI 국제기준이 국내 FMI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1. 국제기준의 영향
CPSS (2011)가 제시한 FMI 국제기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FMI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과 FMI의 감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정책당국의 5가지 책무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존의 권고안에 의거하여 FMI를 운영하여왔고, 새로 제
시한 내용이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제기준 제정

으로 감독체계 등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국제기준의 통합화에 따른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MI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원칙에 의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세웠다.

이에 따라서 기존 SSS 권고안 및 CCP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포함되

어 이들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칙3(포괄적 리스크관리 체계), 원

칙 15(일반사업리스크), 그리고 원칙 19(계층화참가구조)는 SSS 및 CCP에 신규로

적용되게 되었다. 원칙 7(유동성리스크)와 원칙 10(실물인수도)는 SSS에 신규로 적
용되고, 원칙 8(결제완결성)은 CCP에 신규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기존보다 다소 강
화되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의 일관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급

결제시스템을 감시하는 체제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둘째, 전체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원칙은 원칙 15(일반사업리스크), 원칙 19(계층화

참가제도), 그리고 원칙 24(시장자료의 공개)이다. 이들 원칙은 개방화되고 시장화
되는 FMI를 관리하기 위한 원칙들로 이해된다. 원칙 15(일반사업리스크)의 경우,

우리나라의 FMI는 그 동안 공공성이 강조되어 일반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증권결제시
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등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파

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사업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다.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의 정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부
수업무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사회 및 임직원 등 거버넌스 위험을 통제할 필요
가 있다.

원칙 19(계층화 참가제도)는 개방화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것으
로 계층화된 참가제도의 전반적인 위험통제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거래의 군집현상으로 대행은행에 과도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 전체 지급결제시
스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한도설정과 담보제공의무 등으로 위험

통제 수단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새로운 국제기준에서 원칙 19를

제시한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참가기관이 증대할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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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이에 따른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원칙 24(시장자료의 공개)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시장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안
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동 원칙은 강건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여 항시적으로 현재의 자료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료까지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전달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특히 OTC 시장에서 이
러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FMI기준은 총체적 FMI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FMI 국제기준은 일관된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동 기준은 각기 다른 감독체제, 감독기관 및 감시 기관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감독 및 감시 체제의 변화도 기대된다.

CPSS의 원칙과 추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규제완화 기조를 견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로 정책기조를 변화시켰다. 2010년 7월 오바마 미국 대통

령의 서명으로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발효되었다. EU는 장외파생상품 규

제에 관한 보고서인 ‘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 markets:

future policy actions’를 발표하고 역내에 독자적인 CCP와 TR(거래정보저장소)

을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도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도입을 위한 노

력을 진행 중에 있다. G20는 피츠버그 정상회의 시 FSB가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

라 개선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개선내용이 시장 투명성 제고, 시스
템리스크 감축 및 시장질서 확립에 충분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러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에 동참하여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
를 안고 있다.

CPSS가

2010년

9월에

‘Strengthening

repo

clearing

and

settlement

arrangement’를 발표하여 Repo 시장인프라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Repo 시장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7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7가지 요인은 첫째, 일부 Repo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중신용 관련 리스크, 둘째,

Repo시장인프라 제공기관의 역할, 책임, 관행 및 절차의 투명성, 셋째,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제거와 관련된 제도, 넷째, Repo 담보 처분능력부족, 다섯째, Repo 청

산결제제도 상의 제약으로 인한 담보의 비효율적 사용문제, 여섯째, 리스크의 경기
순응적 효과, 그리고 일곱째, Repo시장의 투명성 결여 등이다.

우리나라도 기관간 Repo 결제금액도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을 위한 Repo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기관간 Repo 결제시스템을 감시 대상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추가하였다. 동 시스템에서 과반수 이상의 거래가 증권대금동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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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FMI의 과제
우리나라의 FMI는 발달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나 증권결제시스템 등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예외가 관행이 되

는 식의 시스템 운영은 곤란하며 반드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CCP에서 청산되는 German Eurex Repo 시장은

금액이 증가하였다. 담보증권을 특정종목으로 한정하지 않는 대신 사전에 합의한
범위 내에서 유사한 종류의 증권으로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도 금액이 증가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Repo서비스는 거래증권을 예탁결제원에서 보관ㆍ관리하고, 거래
에 수반되는 결제 및 매입증권의 평가, 일일정산 등을 수행하는 「3자간 환매서비

스(Triparty Repo Service)」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Repo 인프라제
공기관 또는 Repo 인프라를 지원하는 결제은행이 일중신용을 관행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청산은행의 일중신용 제공으로 FMI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
도 있다. 그러나 Repo CCP에 의해 청산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거래상대방 신

용리스크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금융위기 시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CCP와 일중유동성 제공

주체, 그리고 감시 기능 등이 패키지로 구축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없
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 개선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CLS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ATM의 국제 연계 등 사

업들이 진행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이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각 종 리
스크에 노출되어 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참여기관의 자체 상시 감시시스템과 FMI의 대응능력,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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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MI 국제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당국의 대응방안
1. 감독 및 감시 체제 정비
국내외 정책당국자들의 협력체제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FMI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인 합치적 감독, 일관된 감시 기능, 그리고 의무준수비용과 비례
한 대가 등이 포함된 감독체제의 개선작업도 필요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각국은 감독체계의 문제를 위기원인 중의 하나로 진단하고
감독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지급결제부문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감시기능을 수행
하던 영란은행의 감시기능을 법제화하고 미 연준의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등 세계
적으로 중앙은행의 감시기능을 보장하는 흐름이 있다.

이번 CPSS 등의 종합적 권고안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이

라는 기존의 권고안을 확대한 것으로 종합적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체제의 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준 분명한 가르침은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만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통제
하는 것이 피감기관의 의무준수비용을 고려하여도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월등하게
저렴하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책임을 가지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
스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인과 능력을 겸비하였기 때문이다. 거액결제망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
용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
프라를 구축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다.

현재 한국은행이 운영기관 및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게 지급결제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 자료제출이 거부당하거나 개략적인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 복잡해지고 국제

화된 지급결제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
은행참가기관을 중심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급결제제도의 개방화에 따른 리스크는 비은행참가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실태를 교정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
할 수 없다.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에 개선을 지시하거나 감독기관에 대한 이행요구권 등
이 없다면 감시기능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해진다. 더욱이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시 감시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한 결정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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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현재와 같이 감독당국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유동성 공급을 결정하는 체제는 감독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임장
검사 없이 감독당국의 통보에 따라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결정하게 되면 신속

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져 금융시장을 마비 상태로 한 동안 방치한 결과를 초래
한다. 더욱이 유동성 공급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진다. 또한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거액결제망에 참가하는 비은행참가기관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적인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
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된 감독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이라는 당근과

감독결과에 따른 제재수단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FMI 기준 변경의
정신과 합치하는 감독 및 감시 체제 구축이다.

<그림 3>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

2. 개방형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FMI 국제기준은 개방형 지급결제시스템을 전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참가기관의 진
입을 막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감사원 처분요

구에 따른 특별참가금 문제는 2010년에 합의되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에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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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원이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을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소액지

급결제제도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 합의안을 도출하였
다.

권고안에서는 참가기관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수료의 문제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용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리스크와 수요탄력성을 고려한 수수료 책정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효율성
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정책당국자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보험업의 지급결제 참여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 금융규

제개혁심사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위해 소액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조건부로 검토되고 있다. 심사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

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게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고 지급결제
망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심사단

이 이러한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
지만 개방형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간접참여제도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직접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지급결
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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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
권결제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의

유인 때문에 구조적으로 DVP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다. Repo의

경우에도 단순한 환매조건부의 거래만이 아니라 금융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재정
거래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제지연

이 발생할 수 있다. 결제조기화와 이연결제제도가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궁
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CCP가 위

험을 부담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으나, 담보인정비율(haircut) 및 개시 증

거금 등 여러 가지 위험관리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들 FMI에 대한 구제적인 관리 감독 등에 대
한 합의도 도출해야 할 과제이다.

FMI 국제기준 제정과 최근 주요국의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지적된 문

제점들을 수정하여 진정한 글로벌 금융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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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인프라의 국제적 발전동향과 시사점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를 중심으로
정순섭*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7년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되었다.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1)는 미국에서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상황으로 기록되면서 금융규제의 체계와 내용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은 2010.7.21. 「도드-프랑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

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2)을 제정하
여 은행과 증권 그리고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분야, 신용평가와 헤지펀드 등 종래 규제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비규제분야, 그리고 자금에 대한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상품 청산결

제제도를 포함한 금융인프라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제개혁을 입법화하였다. EU에서도

헤지펀드와 신용평가를 포함하여 미국과 유사한 내용의 포괄적인 규제개혁을 완료하였고 장
외파생상품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으로 대표되는 장외파생상품은 금융위

기의 발발과 진행 과정에서 위험의 확대 재생산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지목되어
청산의무화를 포함한 집중적인 규제 강화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금융위기

의 발발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주장3)이 사실이라도 그 원인

은

미국에서의

장외파생상품거래가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2000)4)의 제정으로 사실상 모든 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가 면제됨으로
써 초래된 규제의 공백에서 비롯된 면이 강하다.5)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글로벌 금

융위기 이전부터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설계할 때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규제현실의 차이가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는 개별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위

험을 제거함으로써 개별기관의 신용위험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장외파

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총량을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제함으로써 개별 당사
자의 신용위험과 함께 금융시스템 전체의 시스템위험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jungss@snu.ac.kr)
1) 97년 아시아금융위기와 98년 러시아 금융위기가 그 영향범위에서 지역적이고 아시아와 러시아와
같은 선진금융국가라고 분류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비하여 최근의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
럽 등 주요금융국가에서 발생한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PUBLIC LAW 111–203, 124 Stat. 1376, July 21, 2010.
3) Chin-Chong Liew and I-Ping Soong, Hong Kong Derivatives: Law and Practice, 2010, p13.
4) PUBLIC LAW 106-554, 114 Stat. 2763, December 21, 2000.
5) 정순섭, “금융위기와 금융법제 :미국의 장외파생상품규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7집 제2
호, 2008, 89-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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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존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의 접근방법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의미가 있다. 국내

에서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가 가지는 긍정적 요소를 부정하는 견해 보다는 그
수행주체의 확정과 관련한 논의가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6)

본고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 주장의 논리를 분석하고 G20를 중심으로 한 국

제적인 합의와 권고사항을 소개한 후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나 지역의 장외파생상품청산

의무화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의 구조와 내용을 설
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현재 국제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위험 감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장외파생상품의 장외파생상품거래체결설비(trading platform)에서의 거래, 청산의무화,
거래정보저장기관(trade repository)에의 정보보고 및 저장 등의 세 가지이다. 본고에서는
그중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주로 분석한다.

외국의 입법례는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들 3개 입법례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첫째, 미국과 일본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을 특히 고려한 입법

을 이미 완료하였고, EU는 초안을 발표하고 있는 점, 둘째, 특히 미국과 일본의 입법은 국

내 금융관련법 입법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어 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영국이나
호주 등의 입법도 특별히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청산을 포
함한 자본시장 인프라의 전체적인 구성방안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참고가 되어야 한다.

이하 본고는 다음 5 부분으로 구성된다. II.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의 의의와 제도적 기

능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산의 정의를 중심으로 청산의 의의와 법적 구조를 검토한다.

III.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G20 합의사항과 FSB 2010년

10월 보고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 창산의무화제도

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을 확인한다. IV.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 제도의 도입 현
황에서는 미국과 EU,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법현황과 쟁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식을

비교ㆍ분석하여 국내법상 제도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V. 국내법상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의 도입방안에서는 적용대상 상품의 범위, 적용대상 거래당사자의 범위, 청

산기관의 위험관리,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설계방안을 제시한다.

VI.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6)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를 비롯한 인프라 개선에 관하여 2010.8.17.과
2010.11.19. 2 차례의 공청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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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의 의의와 제도적 기능
1. 청산의 의의와 법적 구조7)
가. 청산의 의의
일반적으로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은 ‘매매체결’과 ‘청산’ 그리고 ‘결제’의 3 단

계 절차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다. ‘매매체결’(trade execution)은 문자 그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단계로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법에 따라 조직화된 시장을 의미하는 거래

소에서 거래되는 거래소거래(장내거래)와 거래소 이외에서 당사자간의 상대계약(bilateral

contract)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소외거래(장외거래)로 구분된다.8) 이와 같이 매매체결
의 개념은 국내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과 결제라
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이 존재하였지만, 자본시장법은 청산과 함께 결제의 개념도

명확히 정리하였다.9)

‘청산’(clearing)이란 결제의 대상인 ‘증권 그 밖의 기초자산’과 ‘대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서 크게 두 단계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거래확인

(matching 또는 comparison)으

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종목ㆍ가격ㆍ수량ㆍ결제일ㆍ거래상대방 등과 같은 거래조건을 확인하

는 과정이다. 둘째는 다수의 거래주체 사이에 복잡하게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netting)
을 통해서 단순화하는 최종 결제의무의 확정과정을 말한다. 청산이란 용어는 널리 결제까지

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거래확인과정은 빼고 다수의 채권채무를 차감계산하여

단일한 채권채무를 산출하는 차감과정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본시장법은

청산기관업무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

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378조 1항). 그리고 그 수행주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는 장내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청산기관업무는 거래소를(378조 1항) 수행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장내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청산기능을 수행하는 청산기관으로

서 한국거래소만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차원에서의 독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청산기
능의 등장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결제’(settlement)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상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절차로서 인도

(delivery)와 지급(payment)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법은 결제기관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의 종류에 따라 증권시장의 결제기관과 파생상품시장의 결제기관을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의 결제기관업무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로(297조),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결제기관업

7) 이하 청산의 의의와 법적 구조에 관한 논의는 최도성 외, 청산·결제기능 개편방안, 서울대학교 경
영연구소, 2005, 4-17면;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2판, 2010), 447-459면 이하를 정리
한 것이다.
8) 자본시장법은 매매체결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소로서 한국거래소만을 규정함으로써(373조) 시장차
원에서의 독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유사시설금지원칙을 고수하여(386조 2항) 추가적인 매매체결기
능의 등장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9) 자본시장법상 청산과 결제의 정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간에 이루어진 2006년
8월 청산․결제기능의 개편에 관한 합의(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간 합의문 2006.8.31.)
에 기초한 것이다.

- 47 -

무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로(378조 2항) 정의되어 있다. 결제업

무의 수행주체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시장에서의 결제기관은 예탁결제원을(297
조),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결제기관은 거래소를(378조 2항) 각각 수행주체로 규정하

고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294조는 “증권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

른 결제업무”를 예탁결제원의 설립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결제기관으로서의 예탁결제원의
법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결제란 계약의 이행행위를 말하며, 실물결제와 차금
결제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실물결제는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실제로 수수하는 결제방식

인데 반하여, 차금결제는 반대매매에 의하여 매매차금만을 수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증

권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실물결제로 이루어지고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거래는
주로 차금결제로 결제된다.

나. 청산의 종류
(1) 양자간 청산과 다자간 청산
청산은 청산절차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자간 청산’(bilateral clearing)과 ‘다

자간 청산’(multilateral clea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간 청산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청산으로서 금융거래의 양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청산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양 거래

당사자의 후선부서(back office)간에 확인서(confirmations)를 교환하고, 직접 증권 그 밖의

기초자산의 인수도와 최종적인 대금의 지급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장외거래에서 사용
된다.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될 경우 거래

자들은 거래한도ㆍ담보ㆍ네팅ㆍ채무불이행 등을 규율하는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를

사용하여 거래구조와 청산관계를 표준화하는 것이 보통이다.10)

다자간 청산은 다수의 당사자간에 일정한 범위의 금융상품거래의 청산을 동시에 실행하는

청산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자간 청산은 모든 거래당사자에 대한 청산절차를 ‘청산
소’(clearing house), ‘청산대리인’(clearing agency) 또는 ‘청산기구’(clearing organization)
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전문기구에 집중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자간 청산은 대체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유동성을 갖춘 시장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으로 증
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

양자간 청산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 비추어 규제

대상으로서의 청산기능은 CCP와 다자간 네팅을 핵심요소로 하는 다자간 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본고에서 말하는 ‘청산’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다자간 CCP 청산을 말한다.

(2) 대리인 청산과 CCP 청산
다자간 청산은 그 법적 구조에 따라 ‘대리인 청산’(agency clearing)과 ‘CCP 청산’(central

counterparty clearing)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리인 청산의 경우 청산기구는 그의
10) 이러한 관점에서 장외파생상품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법적 위험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장외거래
에서 이용되는 기본계약서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ISDA(국제파생상품협회,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에서 작성한 마스터계약서(Master Agreement)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48 -

회원들을 위하여 확인서의 발급, 결제자금의 추심과 배분, 대상증권이나 기초자산의 인수도
의 감시 등의 방법으로 청산절차를 운영한다. 그러나 청산기구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시에
거래상대방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점에서 회원을 위한 대리인으로 기능할 뿐이다.

CCP청산에서 청산기구는 스스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원 거래당사자들의 거래관계에 개입

(interpose)함으로써 거래의 이행을

보증

한다. CCP는 경개나 면책적 채무인수 등의 방

식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민법상 보증인이 되
는 것은 아니다. 다자간청산에 CCP구조가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자간네팅의
효력 확보에 있다.

상계의 기본적 요건으로는 상호성(mutuality)과 동종성(homogeneity)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다자간네팅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성의 요건이다. 상계의
요건으로서의 상호성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서로 동일한 당사자에게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CCP가 개입되지 않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에는 상호성의
요건을 결하게 된다.11) 따라서, 다자간네팅구조에서는 CCP를 모든 거래의 당사자로 개입시

킴으로써 거래를 상호화(mutualization)시키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CCP에 의한
이러한 개입은 경개(novation), 채무인수, 거래당사자방식(open offer)의 세 가지 중 한 가

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다. 청산의 법적 구조
(1) 의의
CCP가 이미 금융투자상품거래 당사자간에 형성되어 있는 채권채무관계를 자신에게 집중

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첫째, 경개방식, 둘째, (면책적) 채무인수방식, 셋째, 거래당
사자방식(open offer)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경개란 “기존 계약의 당사자 사이 또는 계약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서 체결된 새로운 계약

에 의해 기존의 계약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을 말한다. 경개
가 있게 되면 계약상 채권, 채무는 새로운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존속하게 된다. 경개가 성

립하려면 경개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리를 원용한다면 청산회원이 부담한 채무를 CCP가 인수하고 그 대

가로 청산회원에 대한 반대채권을 취득한다고 구성하게 된다.

거래당사자방식에 의하면 거래의 조회(matching) 과정에서 거래내용이 일치하면 곧 CCP

와 매도인인 청산회원 또는 매수인인 청산회원 사이에 직접 2개의 거래가 체결된다고 이해

하게 된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거래에 참여한 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기 때

문에 이들 사이에 거래에 기초한 채권관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CCP가 각 거래의 참자가들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존재

11) 이와 관련하여 British Eagle International Airlines Ltd v Air France [1975] 1 WLR 756 (HL)에서 항
공사간의 요금정산을 위한 일종의 다자간네팅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항공사로 이루어진 조직체인 IATA에
서 이루어진 일종의 대리인 청산을 대상으로 파산한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동 청산구조에서 청산이 이루어지
기 이전의 금액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당시 영국의 최고재판소인 상원은 상계의 요건으로서의 상호성의 부
재를 이유로 동 청산구조의 무효를 선언하고,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동 판결은 다자간 네팅에 크
게 의존하고 있던 당시의 금융거래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CCP구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법적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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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되는 반면 경개의 경우에는 경개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원래의 계약이 부활하고

계약당사자들은 본래 당사자들의 신용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점에서 거래당사자방식과 다르
다.

<표 2-1> CCP청산의 법적구조
법적구조

절차

①첫째, 원당사자간 계약이 청산기구에 양도되고,

②둘째, 청산기구는 양도받은 계약을 자신이 당
사자가

경개방식

되는

두

개의

대응거래(matched

transactions or trades)로 치환함으로써 계약
을 변경하여,

③셋째, 그 결과 청산기구는 원래의 매수인에 대

해서는 매도인이, 그리고 원래의 매도인에 대
해서는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절차로 이루어짐

①첫째, 원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②둘째, 청산기구는 원계약당사자로부터 채

무와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각각 양수받

채무인수방식

고,

③셋째, 그 결과 청산기구는 원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리고 원래의 매도인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이행하게 되
는 절차로 이루어짐

①첫째, 청산기구는 회원들에게 그의 청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응거래를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개청약을 하고,

②둘째, 거래당사자들이 그러한 거래를 체결하면
거래당사자방식

자동적으로 청산기구의 공개청약을 승낙한 것
으로 간주되며,

③셋째, 거래가 체결된 때로부터 각각의 원거래

당사자와의 대응거래에 대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들간에 직접적으로 상대계
약이 체결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됨

(2) 자본시장법상 청산의 법적 구조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수행할 청산업무의 법적 구조로서 구선물거래법

및 거래소 업무규정을 고려하여 면책적 채무인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398조 1항·2항).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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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처분·충

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

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
고 규정하여 파생상품거래 뿐 아니라 증권거래에 대하여도 채무인수방식으로 CCP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잠재적인 매도인과 매수인인 청산회원은 청산기관과 청산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에 면책적 채무인수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책적 채무

인수를 기초로 한 청산업무가 그 이용자인 청산회원들에게 결제의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이

익만을 제공할 뿐, 어떠한 비용이나 손해를 제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2.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의 논리12)
가. 의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첫

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소(또는 그에 준하는 거래설비)거래화, 둘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 셋째, 장외파생상품거래관련 정보의 거래정보저장기관에의 보고와 집중관

리의 새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1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는 종래 주로 계약당

사자간의 양자간 청산에 의하여 처리되어 오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장내파생상품과 마찬가

지로 CCP에 의한 청산의 대상으로 강제함으로써 개별 거래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감축하고 나아가 시장 전체의 위험의 총량을 감소시키자는 방안이다.

이러한 청산의 제도적 기능은 그 발생 연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청산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매매체결 후 거래절차(post-trading process)
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1960년대 미국에서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결제부담 때문에 거래 자체를 비교적 조기에 마감해야 되는 사태(paperwork
crisis)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은 청산제도의 도입과 예탁제도라는 두 방향에서 이루

어졌다.14) 먼저 청산은 이미 본 바와 같이 다수 당사자간의 매매를 CCP를 대상으로 한 거
래로 일원화하는 절차를 통하여 결제회수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위험을 기준

으로 표현하면 위험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예탁제도를 통하여 실물인
도에 의한 결제가 아니라 계좌간 대체에 의한 결제를 함으로써 실물인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잇게 되는 것이다. 청산과 예탁제도는 결과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따른 결제비용을 줄이고 위험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위험관리수단으로 기능
하게 되는 것이다.

12) 이하 논의는 정순섭/엄경식,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2010, 51-60면을 기초로 정리한 것
이다.
13) 상세한 내용은 III.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 참조.
14) Larry E. Bergmann, "The U.S. View of the Role of Regulation in Market Efficiency" (Speech
at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Settlement Conference, London 10 Feb.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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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적 효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근본적인 회의론이 있을 수 있

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의 금융상품으로서의 존재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이 거래

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 ‘존재의

이유’는 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거래당사자의 개별적인 위험헤지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나 형태의 상품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유연성과

탄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표준

화’(standardization)라고 하면 장외파생상품의 핵심요소는 거래당사자의 개별적인 기호와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화’(customization)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
를 전제로 하는 CCP 청산은 장외파생상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스왑

등 대규모로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표준화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청산기관의 도입을 위한 입법의 목적은 다음 5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신용위험의 감축을 통한 시스템위험의 감소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에 독자적인 CCP청산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첫째, 표

준화를 추구하는 장내파생상품과 차별화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고유한 기능이자 장점인 맞춤

화(customization)과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CCP청산은 부합될
수 없는 면을 가졌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장외파생상품의 시장규모로는 경제적으로 유의
미한 위험감축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 자기자본요건과 증거금요건의 강화에 따른 비용관리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로 CCP를 통한 청산을 하지 않는 장외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용요건과 증거금요건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이 도입한다는 것이
다. 미국의 도드-프랑크법에서는 종래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던 장외파생

상품 거래에 따른 신용위험관리방법을 일정한 개시증거금과 변경증거금을 법률상 강제함으

로써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요건의 강화 또는 신설 수준이 확정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참가자들에게도 추
가적인 자기자본 및 증거금 부담의 감수에 대한 대안으로 CCP 청산 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 신용위험관리방식의 개선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위험관리의 핵심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며, 그 관리를 위해 담

보의 설정, 신용한도의 관리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청산의 활용

은 담보의 설정과 집행 등 신용위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
의 적정한 기능수행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모든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담보금(collateral) 및 공동기금(guarantee fund)을 요구

하고, 다자간 네팅(multilateral netting)을 통해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감축하
며, 또 가치평가(pricing) 및 데이터에 대한 참여자간 의견이 일치할(conformable)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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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CCP는 양자간 청산(bilateral clearing) 보다 장점을 지닌다. 결

국 CCP는 다양한 부도위험의 부담을 상호화(mutualization) 하는 “위험 공동부담 기제(risk

sharing mechanism)”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에 대한 청산기관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은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및 장래의 장외파생
상품시장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CCP청산을 국제적인 규범화하고, 그에 따

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CCP청산을 이용하지 않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요건이나

유동성 요건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비슷한 사례를 2005년 입

법된 장외파생상품의 일괄청산네팅(close-out netting)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특칙(120조, 336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입법목적은 일괄청산네팅을 통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감축효과를 통한 금융시스템위험의 감축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
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규모는 2005년이나 지금이나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
어 보면 시스템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해야 했

던 것은 당시의 입법이유에서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외국금융기관

이 그러한 특례의 부재를 이유로 국내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회피하거나 일종의
법적위험부담금(legal risk premium)을 부과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의 경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5> 국내금융시장 안정성의 유지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참가자의 범위와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과

국내 자본시장 및 대출시장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 장외파생상품청산기능을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외국 청산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을

외국청산기관에 의존할 경우 국내 규제당국의 외국청산기관에 대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최종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 장외파생상
품청산기관을 두고 일정 범위의 상품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는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이 소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청산

기관을 두는 방식 보다는 외국의 청산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15) 그러나 최근 호주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 효과는 호주와 같은 소규모 시장

보다는 미국이나 EU와 같은 거대 시장에서 그 본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
지만, 호주시장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면서 호주달러표시 금리파

생상품에 대하여 청산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와 특히 이를 호주 국내에서 청산할 것을 의

무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
무화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6)

15)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nd Reserve Bank of Australia, Survey of the OTC Derivatives Market in Australia, May
2009, pp24-25.
16) Central Clearing of OTC Derivatives in Australia: A Discussion Paper Issued by the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June 2011. 아래의 소개는 동 보고서의 pp1-3에 있는 요약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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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주 감독당국협의체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4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호주 소재 시장참가자의 청산기능 이용가능성이다. 현재 호주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외 청산기능은 호주와 같은 소규모 시장 보다는 대규
모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글로벌 CCP 청산 시장은 상업

젇 및 규제상 요소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호주 장외파생상품시장 청산

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둘째, 호주 및 다른 대부분의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일부를 형성하는 국경간 연계의 중요성

이다. 국내시장의 깊이와 효율성은 역외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연내참가자를 통하여

제고될 수 있는 한편, 국내소재 참가자는 호주 및 외국 업자의 글로벌한 역할을 통하여 역
외 시장 및 상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해외시장과 규제

상 발전이 호주시장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산이 금융안정성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이다. 청산기관은 일련의 직접적 및 간

접적인 채널을 통하여 시장의 회복력을 제고한다. 여기에는 시장참가자의 상호의존성의 감

소, 참가자의 불이행정리를 위한 중앙처리시스템의 제공, 그 밖의 위기관리절차 등이 포함

된다. 한편 시장참가자간의 익스포져나 의존성의 집중이 중앙청산절차로의 이행으로부터 초
래된다면 시스템위험 요소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위험은 청산기관과 시장참가자 그리

고 규제기관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참가자의 불이행의 관리는

국내시장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기대되거나 필요하게 된다.

넷째, 청산기관의 구성방식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기능에 중대한 효과를 가진다. 청산의

분리는 네팅기회와 담보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참가자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전체적인 비용은 청산기관과 시장참가자간의 경쟁에도 의존한다.

다음으로 호주 감독당국협의체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4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호주의 감독상 조치 없이는 국내 청산기관은 등장할 수 없다. 그 결과 주요 해외 ㅡ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규제기관이나 시장참가자의 결정이 호주소재 시장참가자들이 그들

의 영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역외 청산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에 청산의무화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둘째, 역외 청산기관이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지는 국내시장을 청산하는 경우 현재 존재하

지 않는 새로운 위험을 호주금융시스템에 초래하게 된다. 호주규제당국은 국내청산기관에
비하여 역외청산기관에 대한 감시와 조치에서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규제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시장이 역외 청산기관
에서 청산되는 결과는 초래할 수 있는 청산의무화 요건의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규제기관은 호주달러표시 금리파생상품은 방대한 국내참가

자와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자본 및 신용시장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호주에서 시스템적
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호주달러표시 금리파생상품을 청산의 대상으로 할 것

인지 여부와 그 경우 국내에서 청산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

에서의 창산의무화는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호주예금취급기관과

호주금융서비스업 인가보유자)에 적용하고, 규모와 종류를 고려하여 일부 시장참가자에 대
해서는 면제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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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개관
2009년9월25일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는 2012년말까지 모든 표

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하고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

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17)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실무적인 쟁점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2010년10월 보고서에서 제안

하였다. 2010년11월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FSB의 권고사항을 승인하고 FSB로 하
여금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의 이행상황을 규칙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2011년1월 현재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규제개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2011년4월

Supervision,

BCBS)와

발표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국제증권감독자기구(International

Committee

Organization

of

on

Banking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등 국제기구에서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관련한 표준적인 권고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하 FSB 2010년 10월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ㆍ조사 작업의 내용을 살펴 본 후 2011년1월 현재까지의 각국의 이행상황을 정리한다.

2. FSB 2010년 10월 보고서
가. 의의
FSB는 G20 정상들의 합의를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쟁점들을 취급하기 위

한 21개의 권고사항을 2010년10월 보고서에서 제안하였다.18) 2010년11월 G20 서울 정상

회담에서 이러한 FSB의 권고사항을 승인하고 FSB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의 이행

상황을 규칙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다.19)

FSB 2010년 10월 보고서는 표준화, 중앙청산,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 거래정보저

장기관에 대한 보고,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에서의 이행상황평가와 협력의 5분야로 나누어
17) LEADERS’ STATEMENT THE PITTSBURGH SUMMIT SEPTEMBER 24 – 25 2009, p9. 합
의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mproving over-the-counter derivatives markets: All
standardized OTC derivative contracts should be traded on exchanges or electronic trading
platforms, where appropriate, and cleared through central counterparties by end-2012 at the
latest. OTC derivative contracts should be reported to trade repositories. Non-centrally
cleared contracts should be subject to higher capital requirements. We ask the FSB and its
relevant members to assess regularly implementation and whether it is sufficient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 derivatives markets, mitigate systemic risk, and protect against market
abuse.”
18) Financial Stability Board, 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25 October 2010.
19)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NOVEMBER 11–12, 2010, p8.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endorsed the FSB’s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designed to fully implement our previous commitments in an internationally
consistent mann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 level playing field. We asked the FSB to
monitor the progress reg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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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4, 8, 2, 5, 2, 총 21개의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청산
의무화에 관한 사항만 정리한다.

나. 권고사항
<권고사항 5> 특정 장외파생상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따라서 CCP 청산에 적합한지 여

부를 판단할 때 당국은 (i) 당해 상품의 계약조건과 운용절차의 표준화 정보, (ii) 당해

상품에 대한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 (iii)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정보원의 존재 여부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청산요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감독당국은 당해 상품의 위험특징이 계측되고,

재무적으로 모델화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CCP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6> 당국은 의무적인 청산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상품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특정 CCP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의 청산을
요구하거나, G20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환경에서 중앙청산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당국이 특정한 장외파생상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청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지만

CCP가 당해 상품에 대한 청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그 이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당국이 청산의 부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당국은 중앙청

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적적하면서 건전

한 방법으로 CCP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창출이나 청산에 적합하지
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제한 또는 제약하는 조치의 고
려가 포함된다.

<권고사항 7> 시장참가자들이 청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CCP에 대한 접근(직접적
인 접근과 직접참가자와의 고객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을 포함)은 불공정하게 차별
하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은 청산에 대한 간접적 접근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CP와 시장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구조와 규칙을 변경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을 해야 한다.

당국은 간접적 접근에 대한 부당한 장애를 파악하고, 발견되는 경우 정리해야 한다.

당국은 CCP와 직접참가자들이 고객 포지션과 자산의 분리와 이동성(portability)을 규

정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보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경간 거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도산법이나 도산법간의 저촉의 영향을 처리해야 한다.

<권고사항 8> 당국은 의무청산에 대한 면제를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면제의 부여
가 시스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면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면제의 이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적정성을 규칙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9> 글로벌한 규제수준의 평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하는 CCP는 최소한 CPSS와 IOSCO에 의하여 개발된 변

화하는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규제표준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감독과 감시
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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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10> 감독당국은 BCBS가 높은 자기자본요건과 관련하여 제안한 개혁안과
같이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의 시스템위험을 포함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건
전성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국은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와 같이 자기자본규제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
회사에 대한 유사한 자기자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당국은 상업회사나 투자자와 같이 자기자본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시장참가자에 의한

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자본 인센티브 이외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를 고려해야 한다.

<권고사항 11> 비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일부는 청

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당국은 시장참가자들이 비청산 계약에 관

한 신용 및 운영위험을 파악하고 감속하기 위한 강력하고 탄력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해
야 한다.

당국은 담보화와 같은 강력한 양자간 위험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시장참가자

들에게 확립된 최선관행에 비추어 스스로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DSG는 주요 딜러들로부터 거래축약(trade compression), 분쟁해결, 포트폴리오 대사
등의 확대를 위한 분명한 확약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당국은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해 시장의 비청산 부

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12> 규제아비트리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OSCO는 적절한 경우

다른 당국과 공동으로 상품 및 참가자별로 중앙청산요건과 면제요건의 적용을 조정하여
야 한다.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20)
가. 의의
BCBS와 IOSCO 등 국제기구에서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관

련한 표준적인 권고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11월 G20 서울 정상
회담에서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21)

나. BCBS 자기자본규제
BCBS는 CCP에 의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기자본요건의 강화

와 청산을 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과 CCP에 대한 은행익스포져의 자본요건 설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문서가 2010년12월 발표되었고22) 2011년중에 완료될 예

20) Financial Stability Board,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15 April 2011, pp3-4.
21)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NOVEMBER 11–12, 2010, p8.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welcomed ongoing work by the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on central
counterpar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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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다. CPSS-IOSCO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지급결제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IOSCO와

함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표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협의문서를
발표하였으며, 2012년초에 완료될 예정이다.23)

동 보고서는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제도, 증권예탁기관, 증권결제제도, CCP, 거

래정보저장기관 등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FMIs’)에 대하여 적

용될 24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금융시장인프라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거
래를 기록, 청산, 결제하는 기관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새 원칙이 종래의 세 가지 CPSS

및 CPSS-IOSCO 표준 즉 「2001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제도에 대한 핵심원칙」(the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2001), 「2001년 증권결제

제도에 대한 권고사항」(the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2001)

그리고

「2004년

CCP에

대한

권고사항」(the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2004)을 대체하게 된다. 단일한 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시와 규제에서 일관성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 기타
CPSS-IOSCO는 거래정보저장기관에 대한 보고를 위한 파생상품 정보 및 집중요건에 관

한 협의문서를 2011년7월중에 발표하여 2011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CPSS-IOSCO는 CCP를 포함한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체계에 관한 지침을

장외파생상품규제자포럼(OTC Derivatives Regulators’ Forum, ODRF)과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IOSCO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설비의 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4)

IOSCO는 상품과 참가자별로 청산요건의 조정을 위한 국제표준에 관한 보고서를 2012년1

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FSB 2010년10월 보고서의 권고사항 12는 규제아비트리지의 가능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OSCO가 필요한 경우 다른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상품 및 참가자 별
로 청산요건의 적용과 면제기준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DRF는 개별 장외파생상품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당국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협

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SB 2010년10월 보고서의 권고사항 21은
22)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nsultative Document Capitalisation of bank
exposures to central counterparties, Issued for comment by 4 February 2011, December
2010. Basel III 규칙안은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December 2010.
23) CPSS-IOSCO,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consultative report, CPSS
Publications
No
94,
March
2011.
이하
설명은
CPSS의
설명자료
참조
<http://www.bis.org/publ/cpss94.htm>. 동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번역한 자료가 매우 유용하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011.7.
24) Technical Committee of the IOSCO, Report on Trading of OTC Derivatives, FR03/11,
Febr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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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F에 대하여 CPSS 및 IOSCO와 공동으로 거래정보저장기관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장

외파생상품 CCP 등에 대한 규제당국간의 감시체계와 정보공유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과 조
정을 위한 공통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감독자그룹(OTC Derivatives Supervisors Group, ODSG)은 표준화에 대한

로드맵의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ODSG는 또한 BIS 등과 함께 보고메트릭스를 개
발하기 위한 작업도 2011년 7월 완료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 FSB 이행상황보고서
FSB는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의 요구에 따라 2011년1월25)에 행한 당시까지의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규제개혁 이행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2011년4월 발표하
였다.26)

25) 당시의 질문내용은 FSB의 2011년4월 이행상황보고서의 첨부 B로 포함되어 있다. Financial
Stability Board,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15
April 2011, pp19-21 Annex B. 그리고 그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정리한 것은 같은 보고서의 첨
부 A로 포함되어 있다. Financial Stability Board,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15 April 2011, pp8-18 Annex A.
26) Financial Stability Board,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15 April 2011. 다음 이행상황보고서는 2011년10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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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 제도의 도입 현황
1. 개관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미국

과 일본에서는 이미 입법을 완료하였고, EU와 우리나라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G20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27) 이하 이 장에서는 첫째, 장외파생상품 및 그 청산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체계, 둘째,

청산의무화 대상상품과 대상거래당사자의 범위, 셋째, 청산기관의 구성의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 법제를 정리한다.

2. 미국
가. 의의
(1)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의 이원화
1934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의 청산기구(clearing agency)는 주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었으며,

연방법에

의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1975년이다(Securities

Exchange

Act

Amendment 1975, s 17A). 미국의 청산기구에 대한 규제체계는 일반적인 금융규제제도에

관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규제는 이른바 상품별·기관별 규제

의 전형으로서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보아도 증권과 선물은 전혀 다른 규제체계에 속한다.

‘증권’(securities)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28)과 1934년 「증권거래소법」
(Securities

Exchange

회’(Securities

exchange)에서

Exchange

Act)29)을

거래된다.

핵심으로

Commission,

하는

SEC)의

‘선물’(futures

증권규제법에

규제를

contracts)30)은

받고,

따라

‘증권거래위원

‘증권거래소’(securities

1936년

「상품거래소법」

(Commodity Exchange Act)31)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규제를 받고 ‘상품거래소’(commodity exchange)에서 거래된다. 이

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엄격한

분리규제는

2000년에

제정된

「상품선물현대화법」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에 의하여 일부 완화되기도 했지만, 기본구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32)

이에 비하여 도드-프랑크법은 장외파생상품의 규제법상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33) 동법은

27) Financial Stability Board,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15 April 2011, p1.
28) PUBLIC LAW No. 73-22, 48 Stat. 74, May 27, 1933.
29) PUBLIC LAW No. 73-291 48 Stat. 881, June 6, 1934.
30) 상품거래소법의 적용대상상품을 일반적으로 선물계약이라고 부르지만, 법률 자체에는 ‘장래 인도
를 위한 상품의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a commodity for future delivery)이라고만 규정되
어 있어 장외파생상품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31) PUBLIC LAW No. 74-765, 49 Stat. 149, June 15, 1936.
32) 정순섭, “금융위기와 금융법제 :미국의 장외파생상품규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7집 제
2호, 2008, 89-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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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swap agreement),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security-based

swap agreement), ‘복합장외파생상품’(mixed swap)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장외파생상품은

CFTC,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은 SEC, 그리고 복합장외파생상품은 CFTC와 SEC의 공동규제
대상으로 정리하였다.34)

(2) 비증권기초 장외파생상품의 정의
‘장외파생상품’은 “<1>옵션, <2>잠재적인 금융, 경제, 상업상의 결과와 관련된 사유

(event) 또는 우발사유(contingency)의 발생, 불발생 또는 발생의 정도에 의존하는 매수,

매도, 지급 또는 수도, <3>미이행 쌍무계약방식으로(on an executory basis) 일정한 기초
자산에 기초한 지급의 고정적 또는 우발적인 교환을 규정하고, 거래의 당사자간에 자산에

대한 현재/장래의 직접 또는 간접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가치/수준의 장래의 변화와 관

련된 금융 리스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35) <4>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으로 알려져

있거나 장래 알려지게 될 합의, 계약, 거래, <5>장외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증권기초

장외파생상품, <1>-<5>의 합의/계약/거래의 조합 또는 옵션”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도드프랑크법 s 721(a)(47)(A)).

다만 <1>”장래인도를 위한 상품매매계약” 등, <2>비금융 상품(nonfinancial commodity)

또는 증권의 출하나 수도를 유예한 매도로서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를 의도하고 있는 것,

<3>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소법의 규제대상인 것, <4>증권기초 장외파생상품
은 비증권기초 장외파생상품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도드-프랑크법 s

721(a)(47)(B)). 그리고 <5>재무부에서 서면으로 적용제외를 결정한 외환스왑과 외환선

도는 장외파생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도드-프랑크법 s 721(a)(47)(E)). 2011.4.29. 재

무부 장관이 외환스왑과 외환선도를 비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도드-프랑크법 s 722(h)).

<i> 외환스왑과 외환선도의 거래와 청산이 시스템위험을 야기하거나, 투명성을 저하시
키거나 미국 금융안정을 저해하는지 여부

33) 미국의 장외파생상품규제에 대해서는 남길남,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도드-프랑크법을 중심
으로, 자본시장연구원, 2010.12이 매우 상세하다.
34) 이하 정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CFTC와 SEC는 이를 보다 명확히 정의
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CFTC, 17 CFR Part 1 RIN 3038–AD46, SEC 17 CFR Part
240 [Release No. 33–9204; 34–64372; File No. S7–16–11] RIN 3235–AL14, Further
Definition of ‘‘Swap,’’ ‘‘Security-Based Swap,’’ and ‘‘Security-Based Swap Agreement’’
Mixed Swaps; Security-Based Swap Agreement Recordkeeping, Federal Register Vol. 76,
No. 99, May 23, 2011, pp29818-29900. 이를 요약한 것으로는 Sullivan & Cromwell LLP,
Proposed Product Definitions Under Title VII of Dodd-Frank: CFTC and SEC Propose Rules
and Guidance to Further Define the Terms, “Swap,” “Security-Based Swap,” and “Mixed
Swaps”, May 12, 2011. 2011.6.24. 현재 최종규칙은 발표되어 있지 않다.
35) 아래의 상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도드-프랑크법 s 721(a)(47)(A)(iii)). (I)an
interest rate swap; (II)a rate floor; (III)a rate cap; (IV)a rate collar; (V)a cross-currency
rate swap; (VI)a basis swap; (VII)a currency swap; (VIII)a foreign exchange swap; (IX)a
total return swap; (X)an equity index swap; (XI)an equity swap; (XII)a debt index swap;
(XIII)a debt swap; (XIV)a credit spread; (XV)a credit default swap; (XVI)a credit swap;
(XVII)a weather swap; (XVIII)an energy swap; (XIX)a metal swap; (XX)an agricultural
swap; (XXI)an emissions swap; (XXII)a commodity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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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외환스왑과 외환선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장외파생상품에 부과되
는 규제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iii> 외환시장참가자의 은행규제당국이 자본과 증거금을 포함하여 적절한 감독을 제공
하고 있는지 여부

<iv> 적절한 지급 결제시스템의 정도

<v> 적용될 다른 규제의 회피를 위한 외환스왑과 외환선도에 대한 잠재적 면제의 이용
미국 재무부는 외국환스왑과 외국환선도를 상품거래소법상 장외파생상품의 정의에서 제외

하는 내용의 결정초안을 발표하였다.36) 여기서 ‘외환스왑’은 (i)특정일자에 거래개시시에 합
의된 고정비율에 의한 2개의 상이한 통화의 현물교환과 (ii)그후의 특정일자에 역시 거래개

시시에 합의된 고정비율에 의한 동일한 2 통화의 현물교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상품

거래소법 s 1a(25), 도드-프랑크법 s 721(a)(12)). ‘외환선도’는 특정일자에 거래개시시에

합의된 고정비율에 의한 2 개의 상이한 통화의 현물교환을 말한다(상품거래소법 s 1a(24),

도드-프랑크법 s 721(a)(12)).

(3)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의 정의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은 “<1>“협의의 증권지수(a narrow-based security index)37)와

그에 대한 권리와 그 가치를 포함한 지수, <2>개별 증권이나 대출(그에 대한 권리와 그

가치를 포함) 또는 <3>증권의 개별발행인이나 협의의 증권지수종목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유의 발생이나 불발생 또는 발생의 정도(그러한 사유가 발행인의 재무제표, 재무조건 또

는 재무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38)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
품”을 말한다(도드-프랑크법 s 761(a)(68)).

동법은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을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소법상 증권의 정의에

추가하였다.39)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는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의 집행, 예

정만기일전의 종료, 양도, 교환 또는 유사한 이전 혹은 양도 또는 증권기초 장외파생상품상
권리의무의 소멸을 의미한다(도드-프랑크법 ss 761(a)3); 768(a)3)).

다만 정부채 그 밖의 면제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은 CFTC의 관할에 속하고, 면제증권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과 현물인도형 선도는 장외파생상품이나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에 속하
지 않게 되어 동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도드-프랑크법 s 761(a)(68)(C)).

36) US Treasury, Determination of Foreign Exchange Swaps and Foreign Exchange Forwards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April 29, 2011. 이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은 금년 6.6까
지 제출되어야 하며 동 결정의 효력이 발생되면 외국환스왑과 외국환선도는 상품거래소법상 규제
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드-프랑크법상 거래보고의무, 반사기 및 반시세조종 조항, 그리고
강화된 탈법행위금지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도드-프랑크법 ss 721(a), (722(h)).
37) 9개 이내의 증권으로 구성되는 지수.
38) 증권발행인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을 포함한다.
39) 도드-프랑크법 s 761. DEFINITIONS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 DEFINITIONS.—ection 3(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78c(a))
is amended—2) in paragraph (10), by inserting ‘‘security-based swap,’’ after ‘‘security
future,’’; 도드-프랑크법 s 768. AMENDMENTS TO THE SECURITIES ACT OF 1933;
TREATMENT OF SECURITY-BASED SWAPS. (a) DEFINITIONS.—ection 2(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15 U.S.C. 77b(a)) is amended—1) in paragraph (1), by inserting
‘‘security-based swap,’’ after ‘‘security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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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장외파생상품의 정의
‘복합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과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도드-프랑크법 ss 721 (a)(47)(D), 761(a)(68)(D)). 복합상품
은 CFTC와 SEC의 공동관할에 속하게 된다(도드-프랑크법 ss 712(a)(8), 721(a)).

나. 청산의무화 대상상품
(1) 대상상품
가) 청산의무의 부과
누구든지 청산의무화대상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청산을 등록 또는

면제 파생상품청산기관(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이나 청산기관(clearing agency)

에 맡겨야 하고, 청산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해 거래는 불법한 거래가 된다(비증권장외파생

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h)(1)(A),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
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a)(1)).

청산의무화 대상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기관의 선택은 장외파생상품딜러나 증권기초

장외파생상품딜러 또는 주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나 주요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참가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해야 하고, 청산의무화 대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청산기관의 선택도 장외파생상품딜러나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딜러 또
는 주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나 주요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참가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해야
한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h)(7)(E), 증권장

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h)(7)(E)).

청산의무화대상 장외파생상품에 관하여 양당사자는 거래소(board of trade, securities

exchange) 또는 스왑거래설비(swap execution facility)40)에서 거래를 집행하여야 한다(비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h)(8)(A),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h)(1)). 다만 당해 상품에 관하여 거래소나 스왑거래설비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나 청산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h)(8)(B),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h)(2)).

40) CFTC와 SEC는 스왑체결설비에 적용될 기본원칙을 규정할 규칙 초안을 발표하였다. CFTC,
Proposed Rules: Core Principles and Other Requirements for Swap Execution Facilities,
Federal Register Vol. 76, No. 5, January 7, 2011, pp1214-1259; SEC, Registration and
Regulation of Security-Based Swap Execution Facilities, 17 CFR Parts 240, 242 and 249
[Release No. 34-63825; File No. S7-06-11], February 2, 2011(“Regulation SB S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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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산의무화 대상 상품의 결정
청산의무화 대상상품은 청산기관이 CFTC와 SEC에 청산대상으로 신고한 상품중에서 또

는 청산기관에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CFTC와 SEC에서 직권으로 청산대상으로 결정한 상품

에 한정된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b)(1)(2),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b)(1)(2)). 청산기관은 청산

대상으로서 접수할 각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그룹/종류/분류에 관하여 CFTC
또는 SEC에 제출하고, 그 회원에 대하여 통지해야 한다. 도드-프랑크법 성립시에 청산대상
으로 되어 있었던 각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그룹/종류/분류에 대해서는 CFTC

또는 SEC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CFTC와 SEC는 각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의 그룹/종류/분류에 대하여 청산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야 한다.

CFTC와 SEC는 ①청산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을 공표하고, ②당해 제출에 대하여 검토

하고, ③당해 제출의 접수 후 90일 이내에 당해 제출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청산의무

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④ 그 결정과정에는 최소한 30일간의 공개협의과정을 거

쳐야 한다. 그리고 이때 CFTC와 SEC는 관련청산소나 청산회원의 도산시 고객 및 장외파생
상품거래상대방 포지션이나 자금 또는 자산의 취급과 관련하여 명목원금, 거래유동성과 가
격결정정보, 운영상 전문성의 확보 가부와 관련 인프라, 시스템위험의 감축 및 경쟁에 대한

효과, 합리적인 법적 확실성의 존부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청산의무화대상 장외파생상

품과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41)을 도드-프랑크법 성립 후 1년이내

(2011.7.21.)에 제정하여야 한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

소법 s 2(b)(4),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b)(4)). 또
한 CFTC와 SEC는 청산의무화대상이라는 결정을 할 때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 청산의무화에 대한 탈법행위의 방지
CFTC와 SEC는 청산의무화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
법 s 2(h)(4)(A),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g)(6)).

CFTC와 SEC는 청산의무화 대상인 특정한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그룹/종류

/분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대상으로서 접수하고 있는 청산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조사해서 30일이내에 보고서를 공표하고 당해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그
룹/종류/분류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금 또는 자기자본의 유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

41) 청산의무화대상 상품의 제출 및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초안이 발표되어 있다. CFTC, Proposed
Rules: Process for Review of Swaps for Mandatory Clearing, 17 CFR Parts 39 and 140, RIN
3038–AD00, Federal Register Vol. 75, No. 211, November 2, 2010, pp67277-67282; SEC,
Process for Submissions for Review of Security-Based Swaps for Mandatory Clearing and
Notice Filing Requirements for Clearing Agencies; Technical Amendments to Rule 19b-4
and Form 19b-4 Applicable to All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17 CFR Parts 240 and
249 Release No. 34-63557; File No. S7-44-10, December 15, 2010. 2011.6.24. 현재 최종
규칙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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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법

s

2(h)(4)(B),

3C(d)(1),(2)).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그러나 CFTC와 SEC는 청산기관에 대하여 그 재무적 건전성(financial integrity)을 위협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나 그 그룹/종류/분류에 관하여 청산대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h)(4)(C),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d)(3)).

(2) 청산의무의 면제
도드-프랑크법상 청산의무화 대상인 장외파생상품의 당사자는 ‘누구든지’(any person)라

고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당사자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로 문제되는 것

은 장외파생상품딜러(swap dealer)와 주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major swap participant) 또
는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딜러(security-based swap dealer)와 주요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참
가자(major security-based swap participants)일 것이다.

장외파생상품딜러나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딜러는 각각 CFTC와 SEC에 등록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매매를 금융업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외파
생상품딜러와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딜러 이외에 주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와 주요증권기초장
외파생상품참가자의 정의가 새로이 문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외파생상품딜러 등은

이미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인가대상이므로 특별히 그 정의가 문제되
지 않는다.

다만 <i>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이 금융업자(financial entity)가 아닌 경우

로서, <ii>상업적 위험의 헤지나 감소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iii>CFTC나 SEC에 각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과 관련

된 재무적 의무를 일반적으로 충족하는 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의무가 면제된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g), 증

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h)(7)(A)). 이 경우 청산면제
조항의 적용 여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다. 여기서 ‘금융업자’는 장외파생상품딜러,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딜러, 주요장외파생상품참

가자, 주요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참가자, 상품풀, 사모펀드, 종업원퇴직급여계획 또는 은행업
무나 ‘본질적 금융업무’(financial in nature)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한다(비증권장외파생상

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g)(3)(C),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

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h)(7)(C)(i)). 나아가 CFTC와 SEC는 총자산 100억 달
러 이하의 예금금융기관, 농업신용시스템, 신용조합을 포함하여 소규모의 은행, 저축대부조
합, 농업신용시스템기관 및 신용조합에 관하여 금융업자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A),

상품거래소법

s

2(g)(3)(B),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h)(7)(C)(ii)).
금융업자의 정의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청산의무의 적용제외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계회사를 이용한 남용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산의무의 적용제외대상인 자의 관계
자(affiliate)에 대해서도 당해 적용제외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제외대상자 또는 다른 관

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상업적 위험의 헤지 또는 감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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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산의무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비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23(a)(3)(B), 상품거래소법 s 2(g)(4),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
래소법 s 3C(h)(7)(D)).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 대해서는 남용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CFTC와 SEC는 이

러한 예외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남용방지를 위해 면제대상인 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비증권장외파생상
품: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g)(6),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h)(2)).

다. 청산기관의 구성
(1) 진입규제-등록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이러한 분리규제의 결과, 증권에 대한 청산기구는 증권거래소법

상 ‘증권청산기구’(Securities Clearing Agency)로서(증권거래소법, s17A), 그리고 파생상품

에 대한 청산기구는 상품거래소법상 ‘파생상품청산기구’(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
로서(상품거래소법, s5b) 각각 규제되고 있다. 증권청산기구는 현재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
되어 있는 상태42)이지만, 파생상품청산기구는 여전히 각 거래소의 영향력 아래 분리되어

있다. 다만, 파생상품청산기구가 현재와 같은 양상을 띠는 것은 각 거래소나 청산기구의 경

영판단에 의한 것이지 어떤 법적 제약의 결과는 아니다. 증권청산기구나 파생상품청산기구

가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CFTC
와 SEC에 대하여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청산기관은 CFTC 또는 SEC에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선물계약(장래인도를 위한

상품의 매매계약)이나 그에 대한 옵션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관하여 청산기관의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은 위법이다(파생상품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25(a), 상품거래소법 5b(a); 증권

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63(b), 증권거래소법 17A(g)). 청산의무화 대상이 아닌 합의/계

약/거래의 청산을 하는 자는 CFTC 또는 SEC에 등록할 수 있다(파생상품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25(a), 상품거래소법 5b(b); 증권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63(b), 증권거래소
법 17A(h)).

기존의 예금금융기관이나 SEC 또는 CFTC에 등록한 청산기관으로서 도드-프랑크법 성립

전에 예금금융기관은 ‘다자간 청산조직’(a multilateral clearing organization)으로서 장외파

생상품을 청산하고 있었고, 청산기관에 관하여는 청산기관으로서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청산기관으로서 CFTC 또는 SEC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파생상품청산

기관: 도드-프랑크법 725(b), 상품거래소법 5b(g); 증권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63(b),

증권거래소법 17A(l)).

또한 CFTC 또는 SEC는 청산기관이 SEC 또는 CFTC 또는 그 본국의 관할정부당국에 의

하여 상응하는 포괄적인 규제감독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또는 무조건으
로 당해 청산기관에 관하여 등록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파생상품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42) 현재 DTCC의 자회사인 전국증권청산회사(National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NSCC)는
1976년 설립되어 증권에 대한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TCC는 1999년 예탁기관(Depository
Trust Company, DTC)과 NSCC의 결합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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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b),

17A(k)).

상품거래소법

5b(h);

증권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63(b),

증권거래소법

미국의 증권법규 및 상품법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는 누구나 청산기구를 운

영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상 매매체결기능과 청산기능의 겸업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품거래소의 경우 법률상 명문의 규정으로 상품거

래소에서 청산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탁기능과 청산기능에 대해서는 법

률상 청산기구(clearing agency)의 개념을 양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43) 현재 미국은 증권관련 청산기구와 중앙예탁기구를 지주회사 구조 아래 통
합하였다(DTCC).

(2) 조직규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기관은 최고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을 선임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25(b), 상품거래소법 5b(i); 증권청산기관: 도드-프랑
크법 763(b), 증권거래소법 17A(j)). 최고준법감시인은 청산기관의 이사회나 최고경영진에
대한 직접 보고, 이사회나 그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청산기관의 최고경영진

과의 협의 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해결, 본조에 수립이 요구되는 정책 및 절차의 관

리, 법규 준수의 확보, 법규불준수상황의 해결절차의 수립, 법규불준수상황의 취급, 경영진

대응, 구제, 재시험, 종결을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최고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상황과 윤리강령과 이해상충방지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 및 절
차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청산기관은 그 등록 및 등록의 유지를 위해서는 CFTC 관할의 경우에는 핵심원칙을 그리

고 SEC 관할의 경우에는 SEC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44)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파생상

품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25(c), 상품거래소법 5b(c)(2); 증권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63(b), 증권거래소법 17A(i)). CFTC 관할 청산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
다.45)

43) Securities Exchange Act 1934 s3a(23)(A)"The term "clearing agency" means any person
who acts as an intermediary in making payments or deliveries or both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s in securities or who provides facilities for comparison of data respecting the
terms of settl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to reduce the number of settlements of
securities transactions, or for the allocation of securities settlement responsibilities. Such
term also means any person, such as a securities depository, who (i) acts as a custodian of
securities in connection with a system for the central handling of securities whereby all
securities of a particular class or series of any issuer deposited within the system are
treated as fungible and may be transferred, loaned, or pledged by bookkeeping entry without
physical delivery of securities certificates, or (ii) otherwise permits or facilitates the
settl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or the hypothecation or lending of securities without
physical delivery of securities certificates."
44) 청산기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에 대하여 CFTC는 핵심원칙의 형태를 그리고 SEC는 규칙의 형태
를 취하는 것은 원칙중심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에 대한 양 기관의 태도의 차이를 반
영한 것이다. 원칙중심규제의 의의와 이에 대한 CFTC와 SEC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순섭, “원칙
중심규제의 논리와 한계”, 『상사판례연구』 제22집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3. 37-72면
참조.
45) CFTC는 핵심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하였다. CFTC,
Governance Requirements for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esignate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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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재무/업무운영/경영관리상의 자원을 보유할 의무

 회원 및 청산참가자 자격 및 청산대상상품의 적격성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확립할 의무
 위험관리능력을 보유할 의무
 결제절차에 관한 의무

 회원 및 청산참가자의 자금/자산을 보호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준 및 절차를 확립
할 의무

 회원 또는 청산참가자의 불이행을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안정하게 관리하는 규칙 및 절차
를 보유할 의무

 규칙의 집행에 관한 의무

 시스템의 안전유지에 관한 의무

 CFTC 또는 SEC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청산기관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할 의무

 시장참가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및 일반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
 적절한 국내 및 국제적인 정보공유협약을 체결하고 준수할 의무

 독금법상의 고려를 할 의무(불합리한 거래제한이 될 수 있는 규칙/조치 또는 중대한 반
경쟁적인 부담부과의 금지)

 투명하고 공익성을 충복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할 의무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확립/집행하고 이해상충해결절차를 확립할 의무

 이사회(governing board)나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시장참가자를 포함할 의
무

 청산기관의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확립되고 투명하며 집행가능한 법적 기반을 보유할 의
무

(3) 이해상충규제
가) 법적 근거
CFTC는 장외파생상품딜러나 주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 등이 중요한 채권투자 또는 지분투

자를 한 파생상품청산기관과의 사이의 거래에 대한 이해상충을 경감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
하여야 한다(도드-프랑크법 725(d)). CFTC와 SEC는 도드-프랑크법 성립 후 180일 이내

에 이해상충의 감소를 위해 연결총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 FRB감독 비은행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딜러,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딜러나 주요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참가자,

또는 이들의 관계회사가 청산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배 또는 의결권에 관하여 수량제한

을 포함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파생상품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26(a);

증권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65(a).

Markets, and Swap Execution Facilities;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the Mitig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17 CFR Parts 1, 37, 38, 39, and 40, RIN 3038–AD01, Federal Register
Vol. 76, No. 4, January 6, 2011, pp 7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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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해상충 유형
이와 관련하여 SEC는 가능한 이해상충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46) 첫째 유형은

청산기관 회원이 청산기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청산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

자체를 제한하거나 비회원이 청산회원과의 청산중개(correspondent clearing arrangements)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청산기관 회원이 특히
투명성을 줄이거나 매도-매수호가간의 딜러 스프레드를 확대할 수 있는 등 특정 상품이 장

외에서 거래되도록 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경우 청산적격 상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유형은 청산기관의 회원이 청산기관에 지급해야 할 증거금이나 유동성기금을

줄이기 위하여 청산기관의 위험관리장치를 완화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CFTC도
첫째,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청산가능성을 결정할 때, 둘째, 청산기관의 회원자격을 결정할

때, 셋째, 특정업자가 회원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세 가지 이해상충 유형을
제시하였다.47)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게 되면 증거금비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규제완화경

쟁(race to the bottom)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48)

다) 규칙 초안
CFTC와 SEC는 작년 10월 각각 규칙 초안을 발표하였다.49) 동 규칙초안은 청산기관에

대한 동일한 소유한도와 의결권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대형 금융회사로부터의 통제를 방지

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10월과 금년 1월 규칙초안에서

CFTC는 엄격한 소유한도를 두고 있고, SEC도 마찬가지다. CFTC와 SEC는 일정한 ‘대상업

자’(enumerated entities)의 의결권 한도를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

업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연결총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 FRB 감독 비은
행금융회사, 이들 회사의 자회사, 장외파생상품딜러와 주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 그리고 이들
의 관련자(associated persons)를 말한다.

46) SEC, Ownership Limitations and Governance Requirements for Security-Based Swap
Clearing Agencies, Security-Based Swap Execution Facilities, and National Securities
Exchanges With Respect to Security-Based Swaps Under Regulation MC, 17 CFR Part 242
[Release No. 34–63107; File No. S7–27–10] RIN 3235–AK74, Federal Register / Vol. 75,
No. 206 / Tuesday, October 26, 2010, p65885.
47) CFTC, “Requirements for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esignated Contract Markets,
and Swap Execution Facilities Regarding the Mitig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Federal
Register, vol. 75, October 18, 2010, p. 63732.
48) Rena S. Miller, Conflicts of Interest in Derivatives Clearing, March 22, 2011, p6
<http://assets.opencrs.com/rpts/R41715_20110322.pdf>.
49) CFTC, Governance Requirements for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esignated Contract
Markets, and Swap Execution Facilities;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the Mitig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Federal Register Vol. 76, No. 4, January 6, 2011, pp 722-737; CFTC,
Requirements for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esignated Contract Markets, and Swap
Execution Facilities Regarding the Mitig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Federal Register, vol.
75, October 18, 2010, pp63732-63753; SEC, Ownership Limitations and Governance
Requirements for Security-Based Swap Clearing Agencies, Security-Based Swap Execution
Facilities, and National Securities Exchanges With Respect to Security-Based Swaps Under
Regulation MC, 17 CFR Part 242 [Release No. 34–63107; File No. S7–27–10] RIN 3235–
AK74, Federal Register / Vol. 75, No. 206 / Tuesday, October 26, 2010, pp65882-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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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초안에서 청산기관은 다음 두 가지 소유 및 지배 한도 규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

해야 한다.

<제1유형> 청산기관의 회원은 개별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청산기관의 특정한 종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20% 이
상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것 또는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청산기관의 특정 종류의 의결권을 20%를 초과하여 행사하는
것.

추가적으로 대상업자는 청산기관의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집단적으로 다음의 행위
를 할 수 없다

• 청산기관의 특정 종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40% 이상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것, 또는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청산기관의 특정 종류의 의결권을 40%를 초과하여 행사하는

것.
<제2유형> 청산기관의 회원 또는 대상업자는 청산기관의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
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청산기관의 특정 종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청산기관의 특정 종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5%를 초과하여 행사하는

것.

나아가 CFTC와 SEC는 청산기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청산기관 이사회의 35% 또는 최소한 2인의 이사는 독립이사일 것.

• 청산기관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35%를 독립이사로 구성
할 것

• 청산기관은 청산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35% 독립이사로 구성되는 위험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것.

CFTC 초안은 청산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 다

른 업자에 의한 청산기관 운영의 금지, 그리고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CFTC나 SEC 권한에

따르게 하고 그 장부나 기록을 CFTC나 SEC 검사에 제공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 업자에 의
한 운영의 금지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첫째, 대형금융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청산기관의

재무적 기초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둘째, 청산기관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오히려 비회원간의 경쟁

을 격화시켜 시스템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50) 특
히 CFTC의 5인 위원중 1인으로서 규칙초안에 반대표결을 했던 Jill E. Sommers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제한은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데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형성을 저해하여 경쟁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1) 후술하
50) Rena S. Miller, Conflicts of Interest in Derivatives Clearing, March 22, 2011, pp8-11
<http://assets.opencrs.com/rpts/R41715_20110322.pdf>.
51) Rena S. Miller, Conflicts of Interest in Derivatives Clearing, March 22, 2011, pp8-9
<http://assets.opencrs.com/rpts/R41715_201103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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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EU의

규칙 초안에서는 소유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4) 청산기관의 규칙
청산기관의 규칙에는 첫째, 당해 청산기관에 청산을 위하여 제출된 동일한 조건을 가진

비증권장외파생상품(장래인도를 위한 상품매도계약 또는 그에 대한 옵션을 제외)과 증권장
외파생상은 당해 청산기관에서는 경제적으로 동등하고, 당해 청산기관내에서 상호간에 상계

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상대계약이나 관계없는(unaffiliated) 거래소나 스왑체결설비에서

체결된 비증권장외파생상품(장래인도를 위한 상품매도계약 또는 그에 대한 옵션을 제외)과
증권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청산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파생상품청산기

관: 도드-프랑크법 723(a)(3), 상품거래소법 s 2(h)(1)(B), 증권청산기관: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s 3C(a)(2)).

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취급
청산의무가 면제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요건이 강화되고 증거금이 부과되

는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52)

그리고 ‘공개회사’53)인 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의 청산의무가 적용제외될 경우 그 이사회

내의 적절한 위원회나 다른 의사결정기관(governing body)이 당해 적용제외대상인 장외파

생상품을 체결하는 결정을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비증권장외파생

상품 도드-프랑크법 723(b), 상품거래소법 2(j); 증권장외파생상품 도드-프랑크법 763(a),
증권거래소법 3C(i)).

마. 시행시기
도드-프랑크법상 파생상품규제의 시행시기는 동법 성립 360일 후(2011.7) 또는 규정의

시행에 규칙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시행하는 최종규칙의 공표 후 60일 이내
중 늦은 날로 되어 있다(754, 774). 최근 SEC와 CFTC는 도드-프랑크법상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의 대부분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54) SEC와 CFTC의 양 기관이

52) 자본요건에 대한 규칙초안은 CFTC, Capital Requirements of Swap Dealers and Major Swap
Participants, 17 CFR Parts 1, 23, and 140, RIN 3038–AD54, Federal Register Vol. 76, No.
92, Thursday, May 12, 2011, pp27802-27841. 증거금요건에 대한 규칙초안은 CFTC, Margin
Requirements for Uncleared Swaps for Swap Dealers and Major Swap Participants, 17 CFR
Part 23, RIN 3038—AC97, Federal Register Vol. 76, No. 82, Thursday, April 28, 2011,
pp23732-23749.
53) 1934년 증권거래소법 12조에 따른 SEC 등록 또는 15(d)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증권의
발행인.
54) SEC, Temporary Exemptions and Other Temporary Relief, Together with Information on
Compliance Dates for New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pplicable to
Security-Based Swaps, 17 CFR Part 240 [Release No. 34-64678; File No. S7-24-11],
June 15, 2011; CFTC, Effective Date for Swap Regulation, 17 CFR Chapter 1, Federal
Register / Vol. 76, No. 117 / Friday, June 17, 2011, pp35372-35378. SEC와 CFTC의 유예
조치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각각 2011.7.6.과 2011.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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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유예방식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 시행을 위해 양 기관에 의한 규칙제
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
지 않아도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행이 유예되고,55)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
로 유예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양 기관에 의한 규칙제정을 요한다. CFTC의 유예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2011.12.31.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드-프랑크법의 성립이나 동법에

의한 개정이 동법 성립일 전에 체결된 장외파생상품(관련 신용보완구조를 포함)을 당사자가

그 1 또는 복수의 거래의 종료, 재교섭, 변경, 개정, 보완할 수 있는 당해 장외파생상품계약

상 해지사유(termination event),56) 불가항력, 불법성, 비용증가, 규제변경 또는 이와 유사

한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도드-프랑크법 739조; 상품거래소법 21(a)(5)(A)).

3. EU
가. 의의
EU는 2010년9월15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 거래정보저장기관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

한 장외파생상품시장규제초안을 발표하였다.57) EU 규칙초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과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EC의 협의문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에 기초해 있다.58)

특히 미국의 도드-프랑크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59) 장외파생상품의 청산
에 관한 규제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미국 도드-프랑크법과는 달리 EU 규칙

초안은 그 규제범위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EU의 금융상품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60)과 시장남용지침(Market Abuse Directive)61) 그리고 자기자본지

55) CFTC의 유예조치에서는 ‘제1유형’(category 1)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CFTC에서 별도로 발표하
였다. 그 내용은 <http://www.cftc.gov/ucm/groups/public/@newsroom/documents/file/cat1requiredrulemakings061411.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56) 장외파생상품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02 ISDA 마스터 계약서는 당사자중 일방에 거래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를 중도에 종료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early
termination). 거래의 중도종료사유(early termination events)를 다시 채무불이행사유(events of
default)와 해지사유(termination events)로 나누고 있다(Arts 5, 6). 채무불이행사유는 당사자중
일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거래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그리고 해지사유는 당사자 쌍방에
게 책임없는 사유로 거래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지사유의 대표적인 사례
가 거래 자체 또는 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불법하게 되는 불법성사유(illegality)이다.
57)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TC derivatives, central counterparties and trade repositories,
Brussels, 15.9.2010, COM(2010) 484 final 2010/0250 (COD).
58) European Commission, Public Consultation on Derivatives and Market Infrastructures, June
14, 2010.
59) Clifford Chance, Regulation of OTC Derivatives Markets : A Comparison of EU and US
Initiatives, September 2010.
60)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85/611/EEC and 93/6/EEC and
Directive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3/22/EEC [Official Journal L 145 of 30.4.2004]. 현재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
다. European Commission, Public Consultation Review on the Markets in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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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s)62)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규제의 전체적인
효과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장외파생상품
EU 규칙초안은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장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계약’에 대한 통

일기준을 설정하고 CCP와 거래정보저장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통일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여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Art 1(1)). 다만 규칙 초안상 적용대상 파생상품에는

현물인도형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일
정한 제한이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그 범위가 좁을 수 있다.63)

Instruments Directive(MiFID), 8 December 2010. 주로 장외파생상품체결설비의 규제상 지위와
투명성 그리고 포지션한도가 문제될 것이다.
61) Directive 200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insider dealing and market manipulation (market abuse) OJ L 96, 12.4.2003, pp16–25.
European Commission, Public Consultation on a Revision of the Market Abuse
Directive(MAD), 25 June 2010. 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나 시세조종규제의 장외파생
상품에 대한 적용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62) Directive 2006/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relating to the taking 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credit institutions (recast) (Text
with EEA relevance), OJ L 177, 30.6.2006, p. 1–200; Directive 2006/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the capital adequacy of investment firms
and credit institutions (recast), OJ L 177, 30.6.2006, p. 201–255. 가장 최근의 협의문서로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당사자인 은행 등의 자기자본규제나 CCP 청산을 할 경우의 자기자본 규제 등
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Document: Counterparty
credit risk, Capitalisation of bank exposures to central counterparties, Treatment of incurred
credit valuation adjustments, 9 February 2011.
63)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Annex I, Section C, paragraphs (4)-(10)에 규정
되어 있는 파생상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securities, currencies, interest
rates or yields, or other derivatives instruments, financial indices or financial measures
which may be settled physically or in cash; (5)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must be settled
in cash or may be settled in cash at the option of one of the parties (otherwise than by
reason of a default or other termination event); (6) Options, futures, swap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can be physically settled provided that they
are traded on a regulated market and/or an MTF; (7)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can be physically settled not
otherwise mentioned in C.6 and not being for commercial purposes,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having regard to whether, inter alia,
they are cleared and settled through recognised clearing houses or are subject to regular
margin calls; (8) Derivative instruments for the transfer of credit risk; (9) Financial
contracts for differences. (10)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limatic variables, freight rates, emission allowances or
inflation rates or other official economic statistics that must be settled in cash or may be
settled in cash at the option of one of the parties (otherwise than by reason of a default or
other termination event), as well as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assets, rights,
obligations, indices and measures not otherwise mentioned in this Section,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having regard to whether, inter 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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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거래당사자
또한 EU 규칙초안은 모든 CCP와 금융거래당사자(financial counterparties)에 대하여 적

용되지만, 비금융거래당사자(non-financial counterparties)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

하고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Art 1(2)). 금융거래당사자는 투자회사(investment

firms)와

은행(credit

institutions),

보험회사(insurance

undertakings,

assurance

undertakings, reinsurance undertakings), 등록 집합투자기구(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UCITS), 연금기금(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헤지펀드운용업자(alternative investment funds managers) 등을 포

함한다(Art 2(6)). 이들 중 투자회사와 은행 이외에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주로 최종이

용자로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EU 규칙 초안은 금융거래당사자로서 청산의무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자산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제외기준을 명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EU는 회원국별로 금융업계의 구성이 다르고 시스

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자산규모나 업종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데 따른 것으
로 추측되고 있다.64) 금융거래당사자가 청산기관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고객
으로서 그 청산중개기능을 이용하여 청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 국가채무관리기관(national debt managers), 다자간개발은행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Art 1(4)). 그러나 금융거래당사자의 양자간 비청산거래를 이용한 위험
헤지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거래당사자에 의한 그룹내 거래에 대한 면제조치 요구는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65) 그리고 EU 규칙초안은 거래가 아니라 거래자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

산의무의 대상이 아닌 예컨대 상업회사와 비금융거래당사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
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6)

(3) 비금융거래당사자
비금융거래당사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그 장외파생상품 포지션이 EC가 규정하는 청산

기준(clearing threshold)을 초과할 경우에만 청산의무화의 대상이 된다(Arts 7(2), 3(1)).
청산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외파생상품종류별 거래장사자의 순포지션과 익스포져의 시스템

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Art 7(3)). 그리고 이 기준을 정할 때 ‘당해 당사자의 상업활동

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비금융거래장사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OTC derivative contracts entered into by a non-financial counterparty that are
objectively

measurable

as

directly

linked

to

the

commercial

activity

of

that

counterparty)는 고려하지 않는다(Art 7(4)). ‘당해 당사자의 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

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비금융거래장사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라는 요건은

they are traded on a regulated market or an MTF, are cleared and settled through
recognised clearing houses or are subject to regular margin calls.
64) 따라서 청산집중의 대상이 어떤 금융기관인지가 아니라 어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EU 규칙초안은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대규모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이라도 청산집중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片山謙,
店頭デリバティブ淸算機關の利用義務づけ,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Focus,2011.2, 12면.
65)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2.
66)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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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헤지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용어로 받아들여지

고 있지만, 불명확하여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67) 그러나 미국의 도드프랑크법상 비금융업자에 대한 적용면제요건 보다는 완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견해가
있다.68)

규칙 초안은 2013.12.31.까지 비금융거래당사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시스템적 중요성

을 평가할 것을 EC에 요구하고 있다(Art 68(1)).

(4) 청산의무화 대상상품
금융거래당사자는 청산적격으로 결정되고 다른 금융거래당사자와 체결된 장외파생상품거

래를 CCP에서 청산할 의무가 있다(Art 3(1)). 청산적격상품을 결정할 때는 금융시스템에서

의 시스템위험의 감소, 계약의 유동성, 가격결정정보의 이용가능성, CCP가 당해 거래의 규
모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 CCP에 의한 고객보호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Art 4(3)). 어

떤 경우에도 CCP에 대하여 그 위험관리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의 청산을 강제할 수는 없
다.69)

청산적격

장외파생상품을

결정하는

절차는

상향식(bottom-up

approach)과

하향식

(top-down approach)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첫째, 일정한 종류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

산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CCP는 본국감독당국에 인가를 요청하고, 인가를 취득하면 ‘유럽
증권시장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에 그 결정을 통지한다.

ESMA는 6개월 이내에 당해 장외파생상품을 청산적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Art

4(1),(2)). 둘째, ESMA는 직권으로 청산의무화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적격장
외파생상품을 파악하여 EC에 통지할 수 있다(Art 4(5)).

다. 청산기관의 구성
(1) 진입규제
EU에서 설립되는 청산기관은 그 본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Art 10(1)). 규칙초안에서

는 청산기관을 은행(credit institutions)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은 거부하고 있다.70) 또한

규칙초안은 청산기관이 해당 통화에 대한 중앙은행 유동성에의 접근권 보유를 인가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대신에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또는 이들 양자로부터 적정한 유동성 접근권
한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Art 10(1)).71)

67) 예컨대 항공사가 항용기연료용 유류대금의 상승에 대비한 헤지거래를 하는 것은 명확하겠지만,
자금조달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스왑게약을 한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
이다. 더욱이 EU 규칙 초안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2.
68)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2.
69)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TC derivatives, central counterparties and trade repositories,
Brussels, 15.9.2010, COM(2010) 484 final 2010/0250 (COD), p6.
70)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4. 일부 EU
국가에서는 청산기관을 은행의 형태로 설립하고 있다.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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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관의 본국은 ESMA와 ‘관할감독당국단’(college of competent authorities)의 공동

의 긍정적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인가를 할 수 있다(Art 13(1)). ‘관할감독당국단’은 본국

감독당국, ESMA, 당해 청산기관의 손해배상기금에 가장 많은 출연을 한 3개국에서 설립된

청산회원의 관할감독당국으로 구성된다(Art 14(1)).

규칙초안은 또한 자본금요건(최소 5백만 유로의 규제자본)과 감독 및 감시 그리고 인가

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Art 12(1) 등).

(2) 조직규제
규칙초안은 청산기관이 소유자와 경영진, 청산회원과 간접적 참가자간의 잠재적인 이해상

충에 대응하기 위한 건실한 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Art 24(1)). 규칙초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한 1/3 적어도 2명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이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Art 25(2)),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이사회에 대한
직접 보고 통로의 확보 등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Art 26).

규칙초안은 또한 지배구조의 공시와 적정한 내부통제, 외부감사를 포함한 운영 및 관리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Art 24). EC는 이러한 구조적 절차적인 규제가 딕접적인 소유한도규제

보다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점
은 미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72) 대신 규칙 초안은 청산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적격주식보유(qualifying

holding)를

하고

있는

주주나

청산회원의

적격성

(suitability)을 심사하여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인가 자체를 거부한다(Art 28(2)). 여기서 적

격주식보유는 ‘자본이나 의결권의 10% 이상을 의미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주식의 직접적 또
는 간접적인 보유’를 말한다(Art 2(13)).73)

(3) 자산과 포지션의 분리 및 이동성
청산기관은 하나의 청산회원과 다른 청산회원의 자산과 포지션 및 청산기관 자신의 자산

과 포지션을 분리하여야 하고, 청산회원에 대하여 그 회원의 고객 자산과 포지션을 회원 자

신의 자산 및 포지션과 분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Art 37(1),(2)). 따라서 청산기관은 자

신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취득한 담보물을 분별관리하여야 한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선택한 분별관리의 정도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요구

에 따라 일방청산회원(A)의 동의 없이 사전에 약정된 기간내에 A의 자산과 포지션을 다른

청산회원(B)에게 이전할 수 있다(Art 37(3)). B는 사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전된 A의 자산과 포지션을 수취할 의무는 없다. 규칙초안은 이

러한 요건의 효력을 위하여 그 이행을 금지하는 회원국의 저촉하는 법률과 규칙 및 행정규

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Art 37(5)). 이 규정은 자산과 포지션의 이동성을 보장
71)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4.
72)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4.
73) 적격주식보유비율의 산정방식은 Articles 9 and 10 of Directive 2004/1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transparency
requirements in relation to information about issuers whose securities are admitted to
trading on a regulated market, OJ L 390, 31.12.2004,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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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예컨대 리만브라더스 파산에서와 같이 자신이 제공한 담보물이 이를 수취한 거래

당사자의 파산재단에 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래당사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한
다.74) 그 결과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청산기관에 대해서만 익스포져를 부담하
게 되는 것이다.

(4) 채무불이행과 담보
규칙초안은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시의 대응절차(default waterfall)를 규정하고 있다(Art

42). 먼저 특정 청산회원이 채무불이행하면 당해 회원이 제공한 증거금을 사용하고, 그것으

로 손해를 보전하기에 부족하면 당해 회원의 손해배상기금 출련금을 사용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규칙초안에서 5백만 유로 이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가자본금을 사

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비채무불이행 회원의 손해배상기금 출련금을 사용한다.

청산기관은 청산회원과 상호영업관계(interoperable arrangements)에 있는 청산기관에 대

한 신용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해 증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증거금은 청산기관이 관련 포

지션이 청산될 때까지 발생할 것으로 평가하는 잠재적인 익스포져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적정한 시간범위에서 최소한 99%의 익스포져변동을 보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Art 39(1)).

손해배상기금은 <최대 익스포져를 보유한 회원>이나 <제2 및 제3의 최대 익스포져를

보유한 회원들> 중 금액이 큰 회원 또는 회원들의 익스포져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
고 잇다(Art 40(2)).

라. 비차별적 청산업무의 수행
청산기관이 청산업무를 수행할 때는 거래체결장소를 불문하고 비차별적으로 청산업무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Art 5). 이는 청산기관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거래체결장소에
서 체결된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
지하려는 것이다. 규칙초안은 또한 청산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객

관적인 기준을 두도록 하여 청산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Art
35(1)). 다만 청산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목적의 청산회원의 재무적 요건 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산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하고 있다.

마. 외국청산기관과의 제휴 등
(1) 외국청산기관
규칙초안은 비EU국가에서 설립된 청산기관에 대하여 ESMA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

여 EU에서 설립된 당사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Art 23(1)). ESMA는
74)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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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C가 당해 제3국의 법률 및 감독체계가 이 규칙 초안의 요건에 상응한다고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할 것, 둘째, 당해 제3국 청산기관이 제3국에서 인가를 받았고 효과적인 감독

및 집행의 적용대상일 것, 셋째, ESMA가 제3국의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체
계를 수립하였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승인할 수 있다(Art 23(2)).

(2) 업무제휴체계
하나 이상의 청산기관이 동일한 거래장소를 위하여 청산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제휴관계를 규정하고 있다(Art 48(1)). 이는 EU 역내에서의 단일한 매매후거래체
계의 통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되고 있다.75)

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EU 규칙 초안은 청산의무화 대상인 장외파생상품을 청산의무의 적용대상인 금융거래당사

자나 비금융거래당사자가 청산기관에 의하여 청산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험감소장치를 갖

출 것을 요구한다(Art 8(1)). 주된 내용은 거래조건에 대한 적시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수

단과 포트폴리오 평가와 대사 그리고 분쟁의 조기발견과 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감사가능한

절차, 일일시가평가, 적절하게 구분관리되는 담보물의 교환, 적절한 비율의 자기자본보유76)

등이다.

사. 시행시기
규칙은 EU의 관보(Official Journal)에 공표(official publication)된 이후 20일 이내에 효

력을 발생한다(72조). 그러나 종래 각국의 인가를 받고 있던 청산기관은 새로운 인가 취득

을 위하여 2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규제기준이 갖추어
져야 시행될 수 있다.

4. 일본
가. 의의
종래 일본의 금융상품청산제도는 각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고 이행하는 매매체결기능의 일

부로 취급되어 왔으며, 독립적인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2002년부터이다. 과거 일본의 청산
기구에 대한 규제체계는 일반적인 증권·선물규제제도에 관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증권·선물규제는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단일시장원칙”(one
market approach)에 입각한 것으로서 증권 및 증권에 대한 파생상품거래는 구증권거래법
의, 증권 이외의 금융관련 기초자산에 대한 파생상품거래는 구금융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
고 있었다.

75)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September 2010, p7.
76) 이 요건은 자기자본규제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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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2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거래에 관한 청산기관제도(유가증권채무인수

업)을 도입하였다.77) 일본 구증권거래법 제2조 30항은 유가증권채무인수업을 “증권회사, 외
국증권회사, 등록금융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증권회사등”)를 상대방으로 하여 증권회사등

이 행하는 대상거래(유가증권의 매매등, 외국시장증권선물거래, 장외유가증권파생상품거래,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에 기한 채무의 인수를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은 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 등록금융기관 등 시장중개자로 한정

하고 있었고, 증권금융회사는 그에 준하는 자로서 포함되어 있었다. 청산기관은 시장중개자
이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채무인수도 당연히 할 수 있었다(증거 156의6(1)). 대상거래

는 청산기관이 그 거래에 관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등, 외국시장증권선물거래, 장외유가증권파생상품거래가 이에 포함된다. 또
한, 청산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래를 추가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거래”

를 대상거래로 추가하고 있었다. 청산기관제도는 다수인간의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를 일괄
하여 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상 채무를 특정인에게 일원
적으로 귀속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 방법으로 채무인수방식을 채택하였다.78)

일본은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과 동시에 금융선물거래법을 개정하여 금융선물거래에 관

한 청산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금융선물거래법 제2조 제14항은 금융선물채무인수업
을 “금융선물거래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선물거래업자가 행하는 대상거래(금융선물거

래 등, 장외금융선물거래,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에 따른 채무의 인수를 행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은 금융선물업자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청산기관은 금융선물업자 이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대상거래에 기한 채무인수도 당연히
할 수 있었다(금선 90조의6). 대상거래는 청산기관이 그 거래에 관한 채무를 인수할 수 있

는 대상이 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융선물거래등과 장외금융선물거래가 이에 포함된
다. 청산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래를 추가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거래”

를 대상거래로 추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산의 법적 구조로서 채무인수의 구조와 내용은
증권청산기관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2006년 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은 종래의 증권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을 통합하여 ‘금융

상품채무인수업’을 정의하고 있다.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은 “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금융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금융상품채무인수업대상업자」라 함)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상품채무

인수업대상업자가 행하는 대상거래(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파생상품거래(거래의 상황 및 우

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제외) 또는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거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함)에 따른 채무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상품거래법 2조 28항).79)

일본 금융청은 2009년9월 G20 피츠버그정상회담 이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

를 포함한 금융자본시장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해 왔다.80) 금융ㆍ자본시장의 제도정비에 관
77) 당시 일본의 청산제도에 대해서는 高橋康文/長崎幸太郞, “證券取引法における淸算機關制度”, 金融
財政事情硏究會, 2003.
78) 일본의 채무인수방식은 구선물거래법 및 현행 자본시장법상 우리나라의 증권 및 파생상품청산기
관이 채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79) 이하 일본에 관한 논의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금융상품거래법 조문을 말한다.
80) 金融廳, 金融・資本市場に係る制度整備についての骨子(案), 2009.12.17; 金融廳, 金融ㆍ資本市場
に係る制度整備について,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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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교환회를 2회81) 개최하여 골자를 확정82)한 후 201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하
였다. 정부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민간분야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필요성과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83) 그 후 금융상품청산제도는 장외파생상품

에 대한 청산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금융상품청산기관에 대한 자본금요건의 강화와 외국청산
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외국금융상품청산기관의 일본 국내 업무수행을 위한 개정을 하였
다. 특히 금융시스템상 위기의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국내청산기관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여 주요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최저자본금규제를 도입하였다.84)

나.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의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이란 내각총리대신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고 금융

상품채무인수업을 행하는 자를, 그리고 외국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이란 내각총리대신의 면허

를 받고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2조 28항).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은 “금융
상품거래업자, 등록금융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금융상품채무인수업대상업자“)를 상대방으

로 하여 금융상품채무인수업대상업자가 행하는 대상거래(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파생상품거
래(거래의 상황 및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
래를 제외) 또는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거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함)에 따른
채무를 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상품거래
법 2조 28항).

첫째,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인 “거래의 상황 및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장을 발

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시행령은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으
로서 외국에서 금융상품채무인수업과 동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

하여 당해 외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에서 금융상품거래법상 면허와 동종류의
면허 또는 이와 유사한 허가 그 밖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가 당해 업무로서 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래 중 당해 거래에 따른 채무

의 불이행에 의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서 금융청장관이 지정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조의18의2). 금융청의 설명자료에서는 “미국내의 기업에 관한
CDS에 관하여 미국이 미국내에서 청산집중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

다.85)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청산집중의무와 일본 이외의 국가의

규제에 따른 청산집중의무가 경합할 경우에는 일본의 규제를 양보할(해외의 규제를 우선하

게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86)

81) 金融・資本市場に係る制度整備に関する意見交換会(第一部), 2009.12.24.; 金融・資本市場に係る
制度整備に関する意見交換会(第二部), 2009.12.25.
82) 金融廳, 金融・資本市場に係る制度整備について, 2010.1.21.
83) 株式會社東京金融取引所, OTCデリバティブ取引のクリアリングに係る檢討會とりまとめ, 2009.4.15;
OTCデリバティブのポストトレード處理の整備に關する硏究會, 最終報告書, 2009.3.27.
84) 金融廳,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係る説明資料, 2010.3, 5면.
85) 金融廳,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係る説明資料, 2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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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대상거래인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파생상품거래...에 부수하

거나 관련되는 거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금융상품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조의 19).

1. 신용거래등(신용거래 또는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 또는 유가증권청산주선(신용

거래 또는 금융상품거래업자가 가지의 계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장내파생상품거

래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의 결제에 필요한 금전의 대차(증권금융회사에 의한 대출

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유가증권의 대차(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서 금융상품채무인

수업과 동종류의 업무를 하는 자가 당해 업무로서 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
하는 채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차중 당해 대차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우리나라 자
본시장에 대한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서 금융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용거래등

의 결제에 필요한 유가증권을 거래소금융상품시장 또는 점두매매유가증권시장의 결제기구를

이용하여 증권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대출할 때는 거래소금융상품시장 또는 점두매매유가증
권시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신용거래등에 관한 대출에 한한다)
3. 전 2호에 규정하는 거래에 관한 담보의 수수

4. 전 3호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파생상품거래(전조에 규정하는 거

래를 제외) 또는 전3호에 규정하는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하는 금융상품 또
는 금전의 수수

셋째, 외국청산기관과의 관계 정비를 위하여 청산에서 채무인수 개념을 실질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인수업의 정의에 종래의 채무인수 이외에 ‘경개 그 밖의 방법’을 추가하
고 있다. 외국 특히 영미법계국가의 청산기관이 CCP의 법적 구조로 경개에 상당하는 방식

(novation)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87)

다. 청산의무화 대상상품
일본은 2010.5.19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청산

기관 이용을 의무화하였다. 금융상품거래법은 대상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유형에 따라 청

산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은 다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자기 및 상대방의 채무를 각각 지정된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에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56조의 62).

첫째, 장외파생상품거래 그 밖의 거래 중 거래액 그 밖의 거래상황에 비추어 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일본의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특성

에 비추어 일본에서 청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거래는 금융상품거
래청산기관에서 청산하여야 한다(156조의 62 1호)(“국내청산의무화 대상상품”). 일본의 국

내청산기관에 청산집중하여야 할 상품을 정하고 있다.

둘째, 장외파생상품거래 그 밖의 거래 중 거래고 그 밖의 거래상황에 비추어 그 거래에

86) アンダーソンㆍ毛利ㆍ友常 法律事務所, 店頭デリバティブ取引に關する金融商品取引法等の改正法
案, 2010.4.8., 2면.
87) 자금청산기관에 대한 법적 구조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금결
제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는 의미도 있다(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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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일본의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내각부

령에서 정하는 거래(국내청산의무화 대상상품을 제외한다)는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88) 또는
외국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에서 청산하여야 한다(156조의 62 2호).

일본에서 거래규모가 다액이고 그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일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중 일본에서 청산할 필요가 있는 거래에 관하여는 국내청산기관에 청
산을 집중한다. 신용부도스왑에 대해서는 청산요건이 일본 기업의 파산요건과 밀접하게 관

련되므로 국내청산기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89) 일본에서 거래규모가 다액이고

그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일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는 국내청산기관, 국내청산기관과 외국청산기관의 제휴에 의한 방식, 외국청산기관

중 어느 하나에 청산을 집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식을 병행하게 된 것은 예컨대
금리스왑의 경우 50%이상이 이미 LCH Clearnet에서 청산되고 있고, 글로벌하게 영업하는

대규모 금융기관이 청산회원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LCH Clearnet의 청산서

비스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가 많았던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한다.90)

주된 대상상품과 관련하여 “일본금융기관의 거래규모가 크고, 국경을 넘는 거래관계가 폭넓

게 구축되어 있는 금리스왑거래와 이번 금융위기에서 결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문제된
CDS거래를 염두에 두고 청산집중에 관한 제도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여 주
로 금리스왑과 신용부도스왑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91)

아직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라. 청산의무화 대상거래자의 범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정의에서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청산참

가자를 ‘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금융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구성되는 ‘금융상품채무인수
업대상업자’로 한정하고 있다(금융상품거래법 2조 28항).

88) 당해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이 제휴금융상품채무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휴청산기관등을 포
함한다.
89) “다만 장외파생상품거래중 거래 자체의 청산요건이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의 파탄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국제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청산요건의 인정에 관한
실무관행을 준중하면서 우리나라 법제에 정통한 국내청산기관이 청산의 요부의 판단에 적절하게
관여함과 함께 당해 기관이 계약당사자로서 인정에 대하여 필요한 주장을 할 수 있게 할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관하여는 국내청산기관에 대한 청산집중이 요구된다.” 金融
廳, 金融・資本市場に係る制度整備について, 2010.1.21., 4면; 金融廳,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
改正する法律案に係る説明資料, 2010.3, 3면. 片山謙, 店頭デリバティブ淸算機關の利用義務づけ,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Focus,2011.2, 13면도 참조
90) 片山謙,
店頭デリバティブ淸算機關の利用義務づけ,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Focus,2011.2, 13면. “시장관계자로부터는 국내청산기관에만 청산집중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결제
리스크의 감축 필요상 우라니라 시장을 피하여 해외에서 거래를 하는 등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공동화(해외로의 유출)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많은 수가 국경을 넘어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실태를 감안하여 경제합리성과 거래의 성질
등에 비추어 외국에 설립된 청산기관을 포함한 청산의 구조에 관하여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金
融廳, 金融・資本市場に係る制度整備について, 2010.1.21., 4면.
91) 金融廳, 金融・資本市場に係る制度整備について, 201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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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산기관의 구성
(1) 진입규제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다(156조

의2). 다만 금융상품거래소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금융상품채무인수업등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156조의19 1항).

금융상품채무인수업 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그 신청이 다음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56조의4 1항).

1.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을 적정하고 확실하

게 수행하기 위해 충분할 것.

2.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에 족한 재산적 기초를 보유하고, 금융상품채

무인수업에 관한 수지의 전망이 양호할 것.

3. 그 인적 구성에 비추어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보유할 것.

4. 미결제채무 등의 결제에 충당할 담보의 적절한 징구, 당해결제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

한 신뢰성 높은 설비운용 기타 당해결제가 적정하고 확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구
조 및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을 것.

또한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자본금의 액은 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56조

의5의2). 금융상품거래법시행령에서는 최저자본금을 10억엔으로 정하고 있다(19조의4의2).

자본금을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에도 내각총리대신의 인가와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고와 같
은 규제가 신설되었다(156조의 12의 3). 다만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이 금융상품거래소일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상품거래소로서 별도의 자본금요건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외국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에 대해서는 국내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과 거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할 것(156조의20의3 1항 6호),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외국에서 금융상품채무인수업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개시한 후 3

년을 경과할 것(금융상품거래법시행령 19조의4의4, 19조의4의5), 외국에서 금융상품채무인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와 같은 종류의 면허 등을 취득하고 있을 것(156조의20

의4 1항 1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청장관

에게 제출할 것(188조,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등에 관한 내각부령 49조 1항)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92)

92) 외국청산기관에 대해서는 국내청산기관에 적용되는 자본금규제 및 주요주주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다. 대신 면허신청시에 신청자의 총부부의 의결권의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명칭, 소재지, 보유의결권수, 신청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친법인, 신청자가 의결
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있는 자법인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금융상품거래청산
기관등에 관한 내각부령 30조 1항 1호, 2호),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신고를 요한다(156조의
20의 11).

- 83 -

(2) 이해상충방지
５％를 초과하는 의결권 보유자가 되는 자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

과한다(156조의５의３).93)

그리고 20％ 이상의 의결권의 취득・보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내각총리대신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156조의５의５-156조의５의７).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주요주주에 대
한 보고징수・검사, 인가의 취소 그 밖의 감독상 조치를 정비하고 있다(156조의５의８
-156조의５의10).94)

93) 제156조의5의3(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 제출) ①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총주주 의결권의 100분
의5를 넘는 의결권(사채, 주식 등 대체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자에 대항할 수 없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 포함, 취득 또는 보유 형태 기타 사정을 감안
하여 내각부령에 정한 것을 제외. 이하 이 절에서 「대상의결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된 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당해 대상의결권 수를 당해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 총
주주 의결권의 수로 나눈 비율, 보유목적 그 밖에 당해 대상의결권에 관해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
항을 기재한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를 지체없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
에 규정된 경우에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각호에 정한 대상의결권은 이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금전의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상품거래
청산기관의 대상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당해 의결권 행사에 관해 지시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 경우 당해 대상의결권 2. 주식의 소유관계, 친족관계 그 밖에 정령에서 정한 특별관계
가 있는 자가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대상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특별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한 대상의결권. 제156조의5의4(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자에 대한 보고 징구 및 검사)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해야할 사항의
흠결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 제출자에 대해 참고할 수 있
는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직원에게 그 자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당해 대
상의결권보유신고서 기재에 관해 필요한 검사에 한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94) 제156조의5의5(주요주주에 관한 인가 등) ①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총주주 의결권의 100분의
20(그 재무 또는 영업 방침 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 추측되는 사실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절에서 「보유기준비율」이라 한다)이상의 수
의 대상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 총주주 의결권의
보유기준비율 이상의 수의 대상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 그 밖의 법인의 설립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보유하는 대
상의결권 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한 경우에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총
주주 의결권 보유기준비율 이상의 대상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③전항의 경우에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총주주 의결권 보유기준비율 이상의 대상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보유자」라 한다)는 특정보유자가 된 취지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특
정보유자는 특정보유자가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보유기준비율미만의 대
상의결권 보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정보유자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보유
기준비율 미만의 대상의결권 보유자가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
야 한다. ⑥제30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 단서의 인가에 대해 준용한다. 제156조의5의6
(주요주주에 관한 인가기준) ①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의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다음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인가신청자가 그
대상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훼손할 줄 우
려가 없을 것. 2. 인가신청자가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업무 공공성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질 것. 3. 인가신청자가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진 자일 것. ②제156조의4제2항(제1호를 제
외)의 규정은 전조 제1항 및 제4항 단서의 인가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2항중
「전항」이란 「제156조의5의6제1항」으로, 「제156조의17제1항 혹은 제2항」이란 「제156조
의17제1항 혹은 제2항, 제156조의20의14제1항 혹은 제2항」으로, 「제106조의28제1항」이란
「제106조의28제1항, 제155조의6, 제155조의10제1항」으로 하는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
서 정한다. 제156조의5의8(주요주주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 내각총리대신은 공익 또는 투
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주요주주(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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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차별적 업무 처리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은 특정한 청산참가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156조의9).

바. 외국청산기관과의 제휴 등
(1) 의의
종래 금융상품거래의 청산업무는 국내청산기관만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의 청산기관이 일

본에서 일본 금융기관을 상대로 청산업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금융기관의 경우에

도 거래관계가 국제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청산기관과의 제휴와 외국청

산기관의 국내업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국내청산기관과 외국청산기관의 제휴방식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는 국내와 외국의 사이에 첫째, 일본시장의 동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있고 적정하고 확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와 외국당국의
적절한 감독하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을 인가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외국청산기관
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 하에 국내청산기관과 동일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95)

(2) 외국청산기관과의 제휴
국내청산기관과 외국청산기관의 제휴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금융상품거래
품거래청산기관의 보유기준비율 이상의 대상의결권을 보유하는 자로서 제156조의5의5제1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동항 혹은 동조제4항 단서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업무 혹은 재산에 관해 참고가 되는 보고 혹은 자
료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직원에게 당해 주요주주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당해 금융상품거
래청산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필요한 검사에 한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6조의5의
9(주요주주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①내각총리대신은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주요주주가 법령
에 위반한 때 또는 주요주주의 행위가 당해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
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주요주주에 대해 제156조의5의5제1항 또는 제
4항 단서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56조의5의5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의 인가가 취소된 자는 당해 인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보유기준비율 미만의 대상의결권 보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내각총리대신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구분과 상관없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6조의5의10(주요주주에 관한 인가의 실효) ①제156조의5의5제1항의 인가
를 받은 자가 당해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보유기준비율 이상의 대상의결권 보유자가
되지 못한 때 또는 보유기준비율 이상의 대상의결권 보유자인 회사 그 밖의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한 때 당해 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당해 인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내
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주요주주가 보유기준비율 미만의 대상
의결권 보유자가 된 때는 제156조의5의5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의 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주요주주였던 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56조의5의11
(대상의결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6조의5의3제2항 규정은 제156조의5의5제1항부터 제5항
까지, 제156조의5의6제1항, 제156조의5의8, 제156조의5의9제2항 및 전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5의3제2항중 「보유한다」는 「취득하거나 보유한다」로,
동항제1호중 「가진다」는 「가지거나 가지게 될 때」로 한다.
95) 金融廳,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係る説明資料, 2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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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관이 제휴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다른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 외국금융상품거래청산기

관 또는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서 금융상품채무인수업과 동종의
업무를 하는 자)와 제휴금융상품채무인수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금융상품채무인

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56조의20의16). 둘째, 인

가심사기준으로서 인가신청을 하는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과 제휴청산기관등에서 미결제채무
등의 결제가 적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구조 및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인가신청절차 그 밖의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156조의20의17, 156조의20

의18). 셋째, 제휴금융상품채무인수업무의 정지명령, 인가의 취소 그 밖의 감독에 관한 규

정을 정비하고 있다(156조의20의22).

일본에서 청산기관간 제휴방식은 외국청산기관과의 제휴 이외에 모두 4가지 방식으로 구

성된다(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등에 관한 내각부령 38조).

<제1방식> 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자의 채무 및 당해 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자의 상

대방의 채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그 부담한 당해 청산참가자의 채무는 제3자에

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등에 관한 내각부령 38조 1호)
<그림4-1> 제1방식

<제2방식> 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자의 채무 및 당해 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자의 상

대방의 채무를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 부담하는 당해 청산참가자의 상대

방의 채무는 자신이 부담하는 행위(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등에 관한 내각부령

38조 2호)

<그림4-2> 제2방식

<제3방식> 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자의 채무를 자신이 부담한 후 그 부담하는 당해 청

산참가자의 채무를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당해 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

자의 상대방의 채무를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한 후 그 부담하게 한 당해 청산참

가자의 상대방의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는 행위(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등에 관한
내각부령 38조 3호)

<그림4-3> 제3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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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방식> 대상거래에 대한 채권채무의 청산을 위해 청산참가자와 청산참가자의 상대방

간에 발생한 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자의 채무를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당해 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자의 상대방의 채무는 자신이 부담하는 행위(금
융상품거래청산기관등에 관한 내각부령 38조 4호)
<그림4-4> 제4방식

이에 따라 외국의 청산기관은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청산업무를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LCH Clearnet는 위험관리상의 이유에서 제휴에

소극적이라고 한다.96)

(3) 외국청산기관제도
외국청산기관제도를 창설하였다. 첫째,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

에서 금융상품채무인수업과 동종의 업무를 하는 자는 면허를 받아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을 영
위할 수 있고, 면허심사기준으로서 미결제채무 등의 결제가 적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구조 및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면허신청절차 그 밖의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156조의20의２-156조의20의５). 둘째, 외국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업
무방법서,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그 밖의 외국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잇다(156조의20의６-156조의20의11). 셋째, 외국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에 관한 보고
징수, 검사,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면령, 면허의 취소 그 밖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다(156조의20의12-156조의20의15).

그러나 일본에서 국내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LCH Clearnet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므로 그 청산회원에게 청산중개를 위탁하는 것이 검토과제가 되어야 하고, 청

산집중의 대상을 확대하면 글로벌한 대규모금융기관에서 청산중개업무의 정비나 고객거래와

관련하여 경합관계에 있는 프론트부분과의 정보관리 등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논의의
전개를 기대한다는 견해가 있다.97)

자. 중앙은행의 의견청취
내각총리대신은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하기 이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일본은행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156조의20의23).
96) 片山謙,
店頭デリバティブ淸算機關の利用義務づけ,
Focus,2011.2, 13면.
97) 片山謙,
店頭デリバティブ淸算機關の利用義務づけ,
Focus,201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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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차. 시행시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한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에 의한 청산의무화에 관한 규정은 원

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9. 법률 제32호 1조).

<표 4-1> 일본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요건 비교
구분
면허.인가의
요부

업규제
요구되는
업무체제

업규제
요구되는
업무경험년수

업규제
최저자본금

업규제
주요주주

행위규제
금융청에
의한 감독

국내청산기관

외국청산기관

면허

면허

(법156조의2

)
미결제채무
등의 청산이
적정하고 확
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구조
및 체제가 충
분히 정비되
어 있을 것
(법156조의4
)
적용 없음
10억엔
(시행령
19조의4의2)
5%( 대상의결
권보유보고서
제출 )( 법 156
조의5의3)
2 0 %( 내 각총
리대신의 사
전인가
취
득 )( 법 156 조
의5의5)
보고징구, 검
사, 업무개선
명령, 업무정
지명령, 면허
취소 등
(법156조의
15-156 조의
17)

국내청산기관
인가

다른

제휴방식

국내청산기관

외국청산기관

제휴외국청산
기관

(법156조의2

(법156조의2

적용 없음

적용 없음

적용 없음

좌동
(법156조의2
0의4)

좌동
(법156조의2
0의18)

좌동

좌동

좌동

외국에서 3년
(시행령19조
의4의4)

추가요건
없음

적용 없음

외국에서 3년
(시행령19조
의4의5)

적용 없음

추가요건
없음

외국에서 3년
(시행령19조
의4의4)

적용 없음

적용 없음

적용 없음

적용 없음

추가요건
없음

적용 없음

적용 없음

적용 없음

보고징구, 검
사, 업무개선
명령, 업무정
지명령, 면허
취소 등
(법156조의
20 의12-156
조의20의1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
지명령, 변경
또는 금지명
령,
인가의
취소
등(법
156 조의20 의
22)

좌동

좌동

좌동

0의2)

0의16)

(자료) Clifford Chance, 金融商品取引法の改正-店頭デリバティブ取引に関する清算機関の利用義務付
けを中心に, 2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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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일본 금융상품거래청산기관의 규모 비교
JSCC*

설립
(청산업무개시)

2002.7.1
(2003.1.14)

임직원수
(2009년3월말)

45명

자본금

주주
(2009년3월말)
주요 청산대상
청산회원수

JGBCC**

JDCC***

2003.10.17
(2005.5.2)

2003.6.6
(2004.5.17)

26명

15명

17억엔

18억2,640만엔

6명
6개 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가 86.3%
보유)

34명
청산참가자

1명
증권보관대체기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거래소외거래 대상 주식등

33사

59사

- 국내 증권거래소 주식
등 현물거래
- 동증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
163사

* Japan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 Japan Government Bond Clearing Corporation

*** JASDEC DVP Clear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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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천만엔

V. 국내법상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의 도입방안98)
1. 장외파생상품 청산의 정의와 법적 구조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산의 정의는 장내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입법기술적으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기능만을 별도로 정의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 등 주

요 국가와 지역에서는 이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청산기능을 일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둘
째, 국내에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청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증

권과 장내외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산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청산의 법적 구조에 대해서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면책적 채무인수 방

식을 넘어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청산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청산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외국청산기관의 국내청산업무영위를 위한 규제체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99)

2. 청산의무화 대상상품
표준화와 유동성이 청산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법률에서

규제상 의미 있는 표준화와 유동성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따라

서 법률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을 청산대상상품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이하의 하
위규정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은 선도와 옵션 그리고 스왑이라는 기본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기초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될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100)

98) 이하 논의는 정순섭/엄경식,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선방안, 2010, 92-115면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99) 영미법계 국가의 청산기관이 이용하는 청산의 법적 구조는 주로 노베이션(novation)이다. 청산의
법적 구조로서 경개를 포함한 것은 영미법상 노베이션에 가장 유사한 우리 법상 개념이 경개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양 개념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00) 현행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정의에 대해서는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2판, 2010,
53-57면.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적용범위의 포괄
성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는 원본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원본 개념을 요소로 하고 있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
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
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
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3조 1항).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투
자성의 판단에서도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과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을 비교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점에 반드시 ‘원본’ 즉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지
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2판, 두성사, 2010, 28
면.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가 원본 개념을 요소로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둘째,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정의는 선도, 옵션 그리고 스왑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복

- 90 -

세부적인 요건은 결국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업무를 담당할 청산기관에서 확정하여 감

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EU 및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청산의무화 대상상품의 선정절차는 청산기관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격
성 심사신청과 금융감독당국의 선정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직권에 의한 선정으로 이원적인
절차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이외에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환매조건부
증권매매거래와 증권대차거래 등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청산의무화 대상거래당사자의 범위
청산의무화 대상 거래당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첫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

대상을 금융투자업자 간의 거래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둘째, 미국법상 주요스왑참가자 또

는 주요증권기초스왑참가자와 같은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셋째,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청산회원 참여를 허용 것인지 여부의 세 가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 대상을 금융투자업자 간의 거래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청산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1차적인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자간의 거래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업자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장외파생상품매매를 담당하는 은행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법상 주요스왑참가자 또는 주요증권기초스왑참가자와 같은 개념을 인정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법과국내법상 장외파생상품규제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법

상 장외파생상품딜러, 주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딜러, 증권기초주요장

외파생상품참가자 등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개 등을 독립적인
금융업의 인가단위로 하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미

국법상 장외파생상품딜러, 주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 증권기초장외파생상품딜러, 증권기초주

요장외파생상품참가자 등은 상업적 최종이용자로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서 인가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이유에서 자

본시장법상으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적어도 일방당사자는 금융
투자업자여야 하므로 금융투자업자만을 장외파생상품청산의 의무화대상으로 규정하여도 입

합된 복합상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심인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상 장외파생상품 개념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08, 291면. 자본시장법이
장외파생상품의 정의에서 선도, 옵션 그리고 스왑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5조 1항 각
호). 그러나 그 정의는 모두 기초자산 정의에 기초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는 증권
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므로(4조 10항 1호) 다른 파생상품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복합파생상품도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정의에 포함된다. 셋째,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외파생상품은 계약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추가지급의무
가 없으므로 추가지급의무를 요소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정의는 이러한 상품을 포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홍기,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 규제의 내용과 제도적 과제”, 증권법
연구 제9권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108면. 그러나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도 그 인도되는 기초자산의 가치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현
물 자체가 인도되기 때문에 차금수수에 의한 결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가치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울 뿐이다. 결제방법의 차이가 금융상품이나 거래의 법적 성질을 좌우할 수는 없다. 장외파
생상품은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든 차금수수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든 불문하고 이
론상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정의에 포함된다. 김건식/정순섭, 자본시
장법 제2판, 두성사, 2010, 5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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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향후 대규모로 장외파생상품을 거

래하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를 상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상업적 최종이용자로서 면제요

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외파생상품 청산의 의무화대상으로 규정할 입법목적상 필
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라도 투기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대규모

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거래량이 많은 헤지펀드

나 대규모기업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산의무의 면제기준이 문제된다. 미국은 자산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청산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EU 규칙초안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 일본도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유로 만일
일본이 미국이나 EU 보다 먼저 기준을 발표하고 미국과 EU가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할 경우

글로벌한 금융기관이 유리한 규제가 도입된 시장으로 업무를 이동하는 이른바 규제쇼핑이

발생할 가능성을 드는 견해가 있다.101)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
업자에는 그러한 면제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셋째,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청산회원 참여를 허용 것인지 여부는 국내금융투자업자나 국내

기업이 외국금융투자업자나 외국기업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금융투자상품청산기관의
청산대상상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각국의 금융규제법과 도산법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청산기관간의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해
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장외파생상품청산기관의 구성
가. 진입규제
(1) 진입절차: 입법주의
청산기관에 대한 입법주의에는 사업법주의와 설립법주의가 있을 수 있다. 사업법주의는

청산을 규제대상업무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진입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청산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추가적인 청산기능의 등장가능성을 보장하지만, 인허가 등

의 추가적인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청산업무의 수행주체와 관련한 논쟁을 입법 이후단계까
지 지속시키는 단점이 있다. 설립법주의는 청산업무를 수행할 주체를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
는 방식이다. 인허가 등의 추가적인 행정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고 청산업무의 수행주체와 관

련한 논쟁을 입법단계까지 종결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적인 청산기능의 등장가능성을
봉쇄하여 법률상 독점에 따른 논쟁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법주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산의 자

연독점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제기될 수 있는 법률상 독점에 따른 논란의 발생가능성을 사전

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내자본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청산기능의
등장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청산기능의 등

장가능성을 법률로써 사전봉쇄하는 것은 입법정책상 적절하지 않다. 셋째, 인허가 등의 추
101) 片山謙,
店頭デリバティブ淸算機關の利用義務づけ,
Focus,2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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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청산업무의 수행주체와 관련한 논쟁을 입법 이후단계까지 지

속시키는 단점은 청산기관의 진입절차를 엄격하게 구성하고 진입요건과 겸업범위에 대한 규
제를 통하여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102)

(2) 진입요건
금융투자상품청산기관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거래소와 증권금융회사

등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진입요건을 원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본
금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자본시장에서의 장외파생상품거래규모, 장외파생상품청산기구의 인
적ㆍ물적 설비의 도입, 설립과 운영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금
등에 대하여 경쟁이 가능한 진입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나. 소유구조
청산기관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이용자 중심구조와 인프라제공자 중심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대규모 장외파생상품거래자에 의한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
절한 소유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EU와 같이 소유한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미국과 같이 직접적으로 지분 및 의결권 소유한도를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직접 소유한도를 두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자에 대
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다. 지배구조와 이해상충방지
장외파생상품청산기관의 법적 형태는 지배구조의 엄격성, 설립과 운영의 편의성 등을 고

려할 때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이 집중되

는 청산기관이 위험관리를 이해상충 없이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배구
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청산기관의 이해상충문제는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

다. 5% 이상 대규모 의결권의 보유보고, 주요주주에 대한 사전심사 이외에 독립적인 사외
이사의 구성 비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구조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라.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청산기관의 업무범위는 금융투자상품청산업무와 그에 대한 부수업무로서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로 한정하는 것이 자본시장 위험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선진적
인 자본시장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2) 구체적으로 누구를 청산업무의 수행주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생각
되어 논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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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업무와 매매체결업무103) 및 결제업무104)와의 관계이다.

마. 업무방법
청산기능의 공공적 성질과 자연독점적 경향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청산기관은 특정한

청산회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청산기관의 청산회원을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겸영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할 것

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규

모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청산회원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청산기관의 청산회원을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 금융
투자업자 이외의 최종이용자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자 이외의 일반기업으로 청산의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커지 않으므로 청산회원자격을 이들
에게 확대할 필요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일반기업을 포함한 비청산회원의 청산수요는 필요한 경우 청산회원

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청산중개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청산중
개업을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업무인가단위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103) 호주에서는 매매체결기능과 청산기능의 겸영을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청산기관
의 운영자로서의 청산결제설비(CS facility) 인가를 받은 자는 (청산기구의 운영을 주된 영업으
로 하는) 법인으로서, CCP의 운영자로서의 기능에 기인하는 위험과 무관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
시킬 수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inancial Stability
Standard for Central Counterparties (February 2009), 1. legal Framework. 이에 대한 지침에
서는 “CCP의 운영자로서의 기능에 기인하는 위험과 무관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관
계법인”에는 관계증권결제기구, 금융시장, 혹은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Financial Stability Standard for Central Counterparties: Guidance (February
2009), 1. legal Framework Measure 1(a) of the Standard. 호주법상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
상 거래소를 포함한다.
104) 호주에서는 결제기능과 청산기능의 겸영을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융안정성기
준에서는 청산기관의 운영자로서의 청산결제설비(CS facility) 인가를 받은 자는 (청산기구의 운
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산기관의 운영자로서의 기능에 기인하는 위험과 무관
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serve Bank of Australia, Financial Stability Standard for Securities Settlement Facilities
(February 2009), 1. Legal Framework.
― 이에 대한 지침에서는 “청산기관의 운영자로서
의 기능에 기인하는 위험과 무관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관계법인”에는 관계증권결
제기구, 금융시장, 혹은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Reserve
Bank of Australia, Financial Stability Standard for Central Counterparties: Guidance (May
2003), 1. legal Framework Measure 1(a) of the Standard. 금융안정성기준에서는 증권결제
기구의 운영자로서 청산결제설비(CS facility) 인가를 받은 자는 (증권결제기구의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증권결제기구의 운영자로서의 기능에 기인하는 위험과 무관한 위험
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serve
Bank of Australia, Financial Stability Standard for Securities Settlement Facilities (February
2009), 1. Legal Framework 그리고 이에 대한 지침에서는 “증권결제기구의 운영자로서의 기능
에 기인하는 위험과 무관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관계법인”에는 관계CCP, 금융시장,
혹은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Reserve Bank of Australia,
Financial Stability Standard for Securities Settlement Facilities: Guidance (February 2009),
1. Legal Framework. Measure 1(a) of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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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험관리
증거금제도의 확립 및 충분한 공동기금 설정 등 적절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

제이행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도산법상 청산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자본시장법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기관을 정의하면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적 확실성 확보장치(126조, 336조)가 자동으로 적용되

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기관에 대해서도 도산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
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

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
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회생절차상 청산결제
제도의 효력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근거를 신

설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도산특례규정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자동적으

로 적용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6조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제120조를
준용하고 있다.105)

사. 국제적 협력
국내금융투자업자나 국내기업이 외국금융투자업자나 외국기업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

를 금융투자상품청산기관의 청산대상상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각국의 금융

규제법과 도산법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청산기관간의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취급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취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요건과 증거금요건을 추가하는 것 이외

에 미국과 같이 해당 거래당사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105) 도산법상 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에 대해서는, 박준/홍선경/김장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해석,”「BFL」 제22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 3) 62-81면; 오수근,
“도산절차와 결제제도-신도산법 제120조 해석론”, 증권예탁 제62호, 한국예탁결제원, 2007,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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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불과한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신용위험의 감축을 통한 시스
템위험의 감소, 자기자본요건과 증거금요건의 강화에 따른 비용관리, 신용위험관리방식의

개선,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국내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의 유지 등 5 가지 이
유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국내청산기관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해상충 가능성의 방지를 위한 소유 및 지배구조의 구축과 과도한 위

험의 축적을 통한 매매체결 및 결제와 같은 핵심 자본시장 인프라의 기능 훼손 방지를 고려
한 조직설계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청산기관의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경쟁을 통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진입절차와 요건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
내금융회사의 글로벌한 장외파생상품거래현황을 고려하여 외국청산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청
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외국청산기관의 국내영업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청산의무화 대상거래당사자가 아닌 일반사업회사 등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을

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청산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청산중개업무가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의 업무인가단위로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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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한 참가자가 결제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하
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참가자로부터의 수취를 전제로 다음 결제
를 이행하고자 하는 다른 참가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결제불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그 결과 당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에 혼란이 발생하고, 이러한
혼란은 당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 이외의 주체 및 다른 지
급결제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
― 또한 전산장애나 업무처리상 실수에 의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
영 그 자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혼란이나 영향
이 발생할 가능성
□ 이와 같은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을 확보하는 것0은 최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물가
안정과 함께 중요한 책무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긴요한 과제임
―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자금의
지급 및 수취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은 통화에 대한 신인 유지
및 유동성 조절의 적절한 수행에 불가결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서 금
융시장 인프라(FMI :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의 정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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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계약

체결 및 청산․결제가 주로 양자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정보

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는 점이 크게 부각
□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200

1～2004년 사이에 제정된 지급결제 관련 3대 국제기준*을 정비하여
새로운 국제기준(「FMI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
* 지급결제 관련 3대 국제기준
-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CPSS, 2001)
-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CPSS/IOSCO, 2001)
-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CPSS/IOSCO, 2004)

― 새로운 국제기준은 금년 3월초 BIS 총재회의에서 최종안이 승인
되었으며

현재

시장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중인데 2012년초 최종 확정되어 2012년말 시

행될 예정
□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시장에서의 지급결제제
도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BIS CPSS 등
이 중점을 두고 있는 지급결제제도의 과제(post-crisis issues)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함
― 이와 함께 새로운 국제기준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 지급결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한은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104 -

Ⅱ.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 시스템리스크 )
□ 시스템리스크는 전산장애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혼란, 유
동성 부족 또는 지급불능 등 재무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금융시장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이 여타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는 리스크를 말함
―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시장에 심각한 유동성 또는 신용문제를 초
래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인
프라 및 통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급결제제도와 시스템리스크 )
□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참가자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고 있
어 금융위기가 파급되는 핵심경로로 작용할 가능성
― 네트워크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급결제제도는 리스크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확대, 이전, 집중 또는 변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
을 보유
― 금융기관간 자금대차가 이루어지는 자금시장(money market)에서
참가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 익스포저 규모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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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익스포저가 클수록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이 다른 참
가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스템리스크가 초래될 가능성은 소액결제시스템보다 거액결제
시스템이,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보다 차액결제시스템이
더 큰 것으로 평가
o 익스포저 총액은 거래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거액
결제시스템이 소액결제시스템보다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잠
재적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o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은 이체지시를 받을 때마다 건별로 실
시간으로 총액결제를 처리하므로 특정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래상대방에 한정되어 나타남

o 반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체지시를 일
정 시각까지 유보해 두고 특정 시점에서의 총수취액과 총지급
액의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특정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
□ 한편 참가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기술장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혼란은 여타 참가기관의 유동성 포지션
및 자금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은행은 다수의 참가기관 및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포지
션을 갖고 있어 전염위험이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 스트레스시에
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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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결제시스템도 장애 발생시 금융시장의 혼란 및 불안정을 야
기할 가능성이 잠재
o 증권의 시장유동성*(market liquidity)은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
및 신뢰도에 대한 확신에 상당히 의존
* 시장참가자가 증권을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야기하지 않고 시장에서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

o 이에 따라 증권거래의 결제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
면 시장참가자들은 거래를 주저하게 되어 증권 발행자에게는
비용 증가, 투자자에게는 수익 감소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자
본형성을 저해

( 결제리스크의 파급 메커니즘 )
□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및 예금의 수입이

나 대출․유가증권 운용 등의 결과 발생하는 자금과부족을 콜시
장 등 자금시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

―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는 결제완결성을 갖는 중앙은행 당좌예
금을 이용하여 결제
□ 개별 금융기관은 자금유동성*(funding liquidity)이 부족하게 되면
지급능력(solvency)에 문제가 없더라도 파산할 수 있음
* 시장참가자가 지급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예금을 충분히 가지
고 있는가라는 의미에서의 유동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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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충격에 의해 일상적
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경영파산에 직면
□ 금융기관의 자금유동성 수준은 보유 현금이나 외부로부터의 조달,
나아가 매각 가능한 보유 자산의 규모에 의해 결정
― 금융기관이 보유 현금이나 외부로부터의 조달에 의해 자금유동
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유 자산의 매각에 의
해 대응
o 보유 자산의 시장유동성이 낮을수록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
(fire sale)할 수밖에 없으며,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

매각을 여타 금융기관이 동시에 하게 되면 당해 자산의 가격
은 더욱 더 하락
o 그 결과 당해 자산을 담보로 차입이나 repo 거래를 한 금융기관
은 납입담보가치의 하락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금을 납입해야 함
o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복되면 자금유동성 압박이 커져서 더욱
더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유동성이 저하되는 악
순환이 발생할 가능성
□ 금융기관 파산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자산매각(디레버리징)을 확대하게 되
고 자산가격의 급변동이 발생
―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
채무불이행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상대방을 선별하거나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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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이 연쇄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 참고1 >
결제리스크의 파급 메커니즘
자금유동성 부족

금융기관 파산

채무불이행
리스크 현재화

시장유동성 저하

자금 결제불이행 연쇄 발생
증권 결제실패 ․ 불이행 연쇄 발생

가격변동성 증대

( 중앙은행의 역할 )
□ 중앙은행은 통상 금융기관간 자금이체시스템인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oversight) 활동을 하고 있음
□ 금융위기시에는 중앙은행은 대출 등 신용공여 또는 공개시장조작
을 통해 자금유동성 규모를 조절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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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불안으로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높은 경우 자
금시장에서의 유동성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원활화를 도모
―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적격성을 부여한 금융자산을 담보
로 징구하거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선정

o 상대적으로 시장유동성이 낮은 금융자산을 적격담보 또는 대
상증권으로 하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시장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시장에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자금유동성의 완충
(buffer)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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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시 지급결제제도 운영상황
□ 2008.9.15일 리먼파산에 따른 미국의 시장 혼란은 순식간에 전세
계로 전파되어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동요
―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를
의식한 움직임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기일물
을 중심으로 시장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고갈되고 Libor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긴장감이 현저하게 높아졌음
□ 기업의 자금조달환경도 리먼파산 후 미국과 유럽기업의 기업실적
이 대폭 악화된 가운데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움직임이 확산
되고 향후 채무지급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속히 높아졌음
o 회사채 스프레드는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도 급속히 확대되
어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은 크게 저하

( 단기금융시장 )
□ 미국에서는 3자간 repo(Triparty repo) 시장이 리먼사태 이후 크게
위축(2008년초 2.8조달러 → 2010년 1/4분기말 1.7조달러)

― 3자간 repo 거래란 clearing bank가 자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투

자은행 및 기관투자자 등의 자금․증권상황을 살펴보고 이들 고

객간의 중개를 행하는 repo거래를 말함
o 투자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기관투자자로부터 신탁업무를 위탁받

은 은행을 포함)이 소수 clearing bank에 보유증권의 보관․이

체를 위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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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
됨에 따라 clearing bank 및 기관투자자는 투자은행에 대한 일중
신용공여 및 repo거래를 크게 억제
o 그 결과 투자은행은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증권매
도 증가로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
o 이러한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인정비율(haircut) 및 증거
금 증가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우려가 증대하고 repo 거래는
다시 위축됨
□ repo 거래의 전반적인 감소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
― 거래상대방 결제불이행시의 담보처분에 관한 법적․운영상 우려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대한 의심이 더욱 증가, 그 결
과 자금공급자들은 보다 단기의 repo거래 만기와 정부증권과 같
은 더 우량한 담보를 요구
― 시장참가자들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증
가로 자금대출 기피성향 확산
― 일부 시장에서는 헤어컷 및 증거금의 증가에 의해서 거래가 더
욱 위축
□ 그러나 거래상대방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앙거래당사자
(CCP)에 의해 청산이 이루어지는 repo 시장에서는 자금공급자의

시장이탈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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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리스크가 CCP 청산에 의해 감소된다는 점에서 CCP
는 거래상대방리스크의 우려가 높아지는 위기시에 repo시장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음
― CCP에 의해 청산되는 repo시장에서는 담보처분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음
o CCP는 자금차입자의 결제불이행시 담보를 처분하는 사실상의
전담 담보처분기구의 역할을 수행
― 시장위기 상황에서는 우량 담보를 선호하게 되는데 repo 청산결
제제도에서 증권시장과 연계 네트워크를 지닌 시장 인프라제공
기관*은 국외담보의 집중 및 유연한 인도를 허용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우량 담보의 양을 증가시킴
* Clearstream Banking Luxembourg, Euroclear Bank, SIX SIS 등

o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은행간 repo거래에서 인도된 외국통
화표시 담보의 비중이 담보의 질은 불변인 채로 위기 이전 약
50%에서 2009년 12월에는 85%까지 증가

( 증권시장 )
□ 리먼파산으로 리먼이 체결한 증권거래의 결제실패*(fail)로 연쇄적
인 증권미결제가 발생
* 증권 결제일에 증권의 양수도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채무
불이행(default)은 아니나 연쇄 누적되는 경우 시장혼란을 초래

― 리먼의 파산 보호신청시 미결제 증권규모는 미국 5,287억달러,
EU 1,600만유로, 일본 수천억엔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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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파산시 미결제 증권규모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5,287억달러

1,600만유로

수천억엔이상

82억원

주 : 1) 주택저당증권(MBS) 3,290억달러, 국채 1,900억달러, 주식회사채
․
등 58.5억달러 등
2) 증권 미결제금액
3) 주식 미결제금액
4) 9.16~17일자 주식 미결제금액
자료 : 미국증권예탁청산기구(DTCC), 일본은행, 한국거래소

□ 리먼이 다른 시장참가자와 행한 증권거래에는 거래상대방과 상대
결제하는 것과 청산기관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있음
― 상대결제 거래는 리먼파산 후 리먼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약정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및 일괄청산*을 실시(포지션 해소)
*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에
․
대해 해당시점에서 정산하고 차액을 수수

o 또한 거래상대방은 이와 병행하여 리먼으로부터 수취 및 인도
받지 못한 자금 및 증권을 스스로 조달(포지션 재구축)
― 청산기관을 통한 거래는 청산기관*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
는 대로 리먼에 대해 일괄 청산 등을 실시
* 미국 :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의 각 시장별 자회사
유럽 : EuroCCP (영국에 기반을 둔 DTCC 자회사로 전 유럽에 증권 청
산․결제서비스를 제공)

영국 : CREST (증권청산․결제기구)
일본 : JGBCC (일본국채청산기관), JSCC(일본증권결제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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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청산기관은 이와 병행하여 리먼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차입한도 및 시장거래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참가자에 대한 자금지급에 충당
o 더욱이 리먼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증권에 대해서는 청산기
관이 스스로 시장 등에서 조달하여 다른 참가자에 대한 증권
인도에 충당
⇒ 리먼파산 직후 국채 및 증권결제 실패가 광범위하게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청산기관은 자금 및 증권을 조달하여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 기일이 소요됨에 따라 금융시장 혼란이 지속

( 외환시장 )
□ 리먼사태 직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미달러 자금시장의 유
동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에 유럽 등 미국 이외의 금융기관은
미달러의 조달을 외환스왑시장에서 자국통화와 미달러의 교환에
의존
□ 외환동시결제를 실시하는 CLS(Continuously Linked Settlement)는
주요 통화간의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cross-border 결제시스
템으로 PVP 결제기능을 보유
― 현재 전세계 외환거래의 약 60%가 CLS를 통해 결제되고 있으며
평상시 CLS 결제규모는 1영업일 3~4조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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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S에서는 리먼파산 직후 동사와의 거래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지
시 취소 조치가 취해지고 9.17일에는 CLS 처리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CLS는 이러한 환경하에서도 안정적인 처리를
계속했음
― 만일 CLS에 의한 PVP 결제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 금융기관들의 신
용이 크게 흔들리므로 외환시장에서의 미달러 조달은 보다 곤란
해졌을 가능성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LS에 의한 PVP 결제의 제공은 국제적
인 금융충격의 증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CLS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직접참가자를 경유하여 대단히 많은 간
접참가자가 결제를 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직접참가자가 큰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
스크를 안게 됨
― 금융위기시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계층적 참가제도의 구조상 문제가 인식되었으며
취급대상 통화의 확대 등이 향후과제임

( 장외파생상품시장 )
□ 금융위기 이전부터 장외파생상품시장은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
구하고 규제를 별로 받지 않은 데다 인프라도 미비되어 업무처리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상당 정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거래량
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면서 업무처리가 지연(back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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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청산 및 결제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데
다 주로 쌍방계약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 최근 수년간 장외파생상품, 특히 신용파생상품의 인프라를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의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금융위기로 규제
강화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더욱 부각
― CDS(Credit default swap)시장은 신용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다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에 특별히 주목을 받음
o 2008.3월 Bear Stearns의 파산우려로 CDS시장 문제가 크게 부
각되었으며 2008.9월 미국정부의 Fannie Mae 및 Freddie Mac
인수와 리먼파산으로 CDS시장에 대한 우려(대규모 충당금 적립
및 결제불확실성 등)가 더욱 확대

―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업무처리

자동화

및

표준화,

일괄청산

(close-out)* 및 보증**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위험 관리 강화 등

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
*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거래 일방이 파산한 경우 양 기관의 거래금
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자간 차액을 정산, 거래를 종결
** 차액금액의 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담보 납입

□ CDS 시장에서는 시장참가자 및 감독당국이 시장의 전체상을 충
분히 파악할 수 없어 충격의 폭과 파급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크게 우려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기관(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 설립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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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제도의 과제
◇ 리먼사태 직후 많은 국가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볼 때 원활하
게 운영되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완전한 작동으로 금융충
격이 확산되는 사태는 방지되었음
◇ BIS CPSS 등은 향후 더욱 심각한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FMI의
위기대응능력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안정을 위한 지
급결제제도의 주요과제를 논의중
― 주요과제(post-crisis issues)로 repo 청산결제제도 개선, 장외파
생상품의 CCP 이용 확대, CCP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
원, 국외담보수용제도 확대 등이 제기되고 있음

1. repo 청산결제제도 개선
□ repo 청산･결제기관 업무의 투명성 확보
― 시장참가자들이 repo거래에 수반되는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정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repo 청산･결제기관은 자신의 역할,

책임, 업무관행 및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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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 거래에 대한 CCP 도입 또는 이용 확대
― 금융위기시에는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증대로 금
융기관들이 repo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CCP의 도입
또는 이용확대를 고려할 필요
― repo 거래에 수반되는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청산･결제기
관이 담보에 관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처분 능력을 보유할 필요
o 아울러 청산･결제기관은 참가기관이 예치한 담보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및 방법을 확보할 필요

□ CCP를 포함한 repo 청산･결제기관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절차를 설계할 필요
* 예를 들어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haircut을 유동성위기시 급격히 높일 경우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위축
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 증거금 및 haircut 설정에 이용되는 모형 및 변수를 공개하 거
나, 증거금 및 haircut을 경기순환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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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외파생상품의 CCP 이용 확대
□ BIS CPSS는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는 CCP
를 통해 청산토록 의무화
― 각국 관계당국이 CCP 이용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
련하고 동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
o CCP를 통하여 청산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
관에 보다 높은 자기자본 요건을 부과
―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을 담당하는 CCP에 대해서는 강
력하고 일관된 감시, 감독 및 규제를 통해 관련 국제기준을 충족
토록 의무화
□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는 전자적 방식(electronic trade platform)을
이용한 거래뿐만 아니라 CCP를 통한 다자간청산 및 결제를 위
한 필수요건인 점을 고려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표준화된 상품 이용 확대,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표준화 장려 등을 권고
□ 표준화가 완료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가급적 거래소 또는 전자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장참가자가 모든 거래
정보를 TR에 정확하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동 정보 접근권한을
모든 관계당국에 부여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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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P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 금융시장 거래규모 확대, CCP를 통한 청산･결제 서비스 수요급증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있어 CCP의 역할은 확대된 반면, 전통
적 모델은 단점을 노출함에 따라 CCP에 대한 중앙은행 유동성 직접
지원 관련 논의가 CPSS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
― CCP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관련하여 전통적 모델
(classcial model)에서는 은행 형태의 CCP에 대해서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신용을 제공*
*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은행을 대상으로만 신용을 공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은 지급준비금 적립 등 규제와 관계당국에 의한 감독부담을
수용

o 비은행 CCP는 중앙은행 대신 상업은행 자금 또는 자체보유
자산의 유동화 등으로 긴급자금을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는 중앙은행 자금을 상
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 받음
― 글로벌 금융위기시 주요 CCP들은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나 전통
적 모델 하에서는 금융시장 전반에 극심한 금융스트레스가 발생
할 경우 CCP가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o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사정 악화로 CCP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상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거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
려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o 동 상황 하에서는 CCP가 보유한 자산의 신속한 유동화도 불
가능하거나 상당한 손실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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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S는 “FMI에 대한 중앙은행서비스 제공”을 논의하기 위한
Working Group(WG)을 구성하고 금융위기시 CCP에 대한 중앙은행
유동성 직접공급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중
― WG는 2010.12월 ｢FMI에 대한 중앙은행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국 중앙은행에 CCP를 포함한 FMI의 유동성 관리 강
화를 요청하는 한편 FMI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
강화 필요성을 지적
― 2011.3월에는 BIS ECC 총재회의의 요청에 따라 CPSS, CGFS 및
MC가 공동 워크숍을 개최
o 동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비상시 상업은행을 통한 간접지원
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앙은행의 긴급여신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
o 다만 국별로는 다만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CCP에게 standing
facility를 제공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 일본은 비상시 긴급신
용 제공만 허용하자는 식으로 입장차를 보임
o 한편 영국은 CCP의 거래대상인 주식, 파생상품 등이 적격담보
로 부적절하고, CCP가 유동성 뿐 아니라 신용리스크에도 노출
될 수 있으며, CCP가 영리기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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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담보수용제도 확대
□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건실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간에 시행되고 있는 국외담보수용제도(CBCA;
Cross Border Collateral Arrangement)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 국외담보수용제도(CBCA)란 중앙은행이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해외통화 또는 해외통화표
시 증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결제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제도
― 동 제도는 담보수용 방식에 따라 상시 수용(routine basis)과 한시
수용(emergency-only basis) 방식으로 구분
o 상시 수용방식은 역내 금융통합이 크게 진전되고 글로벌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활발한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담보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
o 한시 수용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활한 외화유동성 조달수단으로 도입
― CBCA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중앙은행간 거래대행방식인
CCBM(Correspondent Central Banking Model)*이 가장 널리 사용
* < 참고 2 > CCBM 참조

□ 글로벌 금융통합 진전으로 금융기관들의 국외 영업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담보수용은 금융기관들의 과다한 담보자
산 보유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제도 안정에
기여
- 123 -

―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국외담보수용은 시차로 인한
운용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
― 또한

신흥시장국의

경우

CBCA를

유용한

결제유동성

(intraday/overnight facility) 조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과 국외담보수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국 금융시장의 대
외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

□ 다만 국외담보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 및 법률리스크를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리스크관리 부담이 증대
― 외국의 중앙은행, 증권 보관기관 및 중앙예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동 제도의 속성상 시스템 연계문제 등으로 인해 운영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상존
o 또한 국외담보를 이용하는 데에는 최소 2개 이상 국가의 관련
법규가 적용되므로 담보와 관련한 국가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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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 신국제기준의 국내이행 추진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IS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융안정 강화 노력에 부응하여 한은은「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의 국내이행을 추진

― 신국제기준(안)은 FMI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principles)과 동
FMI의 감시, 규제 및 감독당국의 5가지 책무(responsibilities)로
구성
o 과거 지급결제관련 3대 원칙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FMI의 분리
관리 및 계정이관, 일반사업리스크, 계층적 참가제도 등에 관
한 원칙을 신규로 추가하는 한편
기존 원칙중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FMI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도모
o 아울러 기존 원칙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원칙의 적용을 받는
FMI가 대체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여전히 특정 FMI에
대해서만 적용
― 신국제기준에 새로이 신설된 원칙과 기준이 강화된 원칙이 시행
될 경우에 국내 FMI 및 참가금융기관에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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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BCBS는 신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CCP를 통해 청
산되는 은행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높게 설정
하는 한편 은행이 동 CCP에 납입하는 결제이행보증기금
(default fund) 분담금에 대해서도 100%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예정
― 이에 따라 한은은 국내 FMI가 신국제기준에 맞추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국제기준의 국내이행을 3단계로 나누
어 추진할 예정
o 우선 금년 7월말까지 수렴된 신국제기준(안)에 대한 국내 의견
을 CPSS에 전달하고,
장외파생상품 CCP가 신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적립의무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관련 금융당국에
전달
o 신국제기준이 확정되는 내년 초까지는 다음과 같은 국내이행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
 FMI별 상세 평가매뉴얼을 수정하고 평가방법과 관련한 개선방
안을 검토하는 등 한은의 감시체계를 강화된 신국제기준에 맞
추어 재편
 신국제기준이 확정되어 시정되기 이전에 세부적인 개선필요사
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FMI 운영기관이 신국제기준(안)에
의거 FMI가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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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I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관계당국간 정보공
유 및 협력을 강화
o 신국제기준이 현재안대로 확정되는 경우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강화된 운영리스크 기준에 의거 2시간 이내로 단축토록 추진
* 현재 국내 FMI의 재해복구 목표시간은 2시간 이내임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 당행은 지난 10여년간 어음수표의 전자정보화, 선진형 한은금융
망 구축, 증권대금 및 외환동시결제의 정착 등을 통해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러한 개선에 힘입어 글로벌 위기시에도 지급결제시스템은 원
활히 운영되어 금융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지급결제 여건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금융과 통신
의 융합,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
의존관계 심화 등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국내외 지급결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은
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정책수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
― 이를 위해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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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시장의 자금․증권 거래규모 확대, 금융 글로벌화 및 참가
기관의 니즈에 대응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의 기능향상 및 당행
결제서비스를 개선
o 지급수단으로서의 카드 이용확대, 국내외 카드서비스 경쟁 심
화, 전자금융을 통한 대량자금이체 등에 따라 소액결제에 있어
서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
o ｢FMI에 관한 원칙｣에 입각한 감시체계 확립 및 리스크관리 강
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과 지급결
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한 감시강화 방안을
강구
o 대규모 재해, 전염병 확산, 전산장애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
템의 운영 및 비상대응(BCP 등) 능력을 확충할 계획
o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결제유동성
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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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CCBM(correspondent central banking model)
* 국외담보수용제도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일본은행과 FRB간 거래를 가정

□ FRB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미국소재 일본상업은행은 일본은행에
개설된 FRB계좌로 자행 담보증권인 일본국채를 이체하고 FRB는 이를
근거로 동 금융기관앞 대출실행
― 담보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는 국외담보를 인정하는 FRB가 부담
― 일본은행이 FRB의 대출에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담보를 대신 보관
하는 등 중앙은행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CCBM 방식
( 미국 )

③이체통보

FRB
①담보정보
제공

( 일본 )
일본은행
담보이체

④대출

일본은행 국채거래시스템
(BOJ-Net JGB)

미국소재 일본상업은행

일본내 증권예탁기관
②이체 지시

① 미국소재 일본상업은행은 이체예정인 자행의 일본소재 담보정보(일본국채)
를 FRB에 통지

② 동시에 동행은 국외자산이 예치된 일본내 증권예탁기관에 국외담보인 일
본국채를 일본은행에 개설된 FRB 계정앞으로 이체해줄 것을 요청

③ 일본은행은 증권예탁기관으로부터 이체된 담보를 국채거래시스템을 통해
FRB 계좌로 이체한 후 동행에 통보
④ FRB는 이를 확인한 뒤 국외담보를 신청한 자국내 일본상업은행에 달러화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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