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미국의 지방재정위기 및 파산사례

1. 재정위기 발생 현황

가 . 재정위기의 개념

미국 지방정부(m u n icip ality)의 재정위기는 ① 재정곤란이나 재정위기

(fiscal distress, fiscal crisis, fiscal em ergen ce), ② 재정파산(bankru p tcy)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구제할 경우, 전자는 州에

의하여, 후자는 연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36)

재정곤란은 예산적 재정곤란(bu d getary fiscal d istress)과 시민적 재정

곤란(citizen fiscal d istress)의 형태가 있는데, 전자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이며, 후자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재원조달의 기능이 취약한 상태로 현재의 세부담으로 낮은 질과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높은 서비스 수준의 유지를 위한 높은 세부담의

상태를 말한다.37) 1970년대 미국 주요 도시의 재정상태를 연구한 결과

많은 도시에서 - 특히 뉴욕과 클리브랜드- 재정곤란으로부터 재정위기

로 넘어가 실질적으로 재정의무(공무원 급료, 채무지불, 계약어음)를 이

행할 수 없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미국 회계검사국(Gen eral Accou ntin g Office : GAO)에 의하면 재정

위기란 지역주민이 유복한 커뮤니티에 필적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혜

택을 받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감내하는 상태 로 정의하

고 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재정위기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의를

36) 서정섭, 『미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10

37) Katharine L. Bradbury, "Fiscal Distress in Large U.S. Citie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Nov/ Dec, 1982, pp .33-44. [서정섭, 「미국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료집 97-11, p .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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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재정위기를 수입과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출사이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지속적인 부족상태 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재정파산(b an kru p tcy)은 이러한 상태가 확대 재생산되어 재정위

기가 회복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일컫는다. 재정파산은 연방파산법(Federal

Bankruptcy Act) 제9장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성립된다. 동 법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파산은 4가지 요건 즉, 도시자치단체(m u nicip ality)로서

의 권한이 있을 것, 파산신청이 주법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 지불

불능(in solv ent)이거나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것, 파산법원에 의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법원이 승인한 채무조정계획(plan of

adjustment)의 수립을 만족해야만 성립된다.38)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연방파산법원은 연방파산법 제9장의 절차에 의하여 재정적 구제를 실시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파산은 지방정부의 자발적 신청과 파산법원의 승

인하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재정파산은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정

부의 재정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구제수단이다.

나 . 미국 지방정부의 재 정위기 원인

미국의 재정위기 사례를 검토하여 볼 때, 그 발생원인은 단기적으로

는 금융기관의 공채인수 거부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재정위기는 경제

침체속에서 인구의 교외이전, 수지불균형, 안일한 재정관리방식, 사전적

위기대응 부재, 보조금 삭감, 투자손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위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유형화하기란 매우 어렵다. 최근에 발생한 미국 도시 재정위

기의 원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38) Anthony G. Cabill and Joseph A. James, "Responding to Municipal Fiscal

Distress : An Emerging Issue for State Government in the 1990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anuary/ February, Vol. 52, No.1m 1992,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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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미국 도시재정 위기의 원인

유형구분 주요원인 도시 및 연도

도시

내적요인

지역경제

지역경제불황, 복지비 증가,
세수감소, 빈곤층 유입 및

부유층 유출

챌시시(1991)
브릿지포트시(1991)

행정관리
투자손실

공채발행 및 누적적자

오렌지카운트(1994)
뉴욕시(1975, 1993)

세계경제 및

국가경제 요인

경기침체, 재산세수입감소,
실업구제 재정수요 팽창, 공

채부담 증가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

트, 피츠버그, 보스톤

등 1930년대 대공황

정부간

재정관계 요인
보조금 삭감 및 누적적자 워싱턴 D.C(1995)

자료 : 서정섭, p .4.

재정위기는 본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등 내적요

인에 의해 발생한다.

① 정치·사회적 원인은 재정수요의 팽창과 조세저항에 근원한다. 정

치적 동기에서 과도한 지출, 주민욕구의 팽창, 조세저항의 심화로부터

재정위기가 발생한다.

② 경제적 원인은 지역경제의 침체에 근원한다. 지역경제의 침체로

과세기반의 취약, 자본·소득의 역외 이전, 지역경제 환류 기능의 미흡

으로부터 재정위기가 발생한다.

③ 행정적 원인은 재정운영의 문제에 근원한다. 재정운영과정에 있어

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전문성 및 재무정보의 부족, 비효율적인 징세

방법, 수입의 과대추정, 여유자금의 재태크 잘못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국가 전체의 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파급효과로부터 발생하며, 이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 대응에 한계가 있

다. 이는 오일쇼크와 같은 세계 경제 및 국가경제의 변화로부터 발생하

는 산업기반 및 산업구조변화의 파급효과로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면

1973년의 석유파동은 미국경제는 물론 뉴욕주와 뉴욕시의 지역경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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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가져와 뉴욕시 재정위기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연방보조금 감소로 나타난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화가 재정위기

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신연방주의는

지방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신연방주의로 인해 주 정부의 권한

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州정부, 州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재

정지원 없이 비용과 책임을 떠 넘겼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의 재정

위기는 몇몇 대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주의 소도시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39)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미국 도시의 재정위기 분석 결과 다음과 같

은 4가지 형태의 주요원인별로 해소방안 제시하였다.

첫째, 장기채 발행에 의한 누적 경상적자 해소방법이다. 1981회계연도

말에 미시건주(Michigan)의 디트로이트(Detroit)는 1억 1,570만 달러의

경상적자가 누적되었다. 1982회계년도 동안 1억 1,300만달러의 재정안

정화채(fiscal stabilization bon d s)"를 발행하여 경상적자를 해소하기 위

한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시는 1982년 비록 1억

1,300만 달러의 장기채무가 증가하였지만, 3,200만 달러의 경상이익을

발생시켰다.

장기채를 이용한 누적적자 해소방법은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제거함으로써 장래 재정운영의 균형을 제공하여 주며, 지방채 수입으로

부터 현금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장기채 발행은 현재의 적자를 오랜 시

간에 걸친 채무상환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연도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정

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지방정부의 총 장기채무상환의 부담을 증가시

켜, 그 결과 미래의 자본 수요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민간부분의 파산조

39) 서정섭,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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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는 그 기관의 자산으로 채무변제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그러나

도시재정파산법에서는 지방정부가 계속하여 기본서비스를 공급해야 하

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산을 채무변제하는 조항으로 하

지 않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파산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40)

비록 법에 의하여 채무변제 목적의 재산매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동안 몇몇 지방정부에서 채권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방

정부 재산의 일부를 팔아 변제한 예가 있다. 아리조나주의 Sou th

Tu cson시(1980)와 캘리포니아주의 San Jose학교구(1983) 파산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재산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에까지 이르렀다.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시는 1970년대 초 재정

위기 하에서 시하수시스템을 카운티에 넘김으로서 재정위기로부터 전환

되었는데,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판매수입중 960만 달러를 사

용하였다.

셋째, 법원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의해 재정위기가 발생한다. 법원의

어떤 조치나 중재결정에 의한 지방정부의 보상책임은 예기치 않은 지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대규모 보상

의무를 초래하였을 때, 그 지불은 지방채 발행의 재원으로부터 흔히 형

성된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보상액 지불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법적

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한편 보상액이 대규모일 경우나 지방정부가 재

정적으로 취약하면 지방채가 팔리지 않을 수 있다.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에 의하여 발생한 재정위기는 상대적

으로 많지 않지만 향후 많아질 것이다. Sou th Tu cson시와 Bay St .

Lou is시의 경험에서와 같이 법원 판결에 의한 보상과 관련한 지방정부

의 책임이 법령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0) 이 법칙의 예외 처리사례로서 캘리포니아주의 정부기관인 Alameda County에

위치한 The management Institute(TMI)의 파산시 그 기관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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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투자손실로 인한 파산이다. 지방정부는 최근에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 이외에, 수입재원의 최대 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

은 많은 지방정부가 높은 이자율을 고려한 혁신적인 현금투자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지방정부의 현금은 일반적으로 자본프로젝

트 시행전의 지방채 발행수입, 지출전의 조세 수입, 잉여재원으로부터

나온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현금을 완전히 보증된 미국재무성채권

(U .S. Treasu ry Secu rities) 혹은 은행저축(bank certificates)에 투자한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금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아주 단기간

동안 투자한다. 현금투자의 경우 보다 혁신적인 투자정책을 추구한 나

머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험을 했던 지방정부의 예가 많다. 여기에는

① 결국에 재정파산으로 가게 하는 금융 투자브로커와의 환매조건부채

권 투자, ②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는 장기 지방채 투자, ③ 안

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유동성이 없는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금투자정책으로 발생하는 재정위기를 막기 위하여 지방정부

의 현금투자에 엄격한 법적 제한이 요구되며, 주의 깊은 법준수가 필요

하다. 현금투자는 보험보호가 보증된 미국 재무성채권이나 은행저축, 기

타 다른 비슷한 성격의 것에 신중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다 . 재정위기의 분류

지방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기(fin ancial em ergen cy)의 유형

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지방정부에서 나타

나는 재정위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유형의 하나에 속한다.

1) 재정파산

재정파산(bankru p tcy)은 연방파산법의 제9장에 따른 공식적인 파산신

청의 제출시에만 적용된다. 파산신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

체가 스스로 지불불능을 선언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은 채무상환불이행

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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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상환불이행

채무상환불이행(d efau lt)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장기보증채무(gen eral-obligation bon d s) ; 지방정부의 신뢰와 신용

으로 지불서약한 장기채(lon g-term d ebt)의 만기 도래시 이자 혹은 원

금의 지불에 실패한 경우

② 단기보증채무(gen eral-obligation n otes) ; 지방정부의 신뢰와 신용

으로 지불서약한 단기채(sh ort-term d ebt)의 만기도래시 이자 혹은 원금

의 지불을 실패한 경우

③ 지방수입공채(gov ernm ent-p u rp ose rev en u e bon d s or n otes) ; 지

방정부의 시설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근간으로 지불 서약한 장

기채 혹은 단기채의 만기 도래시 이자 혹은 원금의 지불을 실패한 경우

이는 지방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특별구와 특별목적기관의

채무상환에 대한 의무불이행이 포함된다.

④ 비정부수입공채(p rivate-p u rp ose rev enu e bon d s or n otes) ; 지방

정부가 위와 같은 지불서약 없이 발행한 장기채 혹은 단기채의 만기도

래시 이자 혹은 원금의 지불을 실패한 경우

이는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수입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3) 州선언재정위기

州선언재정위기(State Declared Em ergency)는 지방정부가 그들의 채

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그 보다는

급료 지불실패, 물품구매비 지불실패, 퇴직연금 지불실패, 혹은 다른 중

요한 재정의무(fin ancial obligation )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이다.

라 . ACIR4 1)의 권고 안

ACIR의 보고서에 따르면 州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돕는 것을 제

41) 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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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재정

위기가 선언된 후 취해져야 할 주의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다.

재정위기 결정을 위한 4가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불이행(d efau lt)

둘째, 세수지불보류(requ ir ed tax w ithh old in gs), 연금부담금, 혹은 기

타 위임지불(m an d ated p aym ents) 등 주나 다른 정부간 지불에 대한 지

정기간 동안의 지불실패

셋째, 월급과 연금혜택의 지정기간에 대한 지불실패

넷째, 지불계정(accou nts p ay able)에서 전년도 총세출액의 10%를 초

과하는 일시차입금(floatin g d ebt)

ACIR에서 권고하는 주의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제 혹은 통제를

위한 다양한 권한을 갖는 주재산관리인(state receivership )으로 구성되

어 있다. 13개의 특별한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2가지 권한을 열거

하면 ① 지불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요구, ② 주가 일시적으로 현금

대부(cash loan)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민간 재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이다. 뉴욕과 오하이오주는 ACIR의 권고안이 있은 후, 이 권고

안을 받아들여 법을 제정하였고,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시 사

용하였다.

2 . 미국 도시의 파산사례

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오렌지카운티(Cou nty of Oran ge)가 투

기적 자금투자로 인한 1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손실로 1994년 12월 6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조치인 연방파산법 제9장을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이에 따라 카운티의 채권과 관련채무 시장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AFGI 회원사에 MBI가 가입된 채권만이 보호를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42) 여기서는 오렌지카운티가 재정파탄에 직면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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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원인과 그 조치과정을 살펴본다.43)

가 . 개관

오렌지카운티는 미국의 주요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하나로

1985-1995년 동안 인구는 대략 21%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993년 기준 5만 달러 정도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부유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오렌지카운티의 실업율

또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카운티는 지역주민에게 경찰, 의료 및 위생, 노인복지, 도서관, 법률,

공항, 도로, 고형패기물관리, 항구 및 해안관리, 공원관리, 기타 다양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보면 5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Board of Su p ervisors)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각 관리자는 5개 지구로부터 1명씩 선출된다.

감독위원회는 수많은 특별구(Sp ecial Districts)와 특별기관을 감독한

다. 이들 기관에는 커뮤니티시설구(Com m u nity Facilities Districts), 자

산재평가구(Assessm ent District), 오렌지카운티주택국(the Orange County

Housing Authority), 오렌지카운티개발국(the Orange County Development

Agency), 오렌지카운티홍수통제구(th e Oran ge Cou n ty Flood Control

District)를 포함한 수많은 특별구와 특별기관을 감독한다.

나 . 재정위기의 발생 원인별 분석

1) 수입원

오렌지카운티의 수입은 대부분의 주와 연방정부 및 재산세와 기타 수

입으로 들어온다. 다음 표는 1993-1995회계년도 카운티 일반재원의 최

종예산이다.

42) http :/ / www .afgi.org

43) County of Orange, Disclosure Statement with Respect to the Plan of

Adjustment for the County of Orange, 1995; 서정섭, 전게서, pp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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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오렌지카운티의 예산현황(1993-1995)

1993 1994 1995
수입 1,478,476 1,604,854 1,643,764

지방세

면허, 인허가, 특허

벌금, 과태료

현금 및 자산이용

정부간수입

서비스부과료

잡수입

기타재정지원

주민형평이전

269,850
6,257

14,128
37,676

827,096

212,512
31,522
67,853

11,578

1,604,854
192,035

5,591
12,980
62,481

958,357
240,110
38,668

94,631

110,800
6,142

31,060
167,573
966,530

253,522
35,228
72,907

0
지출 1,478,476 1,604,854 1,643.764

공공보호

보건서비스

커뮤니티 및 사회서비스

환경자원

일반정부 및 서비스

자본투자

부채서비스

보험, 예비비, 기타

379,024
225,793
548,938

100,899
123,229
23,728

6,770
70,094

416,642
227,548
545,907

112,776
120,813
32,720

6,981
141,465

456,975
236,278
575,153

98,006
122,295
44,908

7,668
102,478

자료 : County of Orange, op . cit, p .13.

2) 조세기반

재산세는 카운티의 일반목적수입(gen eral p u rp ose rev en u es)의 주요

재원이다. 카운티 재산평가관(세액사정자)이 오렌지카운티 내의 모든 자

산을 평가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헌법 ⅩⅢ A조의 지침에 따라 이루

어진다.

카운티의 조세기반은 남 캘리포니아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오렌지카운티의 총 평가된 자산가치는 1995년 회계연

도에 대략 1,770억 달러이다. 이는 1994년 1,788억달러에서 1% 감소한

것이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1%의 감소는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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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 osition 13의 통과이래 재산가치의 마이너스 변화이다. 또한 재산세

수입의 영향을 받고 있다. 1993 회계연도부터 재산세 부과가 주로 이양

된 결과, 카운티는 재산세 수입의 60%를 잃었다.

<표 12> 오렌지카운티의 세부과 및 징수(1985-1995)

(단위 : 1,000달러)

년도
Secured
세부과

Unsecured
세부과

부과총액
징수총액

(6월30일)
체납세액

체납비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19,780
131,352
143,664
158,160
172,607
192,755
215,137
229,982
224,726
93,092
91,637

10,305
11,467
12,344
13,256
14,081
16,488
16,794
18,218
17,613
6,319
6,268

130,085
142,819
156,008
171,416
186,688
209,243
231,931
248,200
242,339

99,411
97,905

125,513
138,121
151,184
166,856
182,160
203,061
222,904
237,443
231,105

96,221
95,093

4,572
4,698
4,824
4,560
4,528
6,182
9,027

10,757
11,234
3,190
2,812

3.51
3.29
3.09
2.66
2.43
2.95
3.89
4.33
4.64
3.21
2.87

자료 : County of Orange, op .cit, p .15

3) 수입증대의 제한

주의 헌법과 법률조항은 카운티의 수입증대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

주헌법에서는 부동산의 최대 세증가를 재산 총현금(fu ll cash valu e)의

1%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의 현금평가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된다.

또한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세는 관할 구역내 투표자의 2/ 3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특별세에 의한 수입의 사용은 특별세가 부과되

는 데에 따른 목적과 서비스에 제한된다.

4) 1995 회계년도의 공채발행

오렌지카운티는 1995년에 여러 종류의 단기채 9억 7,500만 달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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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또한 총 3억 2,000만 달러의 두 시리즈인 연금보증채(p en tion

obligation b on d)를 발행하였다.

① 200만 달러의 A TRAN s와 B TRAN s 발행

카운티는 1994년 7월 5일에 1994-1995 Cou n ty of Oran ge, California

Tax an d Rev enu e Anticip ation N ote, Series A (Series A TRAN s)"를 발

행하였다. 그리고 1994년 8월 11일에 1994-1995 Cou nty of Oran ge,

California Tax an d Rev enu e Anticip ation N ote, Series B(Series B

TRAN s)"를 발행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단기로 돈을 빌리고 그 회계

연도의 예측수입, 예를 들면 재산세 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도록 한 조

항이다.

② 600만달러의 Taxable N ote발행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7월8일에 600만 달러의 1994-1995 Cou nty of

Oran ge, Californ ia Taxable (Taxable N ote)"를 발행하였다. Taxable

N otes는 그 수입을 오렌지카운티의 투자풀(Oran ge Cou nty In vestm ent

Pool : "Pool")에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오렌지카운티는 차입한

돈에 지불해야할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예측하에

발행하였다.

③ 연금보증채(Pen sion Obligation Bon d s) 발행

1994년 6월 30일에 O CERS(Oran ge Cou nty Em p loyees Retirem en t

Sy stem )는 카운티의 책임부분이 3억 1,830만 달러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해 9월에 동일 액수의 채무증서(Deben tu res)를 발행하였다. 같은 날 카

운티는 이 채무증서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3억 2,000만 달러의 연금보

증채를 발행하였다. 이외의 연금보증채는 Taxable Pen sion Obligation

Bon d s, Series A (Series A Pen sion Bon d s)"로 $201,505,000와 Taxable

Pen sion Obligation Bon d s, Series B(Series B Pen sion Bon d s)"로

$110,200,000을 발행하였다.

Series A Pen sion Bon d s는 고정이자율로 발행되었으며, 2004년 9월1

일 만기로 매년 3월과 9월에 이자가 지급된다. 이는 고정금리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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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에 따른 이익이 남았다. 반면 Series B Pen sion Bon d s는 변동금

리로 발행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이 만기였다. 변동금리는 채권시장

대리인에 의해 주마다 설정되는데 만일 채권시장 대리인에 의하여 주마

다 설정되지 않으면 단기 이자율 지수를 참조하여 결정된 이자율로 팔

게 된다. 따라서 Series B Pen sion Bon d s 채권소유자들은 채권시장대리

인에게 그들 공채의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협정에 따라

카운티는 그러한 변제된 채권을 구입할 의무를 갖는다. 카운티는 1994

년 12월 1일 투자손실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서

채권시장 대리인에게 변제된 Series B Pen sion Bon d s는 다시 팔리지 않

았다. 그리고 투자풀(p ool)의 투자로 인한 자금의 비유동성 때문에 일반

재원이 없어 변제된 Series B Pen sion Bon d s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카운티는 Series B Pen sion Bon d s에 대하여 기술적인 채무불이

행(techn ical d efau lt)에 들어갔다. 또한 카운티는 1995년 7월 1일 3,330

만 달러의 원금과 이자 지불을 실패한 결과로 Series A Pen sion Bon d s

와 Series B Pen sion Bon d s에 대하여도 불이행이 있었다.

④ 파산신청시 주요 미불채무

단기채 이외에 카운티는 공공채권(p u blicly-h eld secu rities)과 관련된

미불채무가 많았다. 이 채무는 투자풀채권(certificates of p articip ation),

공항수입공채(airp ort revenu e bon ds), 일반보증채권(gen eral obligation

b on d) 등이다.

5) 투자풀(Inve s tme nt Pools)

오렌지카운티 투자풀은 카운티 자금이 모이는 곳으로 출납징수관

(cou n ty treasu rer - tax collector)에 의하여 출납 결산된다.44)

44) 여기의 자금은 ① 카운티에 투자된 자금 ② 카운티 관재회계(county

administered accounts)에 배정된 자금, 그리고 ③ 다양한 풀 참가자

(municipal entities)에 의하여 출납징수관에게 투자된 자금이다. 출납징수관

은 이러한 자금을 ① 다양한 안전시설, ② 카운티 교통시설의 초기투자, ③

기타 풀 참가자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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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징수관은 투자풀에 카운티를 포함하여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모

든 투자자금에 대한 회계검사를 한다. 1994년 11월 6일(파산신청일)카운

티 이외의 풀참가자가 풀에 대략 53억 달러 투자하였고, 카운티는 23억

달러 정도 투자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풀에 투자된 규모는 1991년 1월 31일에 51억

달러에서 1994년 1월 31일에 209억 달러로 되어 158억 달러 증가하였

다. 파산 신청일에 대략 206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 중 투자의 130억

달러는 다시 되산다는 브로커딜러(broker-d ealers)와의 협정을 통한 차

입재원으로 구입되었다(일명 환매조건부 채권). 풀 참가자들에게는 시금

고로 부터 투자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출납징

수관에 의하여 투자풀에 투자된 채권의 평균 만기일이 2년이다. 이러한

채권에는 시장이자율의 변화에 아주 민감한 다양한 구조의 채권들이 포

함되어 있다. 단기 이자율이 1991년 후반부터 1993년을 통하여 역사적

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투자풀의 채권유동성에 제

한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이자율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낮아져 시장가

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 더욱이 환매 조건하의 차입은 시장가격

의 손실로 카운티에게 부가적 담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카운티의 수입은 투자풀의 투자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익에 의존한다.

특히, 이자수익은 1992년 1,000만 달러(일반재원수입의 5 %)에서 1995년

에는 1억 6,200만 달러(일반 수입의 33 %)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성

장률 150%를 초과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카운티는 1996년도에 400백만

달러의 투자수익을 계획하고 있었다.

1994년 12월 2일 카운티는 투자풀의 유가증권이 시장가격으로 15억

달러정도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공표하였다. 출납징수관의 결산조정과

투자풀 채권의 현금환산 후에 카운티는 16억 6,000만 달러에 가까운 손

실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실제 1995년도의 이자수익은 마이너스 1,000만

달러로 예산상 보다 172만 달러 적은 것이다. 비례 기준으로 볼 때 16

억 6,000만 달러의 손실에 의한 카운티의 몫은 대략 5억 9,390만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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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다 . 재정파산신청 및 대 응

카운티가 연방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카운티는 연방파산법 9장의 절

차에 따라 재정구제인 Cou nty Ch ap ter 9 Case가 시작되었다. 같은 날

카운티는 오렌지카운티 투자풀 이름하의 풀의 구제를 위한 파산신청

(th e "Pools Ch ap ter 9 Case")을 동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카운티의

파산신청만 받아들여지고 투자풀의 파산신청은 파산법원에 의하여 도시

정부의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래서 오렌지카운티와 투

자풀은 포괄협정을 맺어 재정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포괄협정은 파

산법원에 의하여 중재된 것이며 파산법원은 포괄협정을 인정하였다.

오렌지카운티의 파산신청 후 경과와 대응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위원회 설치

오렌지카운티는 Ch ap ter 9와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 전문가(일반자문,

특별조직재정비 자문, 지방채자문, 재정금융자문, 금융조언 및 투자관리

자)를 두었고, 파산신청후 연방관재인은 2개의 채권자위원회와 7개의

소위원회를 두었다.

오렌지카운티 채권자위원회(Com m ittee of Creditors of th e Cou nty

of Oran ge : Cou nty com m ittee)는 1994년 12월21일에 설치되었으며 4

개의 소위원회(경매소위원회, 고용대표 소위원회, 공채소유자 소위원회,

어음소유자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8월31일 연방관재

인은 투자풀위원회(Com m ittee of Inv estm ent Pool Particip ants : Pool

Com m ittee)를 임명하였으며, 여기에는 3개의 소위원회(학교 및 대학지

구 소위원회, 오렌지카운티도시자치제 소위원회, 오렌지카운티 비도시자

치체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각 위원회는 Cou n ty Ch ap ter 9 Case 관

점에서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

41



2) 채무조정계획

채무조정계획은 ①단기채, ②연금보증채 등 장기채, ③ 인건비 및 물

품비, ④ 카운티 일반행정관리 채무, ⑤ 투자풀의 채무, ⑥ 기타 채무

등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채무추정액, 채무상환방법,

채무상환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인 오렌지카운티가 연방파산법45)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채무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계획이다. 이러한 채무조

정계획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법원의 승인하에 실행된다.

파산법원에 의하여 1995년 3월 투자풀은 연방파산법 제9장에 따라 구

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주법에 의하면 연방파산법 제9장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도시적 단체이어야 하

나, 투자풀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법원은

투자풀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하여 투자풀은 오렌지카운티와

1995년 4월 5일 포괄협정(Com p reh en siv e Settlem en t Agreem ent)"을

체결하였으며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포괄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오렌지카운티와 투자풀은 투자전문가

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자산가치를 재평가하여 분담금 기

여도에 따라 자산분배 실시, ③ 평가손으로 분담금의 77%만 분배하고

23 %는 권리 포기 결정, ④ 투자손실 보전을 위해 총 13억 달러에 이르

는 연금보증채 발행, ⑤ 이 협정에 따라 투자풀에 38억 달러 배분이다.

포괄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2억 3,200만 달러의 공채(recov ery n otes)

를 투자풀에서 발행되는 것을 카운티가 동의한 것이다. 1995년 3월 카

운티는 공채 상환 관련 재원계획을 2개 승인하였다. 즉, 차환을 위한 20

년 장기 고정이율의 공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공채는 M BIA보험회사

로부터 재정보증보험을 받았다. 1995년 6월 캘리포니아의 최고법원은

이 공채의 변제에 대하여 오렌지카운티에 법으로 의무를 부과하였다.

45) 1123(a)(1)[section 1123(a)(1)of the Bankruptc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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