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시

간

내

13:30-14:00

등

14:00-14:10

개회사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4:10-14:20

환영사 오정근(아시아금융학회 회장)

14:20-14:30

축

용

록

사 신제윤(금융위원회 위원장)

Session Ⅰ. 소유 지배 구조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14:30-15:40
(70분)

사

회 오정근(아시아금융학회 회장)

발

표 발표 1. 소유 구조

(40분)
토

론

(30분)

전삼현(숭실대 교수)

발표 2. 지배 구조
양준모(연세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양원근(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5:40-15:50 Break
Session Ⅱ. 인사와 규제 및 감독제도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15:50-16:50
(60분)

사

회 윤석헌(숭실대 교수)

발

표 발표 1. 인사와 규제

(40분)
토

발표 2. 감독 제도

문종진(명지대 교수)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특임교수)

론 최성환(한화생명보험연구소 소장)

(20분)

이상빈(한양대 교수)

종합 토론. 위기의 한국 금융: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사

회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문종진(명지대 교수)
양원근(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양준모(연세대 교수)
오정근(아시아금융학회 회장)

16:50-18:00
(70분)

토

론

(70분)

윤석헌(숭실대 교수)
이상빈(한양대 교수)
전삼현(숭실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성환(한화생명보험연구소 소장)
가나다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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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해 온 저희 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KB금융사태는 한국금융의 실상을 여지 없이 드러냈습니다. 주인 없는 금융기관
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되지 못해 5천억 원대 도쿄지점 부당대
출, 5300만 명 고객정보유출, 9700억 원대 허위 예금입금증 발급 등 후진국형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진데다 낙하산 경영진은 책임은 커녕 주주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두고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그치지 않는 점입가경을 연출했습니
다.
경영진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들은 연이은 사건들을 막지
도 못했음은 물론 금융당국의 최종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묵묵부답 방관적
자세로만 일관하다 당국의 결정이 내려지자 부랴부랴 추인하는 촌극을 연출하기 까지
했습니다.
한국금융기관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인사시스템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달 중에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제의 원천인 지배구조와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인사에만 급급할 경우 최근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해 졌습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은행 등 자회사 경영진 간의 권한과 책
임이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분명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진 간의 권한과 책임으로는 지주회사로서의 시너지 효과는 없고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외이사를 어떻게 선임하고 운용하면 독립성과 전
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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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로 이어지는 감독당국도 외부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
는지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규제는 혁파해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되
감독검사는 엄격히 해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
는 책무를 제대로 해 왔는가 하는 지적들입니다.
이러는 사이 한때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던 한국의 금융산업은 날로 낙후되어 동
북아 금융허브는커녕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한국금융은
세계 80위, 은행 건전성은 122위로 갈수록 추락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뒤지고 있
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들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네델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선진국을 예로 들 필요도 없이 금
융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금융을 필두로 한 고
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없이는 한국경제의 도약이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연이
은 한국금융의 추락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련의 불행한 금융사
태를 교훈으로 제도적 결함들이 개선되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국
금융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공동으로 “KB금융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현주소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금융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오늘 정책세미나가 한국금융이 다시는 최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고
선진금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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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존경하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주최 측의 한 사
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여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를 회고해 보면 저축은행사태, 동양
증권사태, 개인정보유출사태, KB금융사태 등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금융권역 구
분 없이 각종 대형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경쟁력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1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한국금융산
업은 여전히 후진국형 금융사고들이 더욱 대형화 상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003년 동아시아금융허브
를 제안할 때만 해도 세계 23위였던 한국금융의 경쟁력은 지난 해에는 80위권으로
우간다 네팔 등최후진국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허브란 많은 국제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금융산업이 번성하는 금융중심지를 의미
합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는 외국금융기관들이 들어오기는커녕 은행 13곳
보험 5곳 증권 6곳 자산운용 4곳 등 모두 31개 외국금융기관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국제적 규범과 다르고 일관성 없는

금융규제와 저성장에 따른 수

익성 악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은 날로 추락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빌딩은 절반이 비어 있
는 실정입니다. 500여 국내외 금융사들이 경쟁하면서 국제금융센터로서 확고한 지위
를 누리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와 너무도
대비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금융의 추락 배경으로는 과도한 금산분리정책에 따른 주인 없는 금융
기관, 낙하산 인사, 독립성 전문성 없는 사외이사 등 취약한 지배구조, 작동되지 않는
내부통제시스템, 과도한 금융규제, 독립성 없는 금융감독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
다. 최근 KB금융사태는 이러한 한국금융의 여러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
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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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한국에서도 ‘금융의 삼
성전자’,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해 한국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해 한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입니
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한국금융이 안고 있는 이러한 소유구조, 지배구조, 인사 및 규제,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심
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통해 한국금융발전에 좋은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영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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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소유지배구조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은행 소유구조 현주소와 발전방향-

전 삼 현
(숭실대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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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은행소유구조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전통적으로 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을 기반으로 자금중개업무를 통한 수익사업을 하
므로, 만약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는 최종대부자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이 주인역할이냐, 아니면 후견인 역할이냐에 따라 각국의
은행산업과 금융산업, 국가 전체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정도가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은행의 주인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금융산업경쟁력은 후진을 면
치 못하는 반면 민간이 은행의 주인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금융산업경쟁력은 선진화되
었다고 볼 수 있다.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금
융산업은 아직도 후진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즉, 한국은 금융시장
성숙도 80위, 금융 건전성 122위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동남
아 국가들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은행 경쟁력을 나타내는
ROA(총자산이익률)가 인도네시아(2.75%), 말레이시아(1.70%)에도 떨어져 0.38%에 불
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정책과 리더십 부재, 금융전문가 태부족,
덩어리 규제, 금융산업 자체 혁신 의지 미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의 문제점은 주인없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
인 증거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어렵지만 추정컨대 우리나라 은행의 주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선진 각국에 비하여 은행법상의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 규제가 법률로 엄격히
작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
초산업인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주인찾아 주기”가 급선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은행법상의 은행주식 동일인소유한도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도 상향조정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조속히 공정거래법상의 중간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금지규정을 개
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7-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기업
구분없이 10% 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에 대하여는 20%까
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금융그룹에 속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동일인 소유한도를 34%까지 허
용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최소한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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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유구조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I. 문제제기

전통적으로 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을 기반으로 자금중개업무를 통한 수익사업을 하
므로, 만약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는 최종대부자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이 주인역할이냐, 아니면 후견인 역할이냐에 따라 각국의
은행산업과 금융산업, 국가 전체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정도가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은행의 주인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금융산업경쟁력은 후진을 면
치 못하는 반면 민간이 은행의 주인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금융산업경쟁력은 선진화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금
융산업은 아직도 후진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즉, 한국은 금융시장
성숙도 80위, 금융 건전성 122위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동남아 국가들보
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은행 경쟁력을 나타내는 ROA(총자산
이익률)가 인도네시아(2.75%), 말레이시아(1.70%)에도 떨어져 0.38%에 불과하다고 한
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정책과 리더십 부재, 금융전문가 태부족,
덩어리 규제, 금융산업 자체 혁신 의지 미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의 문제점은 주인없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
융지주회사법 제정 후 대부분의 민간은행들이 사라지고 정부 및 정부기관이 대주주로
등장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소유구조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형태를 취하고 있
다.
특히, 선진 각국에 비하여 은행법상의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 규제가 법률로 엄격히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은행의 주인인 형상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산업인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주인찾아 주기”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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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
한 후 그 타당성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I. 은행소유구조 현황 및 은행주식소쥬제한의 헌법적 검토

1. 은행소유구조현황

대한민국의 은행 산업이 점차 그 시장을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 한국은행연합회 회원사로 등록된 은행은 KDB 산업은행, NH 농협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KEB 외환은행, 씨티뱅크, 한국수출입은행, SH 수협은행, DGB 대구은행, BS 부산은
행, KJB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8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수은행으로는 KDB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
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은행이 있으며, 시중은행으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
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KB 국민은행, KEB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7개가 있
다. 그리고 지방은행으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
은행 6개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과거 민간이 주인이었던 지방은행 마져도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여서 사실상 민간은행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중은행 중 2014년 10월 8일 현재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
주회사의 100% 자회사이며, 신한금융지주의 주요주주는 국민연금공단 (8.81%), BNP
Paribas 5.35%이며, 국민은행의 경우 KB금융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이며

KB 금융

지주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 (9.96%), 외국계 사모펀드 Franklin (7.18%), Black
Rock (5.01%) 구성되어 있다.

- 10 -

[표 1] 은행지분 소유 현황
은행명

주요주주1

KDB산업은행

대한민국정부(100%)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민국정부(100%)

IBK 기업은행

대한민국정부(54.96%)

주요주주2

주요주주3

비고

국민연금(6.03%)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지주(100%)

100% 농협중앙회
소유

수협은행

수협중앙회(100%)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100%)

국민은행

KB 금융지주(100%)

우리은행

예금보험공사(56.97%)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가(100%)

씨티은행

미국씨티그룹(97.5%)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51%)

대구은행

(주)DGB금융지주(100%)

부산은행

BS 금융지주(100%)

광주은행

예금보험공사(56.97%)

제주은행

신한금융지주(68.88%)

전북은행

JB금융지주(100%)

경남은행은 ,

예금보험공사(56.97%)

국민연금(8.21%)

신한BNP(8.32%)

신한BNP(7.84%)

VIP(5.46%)

국민연금
(6.27%)

*자료: 금융감독원 2014년 10월 8일 현재 공시내용을 분석한 것임

우리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56.97%, 국민연금공단 8.21%, 하나은행은 하나금
융지주가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회사만 상장되었는데 주요주주는 국
민연금 9.51%, 템플턴 펀드 6.98%, 블랙록 펀드 5.08%,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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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미국 씨티은행 본사가 97.5% 지분을 소유하
고 있다.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은

2011년 6월 (주)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되었으며, DGB금융지주는 삼성생명 7.25%, Aberdeen
8.40%, Invesco As 6.95, 사우디아라비아 6.41%, 부산은행은 100% 지분을 소유하
고 있는 BS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BS 금융지주는 롯데장학재단
13.12%, 국민연금 11.44%.
광주은행은 예금보험공사 56.97%, 신한비엔피 8.32%, 브이아이피 5.46%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68.88%, 전북은행은 JB금융지주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JB금융지주는 삼양바이오 팜 11.07%, 국민연금 6.06%, 신영
자산운용 6.01%, 한국투신 5.90% 등이 각각 소유하고 잇다.
그리고 경남은행은 예금보험공사 56.97%, 신한 비엔피 7.84%, 국민연금공단 6.27%
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표 2]
금융지주사명
NH농협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BS 금융지주
JB금융지주

주요주주1

주요주주2

주요주주3

농협중앙회

비고(자회사)
농협은행

(100%)

국민연금

BNP Paribas

신한은행

(8.81%)
국민연금공단

(5.35%)
Franklin

제주은행

Black Rock

(9.96%)
국민연금

(7.18%)
템플턴 펀드

(5.01%)
블랙록 펀드

(9.51%)
삼성생명

(6.98%)
Aberdeen

(5.08%)
Invesco As

(7.25%)
롯데장학재단

(8.40%)
국민연금

6.95%

13.12%
삼양바이오 팜

11.44%
국민연금

하나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영자산운용

(11.07%)
(6.06%)
(6.01%)
*자료: 금융감독원 2014년 10월 8일 현재 공시내용을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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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북은행

2. 은행주식소유 제한의 위헌성 검토

상기와 같이 은행법을 통하여 은행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규정을 둔 법적 근
거는 우선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제3공화국 이래로 우리 헌법은 원
칙적으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한편, 국가가 사회정의 실현과 국
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경제민주화 실현차원에서 경제분야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여 놓았다. 즉, 우리 현행 헌법 제119조 1항에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
유1)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
민경제2)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3)를 유지하고…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
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
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
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시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정당성을 재천명한 바 있
다.4)
그러나 우리 헌법의 경제 조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또는 사회적 제도를 받아들인 서
구 선진국가들의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헌법 조항이다.5)
우리 헌법상의 경제 조항을 보면 국가의 경제간섭에 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현

1) 여기에서의 '자유'의 의미는 이진순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제1단계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경
제 영역에서의 사회적․인위적인 규제, 특히 국가에 의한 규제를 배제하여 개인의 존엄을 확보하려고 하는 단
계에서 요구하는 자유이다. 이 단계에서의 자유는 여러 가지 사회규제 특히 권력에 의한 규제를 배제하여 개
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기본적인 요청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정순훈/이진순,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자유기업센터 (1998), 15면.
2)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란 이진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 ‘확충된 효율'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장기간에 걸친 자원배분의 효율과 경제재뿐만 아니라 자유재도 효율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효율에 대해서도 한층 더 철저한 효율추구의 원칙을 확대해야 하며 거시적인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
과 공간을 고려해야 하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효율을 실현한 단계에서의 효율의 추구는 가치체계의 우선 순위
에서 점차 후순위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헌법은 자유의 가치를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이에 평등과 효율의 가치를 부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순훈/이진순, 전게
서, 15면.
3) 적정한 소득의 분배란 이진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제 2단계의 '평등' 즉 경제생활 조건의 평등을 의미한다
고 하겠다. 여기에서의 평등에 대한 논의는 자유로운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제로 한 시장적인 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이미 형성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의이
다. 이 입장은 불평등을 그 근원부터 없애버린다는 사고 즉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시킨다는 사상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평등화에 대한 요청을 결과로서의 소득의 분배에 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평등'의
보장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기본적 조건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순훈/
이진순, 전게서, 15면.
4) 헌법재판소 1996.4.25 선고, 92 헌바 47 참조.
5) 이는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극빈한 경제상황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의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엘리트사상 및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
로, 또한 위헌법률의 시비로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장치로, 국가가 경제문제에 대해 강력
하게 간섭하기 위한 헌법적 뒷받침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정순훈/이진순, 전게서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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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규제입법에 대한 위
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헌법과 그 운용제도들을 보면 헌법에 특별
히 경제 조항을 두지 않고도 필요한 경제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헌법도 헌법의
제기능을 찾고 자유신장과 경제적 효율의 향상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유민주
주의적 기본질서”를 정의한 내용 중 사법(私法)과 관련된 부분은 “사유재산과 시장경
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라고 한 바 있다.6) 따라서 사법(私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인 권리를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제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병합하여 심리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위헌제청” 사건7)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및 경제질서의 기본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면서 간접적으로 사법의 공법화가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적 거래를 통제하는 입법 자체
를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반사회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
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
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되는 사적자치의 원칙
과 재산권 보장원칙 등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국가편의적 입법의 하나라고 의견을 제
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위헌적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서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공공의 복리를 달성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제한 입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방법의 적정성). 둘째, 보다 덜 기본권 침해적
6)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2001. 9. 27. 2000헌마238; 1994. 4. 28. 89헌마221;
2005.10.27, 2003헌가3.
7) 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 64·65·85, 2001헌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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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공공복리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 침해
적 입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피해의 최소성). 셋째,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적자치의
원칙과 같은 헌법상의 기본적 가치들에 대한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사적 자치를 제
한해야 할 공공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자치를 통제하는 극단적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사인의 재산권행사와
사적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익의 균형성).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은행의 주식소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적 자치의 제한은 설령 공공
복리의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은행주식소유제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대안

1. 은행법상의 규제검토

(1)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 및 여신 한도규제

은행의 주식소유제한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자본조달구조, 의사결정체계, 경영감
독 등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시각에
서 금융기관의 소유문제를 접근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보다는 관치은행에 중점을 두어 은행
주식 동일인소유한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우리 은행법은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주주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즉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제15조 제1
항).
그러나 금융위의 승인을 얻으면 이러한 소유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법 제15조 제2항).
그리고 자산 5조원 이상되는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비금융
주력자의 경우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이 때 “사실상 지배”라 함은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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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지배시에는 이를 “보유”라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은행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하여 시행령 제1조의4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이하“친인척”이라 함) ② 친인척 및 고용인이
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 또는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보유)와 합하여 50%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 법인,
조합 및 단체 (이하 “피지배단체”라 함) ③ 친인척 및 고용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의 30%를 소유하고 있거나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이하 “피지배회
사”라 함) ④ 주주 및 친인척의 고용인8) ⑤ 주주, 친인척 및 고용인, 피지배단체가
지배하는 회사 ⑥ 주주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인 경우 그
계열회사 및 임원 ⑦ 주주가 계열주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
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⑧ 주주 1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이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소유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배
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금융위는 의결권배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
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6조 제2항).
더욱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적
격성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6조의4 제1항),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조의4
제3항). 그리고 명령을 이행 시까지는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 제16조의4 제4항),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
을 명할 수 있다(법 제16조의4 제5항).
이상과 같은 은행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동일인 소유한도 10% (대기업 4%)라
는 요건은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대주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8) 여기서 고용인이라 함은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
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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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은행법 제15조 제3항), 예금보험공사나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이 없다( 법 제15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사실상 민간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더
라도 정기적으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주식을 초
과하여 소유하여야 할 아무런 동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간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겠다는
의지를 법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만에 하나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의 주인이 된 경우, 당해 은행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법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 개인·법인과 신용위험
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 同一借主)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 제35조 제1항, 제35조의2).

(2) 비교법적 고찰

각국에서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특
수성을 가지고 정착되어 왔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자본조달구조, 의사결정체계, 경영
감독 등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시각
에서 금융기관의 소유문제를 접근하여 왔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이러한 경영의 효율성과 소유구조의 문제를 관련시켜 타당성을 검
토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막연한 국민적 공감대에 정책 목
표를 집중시켜왔다.

1) 미국

미국은 강력한 독점금지법과 자본시장의 발달에 따른 주식의 광범한 소유분산으로
인하여 시장 스스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일반화 시켜왔다. 특히 미국은 은
행지주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소유한도와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한도
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한 규제현황을 보면 은행지주회사가 특정은행의 의
결권있는 주식에 5%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려고 할 경
우에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1956

Bank

Holding

Company Act (BHCA), §2(a)(4)).9) 또한 비은행기업이 지배목적없이 단순투자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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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25%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60일전에 해당감독기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56 BHCA, §2(a)(2)(A) (codified at 12 U.S.C.
§1841(a)). 그리고 개인주주가 개별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함으로
써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사전신고하고 인적사항, 재무자료, 주식취득
조건, 주식매입재원 등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956 BHCA § 2(a)
(B)(codified at 12 U.S.C. §1841(a)). 즉, 은행주식을 취득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개
인별 약력과 금전관련기록도 보고하여야 하며, 주식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식구입
자금의 조성경위와 함께 향후 그 은행을 양도할 것인지, 합병할 것인지 또는 은행조
직이나 경영진을 교체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계획도 밝혀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
와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12

U.S.C.

§1843(f)(2)(ii)). 다만 동법 시행 이전에 비은행은행(non-bank bank)의 주식을 취득
한 20여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동주식보유를 허용하고 있다.10)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받은 감독당국은 소유의 집중을 초래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즉,
① 은행산업내에 독점화를 초래하는지 여부, ② 경쟁제한을 상쇄시킬만한 공공이익의
증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주식취득에 의하여 당해 은행의 안정
성이나 예금자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 ④ 주식취득과 관련한 필요서류를 제출했
는지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은행소유주식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법위반시 의결권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국법은
행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있다

(C.F.R.211.5 (3)(vi)(B).11)

9) 미국은 은행주식취득에 대한 제한과는 별도로, 경영진이 다른 은행의 임원직을 겸하고 있으면 경쟁이
제한되므로, 이를 우려하여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은행의 임직원이 동일지역이나 인근지역
은행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8년의 금융기관규제 및 금리조절법의 일부로 제정
된 “예금기관 경영진 겸직제한법 (Depository Institution Management Interlocks Act)"은 이를 더
욱 강화하여 겸직금지대상 임직원에 ”사실상의 이사“, 즉 자문이사와 명예이사도 포함시켰다: 우상현,
미국 은행감독의 실제, 금융(1997.11), 47면.
10) 강병호․조성종, 주요국의 금융제도론, 박영사(1996), 16-18면.
11)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15%이나, 유동성이 높은 담보가
있는 경우는 25%까지는 가능하다. 주법은행의 경우는 주마다 동일인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일반
화시키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법은행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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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은 1694년 영란은행의 설립을 승인할 때 상공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영
란은행이 상공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산업혁명으로 일찍이 산업자본이
축적되어 기업들은 은행에 별로 의존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은행과 기
업의 관계가 별로 긴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7년 영국은행법 (최근개정은 1998년)12)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산업자
본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즉,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이 15%이상 은행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란은행
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영란은행은 이들로부터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완전하고
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은행의 상당주주(10%이상)가 되면 영란
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 은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도 감독당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였었다(1982년 보험회사법). 따라서 1987년
은행법개정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주식은 연금기금, 보험회사 및 소액투자자
들에게도 광범하게 분산되어 은행은 주인이 없는 경영체제하에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
다.
그러나 1987년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한 은행에 대하여 5% 이상 15%미만의 의결
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자를 “유력주주”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유력주주가 된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영란은행에 서면통보만 하도록 하였다 (영국은행
법 제37조 제1항, 2항). 그리고 해당 은행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행사하거나 행사
를 조정할 수 있는 “주주경영지배자”13)나 법인체에 대하여는 영란은행이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39조 6항). 그리고 금
융조합의 경우에는 동일 조합원이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료와 함께 의결
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란은행이 보고를 요구하거
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29조 7항 (c)).
또한 주주경영지배자가 혼자서 또는 동료와 함께 총회에서 의결권의 20% 이상을 행
사하거나 그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체에 대하여는 영란은행이 대리

12) 1998년에 영국은행법을 개정하였으나 그 개정내용은 1987년법을 근간으로 하고 일부 보완하는 방식
으로 정비법의 형태로 개정되어으나 은행주식소유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개정 내용이 없다.
13) 영란은행법상 “경영지배자” (controller)를 정의함에 있어 한 은행 또는 해당은행의 자회사의 모든 총회에
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15%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조정할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정
하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105조 3항 c). 그리고 “주주경영지배자 (shareholder controller)”를 정의함에
있어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주주경영지배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주주경영지배자
(shareholder controller)“란 그 지분율이 50% 초과 75% 이하인 경우의 주주경영지배자를 의미하며,
”거대주주경영지배자 (principal shareholder controller)'란 그 지분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의 주
주경영지배자를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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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선임하여 해당 은행의 영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41조
제2항 d). 또한 조합원이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혼자서 또는 동료와 함께
의결권의 20%이상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체에 대
하여 영란은행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영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41조 제2항 c).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1987년 은행법 (최종개정은 1998년)을 개정
하면서 주식소유제한을 철폐하고 간접적으로 대주주의 경영상태를 간접적으로 감시하
는 체제로 전환을 하였다. 이는 은행을 주인의식 있는 대주주에 의하여 책임경영 되
도록 제도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동일인여신한도와 관련하여 영국은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있는 동일
인에게 은행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여신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국
중앙은행에 이를 보고하고, 또한 여신공여총액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
앙은행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란은행법 제38조 1항).

3) 독일

독일은 은행과 기업간의 상호주식보유 특히 은행의 기업주식보유가 일반화되어 있으
며 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배주주에 의해 기업의 경영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현상이 보
편화되어 있다. 독일은 19세기초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 영․미와 같이 산업자본이 축
적되지 못하고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산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과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형성되
게 되었다.
은행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방법으로 대출 이외에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거래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독위원회에의 임원파견
등을 통해 대주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은행법의 개정
이전까지는 은행주식의 소유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나, 1993년 개정 이후 은행주식 또
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취득자 (자본참여자)는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
은행에 즉시 신고하고 취득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 10% 미만의 상당한 자본참여자의 신용도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검사를 강
화하여 검사결과 참여자가 은행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은행의 건전하고 신중
한 경영에 적합하지 않아 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참여를 허가하지 않거나 의결권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독일신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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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b조 제2항).
그리고 보험회사는 규제자산의 경우 특정은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나
자유자산 (자기자본과 비보험채무)의 경우에는 10%이상 취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 거액의 자본참여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금의 20%,
33% 또는 50% 선에 도달 또는 이를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이 자기업으로 될 정도로
자본참여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
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행법 제2b조 제1항). 이는 누구든지 신
고만으로 한 은행의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연방감독청에 거액자본 참여자의 의결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신용조직법 제2b조 제2항).14)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2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찰하여 볼 때에 독일은 현행법상 은행의 주식을 20% 미만까지는 자
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2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처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한도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은행의 소유구조를 통하여 은행을
지배하고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식소유를 인정하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일인여신한도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자기자본의 10% 이상을 동
일인에게 여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신용조직법 제13조 제1항).

14) 독일신용조직법 제2b조 제2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연방감독청은 다음의 경우에 거액자본참여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배제할 수 있다.
1. 거액자본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 사적책임을 부담하는 조합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 법인이 거액자본참여하는 경우 법인의 소유주, 법정대리인 혹은 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
합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거액자본참여자와 결합되어 있거나 (주식법 제15조), 다른 기업과의 기업결합 혹은 다른
거액자본참여자가 다른 기업과 결합되어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4. 제1항 제5단에 의해 자본참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참여를 하거나, 주식취득이 증가된
경우.
제1단의 경우에는 투표권의 행사가 수탁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수탁자는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금
융기관의 건전경영에 기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금융기관, 주주 혹은 연방감독청의 신청에 의해 금융기
관 소재지의 법원에 선임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건이 소멸하였다면 연방감독청은 수탁자의 선임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그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수탁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비용 및 보수를 정한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방은
비용과 보수를 선지급한다; 이 때 지급한 비용과 보수에 대하여는 거액자본참여자와 금융기관이 연대하
여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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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연합국사령부에 의한 대기업의 해체후 한동안 은
행의 계열기업주식보유가 금지되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새로운 기업집
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행과 기업간에 상호주식보유를 비롯한 거래관계가 심화되
었다. 특히 1964년 OECD가입으로 자본자유화가 예정되자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0년대 초반에 지속된 증권시장 불황대책의 일환으로 일
본공동증권주식회사와 일본증권보유조합이 구입 동결한 기업주식의 대부분을 주거래
은행을 위시한 계열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의 상호주식보유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의 소유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없다. 다만, 자
본금 100억엔 이상 또는 순자산액 300억엔 이상인 비금융회사는 자기자본 또는 순자
산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취득가액기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본독점금지법 제9조의2 제1항). 그
리고 보험회사의 경우 특정은행주식의 10% 이상은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
본독점금지법 제11조 제1항).
일본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정하지 않
고 동일인 여신한도 (일본은행법 제13조) 및 이사에 대한 여신한도 (일본은행법 제14
조)를 엄격히 제한하는 형태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은행법처럼 직접적으로 은행주식소유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일본은 주식소유한도의 규정이 없어 은행주식소
유자 여부를 구분함이 없이 은행의 자기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행법 제13조 1항, 시행령 제4조 제3항).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각국의 은행소유구조문제를 우리 은행소유구조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각국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다소 문제가 있
으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한도 초과시 금융위원회를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주인없는 은행과 관치금융
을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내국인이 10%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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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경우에도

독일이나 영국처럼 신고만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에 건전성 감독을 통하여 규제하는 방식의 간접규제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나라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하여 외국의 예보다 비교적 높은 반면 은행주식소유한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에 논리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은행주식소유한도를 완화하고 건전성감독차원에서 여신한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기업
구분없이 10% 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에 대하여는 20%까
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소유제한

(1) 개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금산분리의 원칙하에 금융기관이 일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반회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원칙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후에도 엄격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우리
나라의 금산분리원칙은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게 엄격히 적용
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여전히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15)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금
산분리원칙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제도라는 지적들이 있다.16)

(2) 금융지주회사법상 규제

15) 김상조,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 보험지주회사법상의 자
산운용규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제26호(2006. 4), 7∼8面; 김상조,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
서의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원칙-”, www.peoplepower21.org/article
16) 백정웅,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제26권 제4호
(2008), 한국상사법학회, 362面; 김문재,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분석과 제언”, 비교사법 제8권 1호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79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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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10%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로 제한하고 있다 (제8조 제1항).17) 그
러나 예외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와 금융지주회사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제
1항 단서).
그리고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25%․33% 씩 각각 초과하여 취득 시
에는 이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 제3항).
그리고 이러한 주식소유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배
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금융위는 의결권배제의 규정
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제2항).
더욱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적
격성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0조의2 제1항),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0조의2
제3항). 그리고 명령을 이행 시까지는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 제10조의2 제4항),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
을 명할 수 있다(법 제10조의2 제5항).
이처럼 규모의 경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1999년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여전히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방지요, 다른 하나는 대기
업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의 방지이다.18) 즉,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
고자 하는 목적에서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한도를 고수하여 왔으며, 이는 은행지주회
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당해 회사가 상대적으로 소규
모 자본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소유제한이 완화될 경
우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와 경제력 집중 및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기 때
문이라고 한다.

17) 그러나 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가 지
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③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5% 이내에서 당해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④ 금융전업자를 포함한 동일인
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8) 전삼현,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에 관한 법적 소고, 경영법률 제9편 (1999),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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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미국의 경우 19세기말까지는 기업결합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주
는 주식회사법을 통하여 한 기업이 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
었다. 그러나 그 후 이러한 규제를 점차 완화시킨 바 있으며, 그 결과 1920년경부터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그 업무영역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로는 은행지주회사, 저축대부조합지주회사, 상호저축기관
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이 있는데, 이 중 은행지주회사가 중심이 되어 발전되어 왔
다.
따라서 미정부는 이러한 은행지주회사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1920 - 30년대에 은
행업에 대하여 주간규제와 업종간규제를 실시하였다. 즉, 1927년 McFadden법을 제
정하여 2개 주 이상에서 동시에 은행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역적 규제 (州間規制)
를 단행한 바 있으며, 대공황 이후에는 사후대책차원에서 1933년 Glass-Steagall법을
제정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토록 하는 업종간 규제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들은 은행지주회사를 통하여 주간규제와 업종간 규제를 회피하
면서 업무영역의 확대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
고 이들의 무절제한 업무확장이 문제시됨에 따라 신규설립 및 영업점 등을 규제하기
위해 1956년에 은행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금융시장의 변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경쟁력제고에 필요하
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국도 종래의 이러한 주간규제 및 업종간규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4년 Riegle - Neal법을 제정하여 주간규제

를

금융서비스현대화법

폐지하였으며,

1999년에는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Glass-Steagall법의 4개 조항 중 자회사방식의 겸
업을 제한하는 2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업종간 규
제도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별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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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8년 금융지주회사정비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시 주식 100%
소유의 완전모자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상법내에 주식교환 및 이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상의 완결국면에 접어들었
다. 물론 이러한 상법개정을 통하여 일본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금융지
주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지주회사도 용이하게 설립 및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일
본이 세계경제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제고에 밑받침이 되는 법제도
를 완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정비법은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
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정의하고, 대장성장관의 인가(정비법 1조, 은행법 52조의 2
제1항)19)와 반드시 주식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법 1조, 은행법 52조의 2 제
4항).
여기서 자회사라 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보유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은행법 제52조의 2 제2항). 그러나 은행지주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삼각합병(특정합병)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은행지주
회사의 자회사는 우선 은행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이어야 한다 (설립특례법 제3조
제1항). 이것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을 가능한 한 엄선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보험지주회사도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로서 대장성 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정비법 4조, 보험업법 271조의 2 제1항)，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정
비법 4조, 보험업법 271조의 2 제4항).
그러나 정비법은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를 증권지주회사라고 정
의하지 않고, 이러한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지주회사나 보
험지주회사와는 달리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이들에 대하여는
기존의 증권거래법이 일정한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고 보여진다.
특히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금자보호 등을 고려하
여 사전에 대장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는, 사후인가 등의 특례가 정해져 있다 (정비법 1조,
은행법 52조의 3，52조의 4). 또한 보험지주회사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사전인가
제의 원칙, 사후인가 등의 특례가 정해져 있다.20)

19) 장기신용은행,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법의 개정에 준한다 (정비법 2조，3조).
20) 일본의 정비법 4조, 보험업법 271조의 3，271조의 4，보험업법 시행령 37조의 2，보험업법시행규칙
210조의 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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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독일에서는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의 의결권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은행
감독국 및 독일연방은행에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독일신용조직법 10a조 제8항
3문). 따라서 독일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자회사를 편입하여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를 은행감독국이나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하여야 한
다.
그리고 독일금융기관의 주식소유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한 금융기관이 타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연방감독국과 연방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독일신용조직법 제1조 제9항). 또한 지분율이 20%, 33%, 50%
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할 경우와 사실상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장
악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은행감독국은 일정한 경우에 그 자본의 취득
등을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2b조 제1항).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기준으로 자기자본
비율규제 및 거액여신규제를 가하고 있다 (독일신용조직법 제13b조 제1항). 이 밖에
은행감독국은 필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산하 금융기관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법 제44조 제2항 1문, 5문), 외부감사인에게 명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
회사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동법 제44a조 제2항), 더욱이 은행감독국은 경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할 수도 있다 (동법 제46조).
따라서 독일에서는 특별히 금융지주회사만을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규정도 두지 않고 다만 금융기관의 결
합시에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독일은 간접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의 개선보다는 시장지
배의 폐해가 심각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21)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25%를 초과하여 직접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신고22)
또는 사후보고23)를 하여야 한다 (독일경쟁제한방지법 제23조 제3항).

21) 자세히는 F.리트너/권오승역, 독일경쟁법, 법문사(1997), 38면 이하 참조.
22) 사전신고기준으로는 매출액 20억 마르크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할 경우와 매출액 10억 마르크 이상
의 사업자가 2개사 이상 참가할 경우 등이며(동법 제24조의 a 제1항).
23) 사후보고기준으로는 (1)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상인 경우, (2) 기업결합에 참가하
는 또 사업자가 타시장에서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경우, (3) 결합전 참가기업의 매출합계
가 5억 마르크 이상일 경우, (4) 결합전 참가기업의 종업원 합계가 1만명 이상일 경우이다 (동법 제
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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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규모기업의 주식소유총액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
종간규제에 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라 할지라도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강화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차원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거나 전환되어 매출액이 확대되고 시장점유율이 상승
되어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화한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연방카르텔청에 신고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독일경쟁제한방지법 제5조 제1항), 당해 금융지주회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카르텔청이 그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동법 제37조a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한 자유

로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다.

(4) 소결

상기에서 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소유제한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자본조달구조,
의사결정체계, 경영감독 등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경영의 효율성
을 제고한다는 시각에서 금융기관의 소유문제를 접근하여 왔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서 요구하는 자본의 적정성
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주식에 대한 특별한 소유제한규정이 없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의 원류가 되고 있는 유럽의 universal banking시스템은 이러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 현행법상 은행의 주
식을 20% 미만까지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2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특별한 소유제한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24)
24) 독일은 1993년 신용조직법의 개정 이전까지는 은행주식의 소유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나, 1993년 개
정 이후 은행주식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취득자 (자본참여자)는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즉시 신고하고 취득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
10% 미만의 상당한 자본참여자의 신용도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검사를 강화하여 검사결과 참여자가
은행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은행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에 적합하지 않아 은행에 대한 실질
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여를 허가하지 않거나 의결권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독일신용조직법 제2b조 제2항).그리고 보험회사는 규제자산의 경우 특정은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나 자유자산 (자기자본과 비보험채무)의 경우에는 10%이상 취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 거액의 자본참여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금의 20%, 33% 또는 50%
선에 도달 또는 이를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이 자기업으로 될 정도로 자본참여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일은행법 제2b조 제1항).
이는 누구든지 신고만으로 한 은행의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연방감독청에 거액자본 참여자의 의결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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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1987년 은행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동일
인 소유한도를 15%로 제한한 바 있으나 법개정이후에는 이러한 주식소유제한을 철폐
하고 간접적으로 대주주의 경영상태를 간접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을 한 바 있
다.25)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은행지주회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정비법이나 보험지
주회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보험업법 어디에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주식소유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차원에서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주식소유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은행지주회사가 타업종의 회사의 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행법 제52조의8).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원칙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우려
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우려하여 주식소유
제한 규정을 두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선진 각국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한도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은행의 소유구조를 통하여 은행을 지배하고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식소유를 인정하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
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6)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영의 효율성과 소유구조의 문제를 관련시
일신용조직법 제2b조 제2항).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2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자는 초과분에 해
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5) 영국은 1987년 영국은행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를 지배하
는 것을 제한하였다. 즉,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이 15%이상 은행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지배자가 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란은행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영란은행은 이들로부터 은행의 건전성에 대
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은행의 상당주주(10%이상)가 되면 영란은행
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 은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도 감독당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였었다(1982년 보험회사법). 따라서 1987년 은행법개정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은
행의 주식은 연금기금, 보험회사 및 소액투자자들에게도 광범하게 분산되어 은행은 주인이 없는 경영
체제하에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한 은행에 대하여 5% 이상
15%미만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자를 “유력주주”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유력주주가 된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영란은행에 서면통보만 하도록 하였다 (영국은행법 제37조 제1
항, 2항). 그리고 해당 은행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주주경영지
배자”나 법인체에 대하여는 영란은행이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39조 6항). 그리고 금융조합의 경우에는 동일 조합원이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
나, 동료와 함께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란은행이 보고를 요구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29조 7항 (c)).또한 주주경영지배자가
혼자서 또는 동료와 함께 총회에서 의결권의 20% 이상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자격
이 있는 법인체에 대하여는 영란은행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은행의 영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41조 제2항 d). 또한 조합원이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혼자서 또는
동료와 함께 의결권의 20%이상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체에 대하
여 영란은행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영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행법 제41조 제2항 c).
26) 전삼현, 은행자율과 법, 자유기업센터 (1998),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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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라는 막연한 국민적 공
감대에 정책 목표를 집중시켜왔다.
이러한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금지와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문
제는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아울러 금융기관의 소유 및
경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기업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우려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세계금융시장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세계의 금융시장은 이미 개방되었고, 금융지주회
사를 이용하여 우리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주식소유제한에 관한 틀을 마련하여야 하리라 본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그룹에 속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동일인 소유한도를 34%까지
허용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최소한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둔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전문그룹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34%까지를 소유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인찾아주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IV. 결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락하였으
며, 금융지주회사의 거의 대부분을 주인없는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최대주주를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은행의 주인은 정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
서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은 아직도 후진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즉,
한국은 금융시장 성숙도 80위, 금융 건전성 122위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
의 경쟁력은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은행 경
쟁력을 나타내는 ROA(총자산이익률)가 인도네시아(2.75%), 말레이시아(1.70%)에도 떨
어져 0.3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정책과 리더십 부재, 금융전문가 태부족,
덩어리 규제, 금융산업 자체 혁신 의지 미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의 문제점은 주인없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산업인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은행의 주인찾아 주기”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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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행방법으로는 은행법상의 은행주식 동일인소유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기업
구분없이 10% 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에 대하여는 20%까
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동
일인 소유한도를 34%까지 허용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최
소한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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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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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준 모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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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배 구조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양준모(연세대 교수)

KB금융 내분사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주회사와 은행으로 이원화된 금융지주체제의 문제점
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및 농협 등 금융지주들에서 은행이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장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KB금융사태
는 금융지주사가 각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
상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주인이 없는 금융지주회사체제에서 지주 회장과 행
장의 선임에 관한 일관된 지배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내부 조직에
대한 장악력과 관련된 문제점과 관치금융으로 인해 성과보상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것
도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주주의 권리가 이사회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사회의 구성이 과연 주주
의 권리를 구현하는 수단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지 검토의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대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리스크관리의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
장 등이 사회이사로서 상시적 세부 관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
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통제하는 채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기본적인 지배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임직원 보상체제, 위험관리체제, 이사회의 기능, 그리고 주주 권리의 실현 구조 등
의 지배구조의 주요한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의 보상체제
는 금융기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경영실적으로
보상체제가 구축되었을 경우, 단기적 구조조정 및 자산 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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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기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체제의 합리성이 담보되
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러한 보상체제 마련에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보상체제
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해외지점의 심각한 사고가 내부 통제에 의해서 관리되고 각 종 투자결정의 위험을 관
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관리는 형식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에 의거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이
러한 위험관리가 비상임 사외이사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도 중차대하기 때문에
상근이사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주사의 위험관리는 각 자회사들의 특성에 맞추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행될 필요
가 있으나, 자회사를 통제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자회사의 경영진에 의해서 막혀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지주회사가 전략에 따라서
내부통제, 위험요인의 식별, 정보 소통 및 모니터 등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제반 수단
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도 제고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
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사회는 사고 발
생 및 성과 미비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전임자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투명한 이사
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와 함께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주들의 역할이다. 주주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견제하고 있다. 특히 주주들이 이해 상충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얻어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소유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옥상옥으로 평가하고 필요성에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개별 은행이 할 수 없는 위험관
리 및 자산운용을 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현재
와 같은 지배구조와 역량이라면 다시 한 번 지주회사 체제를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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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현주소와 발전방향(토론문)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O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금융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 80위, 금융 건전
성 122위로 평가.

핵심은 ‘주인 없는 금융기관’. 금산분리 원칙에 의거,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주식보유가 엄격
하게 제한됨. 금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의 범위를 넘어섬. 카드와 산업의 분리(카산분리), 보험
과 산업의 분리(보산분리)가 그 전형.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후 대부분의 민간은행들은 금융지
주회사에 편입.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정부 및 정부기관. ‘관치금융’은 이 같은 소유구조에
숙명적으로 연유. 이번 KB금융지주 사태의 뿌리 역시 관치금융.

금산분리, 민간의 금융기관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익은 무엇인가? 헌법 제37조 제2는 ‘과
잉금지 원칙’ 조항. 공공의 필요에 비해 지나치게 사인(私人)의 재산권행사와 사적자치권을 제
한하는 것은 위헌적. 칸막이 규제를 유지해 온 미국의 규제완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미국
은 1920~30년대에 은행업에 대해 ‘지역간 영업규제’(1927년 McFadden)와 ‘업종간 규
제’(1933년 Glass-Steagall법)를 시행. 하지만 세계금융시장의 변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경쟁력제고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1994년

Riegle-Neal법을 제정해 ‘지역간 영업규제’를 폐지하고, 1999년에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SM
Act)을 제정해 Glass-Steagall법의 4개 조항 중 ‘자회사방식의 겸업을 제한’하는 2개 조항을
폐지. 이로써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동시에 업종간 규제를 완화.

O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태동. 은행업, 증
권업, 보험업 등 전통적 업무영역의 붕괴로 인한 금융산업 간의 겸업화, 금융기관 간 M&A,
전략적 제휴로 인한 대형화, 또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로의 진출
등이 그 배후요인으로 작용. 한편 금융회사들을 지주회사 밑에 계열화하면 경영 상태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감독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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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문제점도 노출.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결정구조. 국내 금융지주
사는 은행지분을 100% 소유이지만 지주회사와 은행 모두 이사회가 존재. 이번 KB사태처럼
문제가 돌출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됨. 또한 자회사인 은행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출범 이후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놓았지만, 은행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11개 금융지주사의 총자산에
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84%.

O 금융당국의 '널뛰기 제재'
이번 KB사태는 금융지주 회장을 둘러싼 은행 내부 갈등과 금융당국 등의 마찰에서 비롯. 그
같은 마찰은 금융관료의 낙하산 즉 '관피아' 관행과 무관하지 않음.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사태에 대한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의 제재 수위를 석 달 동안 세 번이나 바꾼 것도 ‘화(禍)’를 키운 것. 국민은행이 검사를 요청
했을 때 "전산교체는 은행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이니,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기구에서 풀
도록 하고, 양측 간 내분에 대해 따끔하게 경고하는 선“을 지켰으면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을 수도 있음. 하지만 금감원은 곧바로 검사에 착수. 제재 수위 통보까지 소요된 시간은
단지 20일. 지난 1월 KT ENS 불법대출에 대한 징계통보가 아직 안 된 점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

O 자기권력화한 사외이사들
KB금융지주 사태는 ‘관치에 따른 낙하산’과 ‘사외이사’들의 무사안일이 만들어 낸 합작품. 지
주·은행 사외이사들 면면을 보면 전관예유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음. 그들
대부분 금감원, 한은 출신들 그리고 관변 교수들. 주전산기 교체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식견을 갖춘 ‘IT 전문가’도 아님. 외부자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외이사가 IT전문가
일 필요는 없음. 하지만 주(主)전산기 결정을 둘러싸고 회장과 행장을 편 갈라 갈등을 조장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움.
KB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자기권력화’ 함.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뽑고, 그 사외이사 9명만으
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뽑는 구조.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는 ‘독립이사제 운영’.
이런저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 그 본래적 역할. 하지만 기대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사외이사들은 주전산기 교체
와 관련한 내홍의 명백한 당사자임에도 그들은 KB가 만신창이가 된 5개월간 사라졌다 금융위
원장 요청으로 회장 해임의결을 할 때 나타남.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라고 여김. 주인 없는 은행의
사외이사는 관치의 대리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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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 및 지배구조 개편 근본 대책 나와야
금융산업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현실이 문제. 금융을 ‘자신들의 권한 범위’에서 벗
어나지 않게 하려는 정치권력과 금융관료 등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
임. 금융감독은 강화하되 소유구조를 개편해 ‘주인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음.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벌 위주의 낙후된 금융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수술해야 함.
금융당국의 금융사 제재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금융사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계기
로 삼아야 함//

- 47 -

발표 3

인사와 규제 및 감독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문 종 진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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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금융의 현주소와 내부통제강화 및 규제완화방안
문종진(명지대 교수)
작년 말부터 시작된 KB금융의 금융사고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동경지점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조성, 국민채권상환액 부당편취, 컴퓨터시스
템 교체와 관련한 지주사회장과 은행장간의 오랜 갈등과

감독당국의 중징계 후 동반

사퇴에서 보여준 KB 경영진의 모습에서 한국금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동 과정
에서 KB의 영업력은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일이 한국금융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내부통제제도나 건전성규
제, 인사규제 및 감독규제가 정비되지 않음도 아니다. 이는 순전히 국민총생산의 1/4
에 달하는 거액의 자산을 운영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CEO 위
험에 기인하고 있다. 금융과 리스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자
리보전과 단기적 과시성 실적에 연연하게 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능력
을 갖춘 경영진을 임명하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관료적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될 때
이들은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면합의로 인사 및 복지를 결정하게 되
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킨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산업이 경제성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놔두기보다는
각종 정책집행을 금융을 동원해서 하려 한다. 정책집행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파
악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동 실적 미달시 경영실태평가등급에 반영하여 검사주기와
연계해 차등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 신뢰도, 총자산수익률, 비이자수익비중, 예대마진, 생
산성 등이 전세계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총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득이나 국내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돌파해 나갈 능력
이 있는 CEO 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 가해지고 각종규제
완화와 강제적인 정책참여 권유는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해서도 가급적 지양
해야 하겠다.
한편 공정한 감독 및 검사 재제가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사안마다 서로 조율되지 못한 파열음을 내고, 신속한 조치마련에 실기
하고 있는 현재의 기형적 조직형태를 띄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금융위원장의 금감원장 겸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분쟁관련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소비자보호원 분리주장도 있으나 이는 국민
에게 과도한 감독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함으로 금김원내 별도 독립조직화 하던지 한국
은행 산하에 두는 것이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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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임으로 건전한 조직구성을 위해 내부통제강화차원
에서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사
외이사의 선임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대
주주등과의 거래를 제한 등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私금고화 차단해야한다. 금융지주
사에 경영관리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금융그룹 중요 경영사항*의 책임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토록 하자. 금감원 재제심의위원의 구성을 다양하고 당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발표 4

인사와 규제 및 감독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의 형태와 지배구조-

오 정 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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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의 형태와 지배구조
오정근(한경연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특임교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 금융감독원으로 탄생되고 이어
2008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체제를 갖춘 현재의 금융감독제도가 설립되었
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금융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
입으로 금융의 비효율이 누적된, 이른 바 관치금융에 있었으나 새로 설립된 금융감독
원을 금융감독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둠으로써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관치금융문제가 더욱 악화될 소지를 남겼다.
그 결과는 2001~03년 중에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 2011에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KB금융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이은
금융사고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의 필요성을 환기시
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과 감독사각지대 가능성 등 통합감독의 문제점도
드러내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감독제도에 일대 전환기가
되었다. 즉 시스템위기의 사전예방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위
기의 사전예방이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
의 금융안정기능이 다시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통합감독체제
를 구축했던 영국은 감독제도를 영란은행으로 다시 이관하고 미국도 FRB의 감독기능
을 강화하는가 하면 유럽연합은 유럽중앙은행 산하에 유럽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하는 등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이 속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밖에 파생상
품 등 소비자가 그 위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국
내외 금융정책 조화도모, 감독의 분권화와 전문화, 건전성규제 강화, 중앙은행 금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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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감독당국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감독당국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10대 금융감독제도 개편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편방향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원 기능을 시스템리스크와 관련성이 큰 은
행과 제2금융권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증권 보험 파생상품 등 금융상
품거래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누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로존의
경우처럼 금융건전성감독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을 따로 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원활한 최종
대부자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징후 시에는 한국은행에 단독감사권을 부여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편방향이 분권화 전문화의 필요성과 감
독사각지대 해소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은
각각 금융건전성감독과 금융시장감독에 대한 정책수립과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임
원의 임기가 보장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안에 각각 금융
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한다.
관치금융의 우려가 큰 금융위원회는 해체하여 국내금융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의
국제금융정책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시장감독기능은 금융시장감독원의 금융시장감독위
원회에, 금융건전성감독기능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의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에 이관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유효성과 효율
성과 옥상옥 이중규제 소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감독원에 현행대로 금융소비자보
호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독당국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한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어디 까지나 협력기구
이며 각 당국의 독립적인 정책결정을 구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책
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근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관치금융청산으로 금융산
업 발전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방향으로
10~2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금융감독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중

심에는 관치금융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고도 관치금융의 꼬삐를 놓지
않고 글로벌금융위기와 저축은행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겪어면서 감독제도개편의
열망이 고조되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한국 금융감독제도의 현실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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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금융관료들도 지난 50여 년동안 지속되어온 금
융지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다. 한때는 동아시아금융허브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제는 후발주자인 상해에도 밀리면서 아무도 금융허브 얘기도 않은 한국금융산업의 실
상에 깊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감독제도의 구축은 독립성확보, 분권화,
전문화를 통해 위기예방에 필요한 규제로 금융안정 추구하면서도 금융산업을 미래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관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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Ԇऐଞ̖ࡱʃѧࢿѦࢂ
ࠪएؑ˱࣏



ࠝࢽ̒

ଞ˲ˁࢿࠉ˱ࡕটࡕࡢ˱ࠉڀʢ˲оઞࢎˬܹ 
߅ࡱ̖߅ݤଝୣࢠ 




८Է
• Ϣࢂࢂؑˁ

• ̖ࡱʃѧࢿѦʎ؏ଯ

• Ԇऐଞ̖ࡱʃѧࢿѦࠪएؑ˱࣏

• ֙ࡸ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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Ϣࢂࢂؑˁ
• ۢࢶࠝզୃଭ̖ࡱʃѧࢿѦ

• ؆ـѸЕ̖ࡱٕݨળѰ

• ̔Իࡪ̛ࠪࡢࡱ̖أԡࢢࢽࡢ̛

•


ۢࢶࠝզୃଭ̖ࡱʃѧࢿѦ

ϗ̖ࡱࡢ̛Իଞ˲ࢽٕࠪ,0)ɼʼଞо̛۽८

˗ߟ߾ࢂʠଢࢂଞęࢂଯ۰ /HWWHURI,QWHQW Ě 
 ߾۰Еęࡋࠒ ۽ࢂۘࢽࢢRSHUDWLRQDODQG
ILQDQFLDODXWRQRP\ ࡶࡪؿଞĚଢʃѧ̛˱۶վࡶ̍
ࢽ

• ઞ,0)ɼ؈ɾଞęଞ˲ˁࢿԻ̐Ԓ߾оଞֻ֩Ԑ
ѐĚ  ߾۰Е

– ęࢽٕࢂʎࢇٸ୪ࢶࢉ̖ࡱٕࢇٸॹٕ˕חϩࡵ
̛߶ٕࡶחটԎ WKHOHJDF\RIJRYHUQPHQWLQWHUYHQWLRQ
KDVOHIWDQLQHIILFLHQWILQDQFLDOVHFWRUDQGKLJKO\OHYHUDJHG
FRRSHUDWHVHFWRU ĚବࡳװԻ

– ęʈԯଜˈѧվࢶࢉʃѧ̛˱ DVWURQJDQGLQGHSHQGHQW
VXSHUYLVRU\DJHQF\ Ěձ۶վଜࠆʢࢷ۽ʃѧࡶʈଢ
ଜˈઆָˈࢿࡶ۽ଥߞଞЬˈ࣯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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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ࢶࠝզୃଭ̖ࡱʃѧࢿѦ ˃ ܖ

• ̐Ԡ߾Ѧٙ˱ଜˈࢢࢽˁࢿࡕࢇ؈ଞ
ؿѦՎ  ߾Е


– Яܻęࡵଭऎ̀ؿଵ̛ࡱ̖̀ࡱ̖ࢿ
˗߾оଞʃѧ̛МࡶଢଜЕئթ߇Ěࢂࠉ
ֆ̧ए˲ୣ˕ձ࣯ࢠ


– قԎࢂଯ۰߾̍ࢽଞęࡋࠒۘࢢࢽۘࢂ
۽Ě˕ֻ֩Ԑѐ߾۰࣯ࢠଞęʈԯଜ
ˈѧվࢶࢉʃѧ̛˱Ě߾оଥ۰Е̗߯
ࢇ߷߹ࡸ


ۢࢶࠝզୃଭ̖ࡱʃѧࢿѦ ˃ ܖ
• кটܻܻଞࡢࡕୣԻۢɽଜࠑы̖ࡱʃѧࡢࡕୣ߾
˲ࢂݨଭࢽ࣏ऐࢇҚ߭۰ִ۰̖ࡱʃѧࡢࡕୣࠪ
̖ࡱʃѧࡕࢂࡢۘ˕ࠇଟ߾оଞϢԄࢇࢿ̛
– Яܻଞ̛˲הیМփܹଭଟʨࢇԂЕଥָ


• ϗࡖ̖ࡱʃѧࡢࡕୣɼЬࢢݤˁٕࢂ̖ࡱ
ࢽॺ˕ࡢࡕୣࢂ̖ࡱʃѧ߶הձଢଞ̖ࡱࡢࡕୣ
Իоʎ̖ࡱʃѧࡕࡶଟଜЕࢽٕٕঈ


– ęࢂଯ۰߾۰ࡁ˱ଞ ࡋࠒۘࢢࢽۘࢂ࣯ࢇ ۽ؿѹ
ʈԯଜˈѧվѹ ʃѧ̛Мࡵࣗݨۘݨی


¾ ˗ݦ̖ࡱϢԄΎࢎ߷ࢇо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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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ـѸЕ̖ࡱٕݨળѰ

aϗࡈݦҖی

– и৷ٴ؟ٟˤ୯ˁ̛߾Ҭհΰܹоࢽॺ
– ࡈݦҖیʢࢷܘ۽ɼ˃ٕॹऎɼ ϗֆࡈݦٙԛ
փָ 


• ࢵࡵଭی

– оࢵࡵଭࠬࢿ̍˕۽ࢽॺʃѧʦݨٕی
– ࠆࢵࡵଭٕ̖ؿ̖ࠖݨҟւоଞیୣࢶ̛ߞࡈٸ


• Ѱߦऎ̀ی

• .%̖ࡱی


¾ ۘࡢ̛˗ࢂ̖ࡱࢽॺଜࡢ̛˗ࢂ̖ࡱʃѧࡶࢿߟ
¾ ʠоଢʃѧࢿѦଜࢂʃѧٸ୪˕یɽएо
¾ Πଜ߾یࢉۏҬհʃѧʦݨٕی


•


̔Իࡪ̛ࠪࡢࡱ̖أԡࢢࢽࡢ̛

ݘݡ੩̘ࡿࠓࢴۉ،ࡳଛʝݡʟࢴۺ࠾ࣵࡿࢼ̊ۺлѼ


– ʎࢂ˗̛ࡱ̖طট̛ࡢଵࢇ̖ࡱࢿѦࢂΰࢢࢶٙ߇ࢽٸࢂؿࢽ˕۽
оঢ়ࡳ۽Իࢉଜࠆ̖ࡱݛݤ੬ࢂࡢ̛Իۏ

– ̖ࡱݛݤ੬ࡢ̛ЕоΰࢶࡳԻ˕Ѧଞࠪࠆ˓ࡈݦо࠹ࢶࡳԻ˕Ѧଞ
ࡪقѿɼएˁԻ

– ࢇԜଞ˕Ѧଞࡳࢶߦࡶࡪقࠪࠆ˓ࡈݦԻ̍ࢿଜࠆࡢ̛ձࢷی
߾ࠖ؏ଜˈଜЕࢽॺࢇʠݤʢࢷࢿ̍۽


• ̘ݡনࣔлْ̘ЙܶପଙВࣵߏࡲପࡿ̓߄ࢺ̘Йࣵ࠾ۺ
лѼ

– ࡢ̛؈ۢݤӖЕࡢ̛؏ۏएࡢଞࣸߒࡵଭࢂࢶݤফࣗоٕɼٙ
ɼଔଜʯѸִ۰̖ࡱ߇ࢽࡶࡢଞࣸߒࡵଭࢂ̖ࡱ̛˗߾оଞࢶݤ
ࢽଞࢽؿળ߆ࢇࣸ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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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ࡱʃѧࢿѦʎо؏ଯ

̓ʀѤࡿѤջ˗ؼୖۺ̖ࡱঐࣸࡱ̖ۏʎ̛Мࢽۘ


̓ࢺॷ˒ʀѤ̘Йٔնࢽॺࢂʃѧ̛Мߟ؏ए

˯έ̓ࢺॷ˒˯ࢼ̓ࢺॷࡿ࣌୕Ѧֻ

ٔ˽୕ࢴ୕הʷࢼࠧ̋ѧࢺૢଥ̑ـʃѧیɽएоঋૢ

ʝݡʟࢴࢼ̊ۺʅ୕̖ࡱࡢ̛؏ࠖࢶࢷی

ࣵߏࡲପ নࣔлْ ࡿ̓߄ࢺ̘Йʅ୕ࡢ̛ࠖ؏˕؏ۏए

̓ؼٵܒୋʅ୕؏ࠖࢶࢷی̛ࡢࠪؿٸܕ

ʀѤз˯ࡿॷࢋۺઃֵۺʅ୕˲ݦࢂՇୣـ

ʀѤз˯ɻࡿࡧ̘ࢳୃԬࢼˮলࡢ̛घ୯ࢶݤए߷̛ݨЕࡢ̛оࡻ

ʀѤࢼѣࡿ˯ࢼࢳࢺଟࡱ̖˅ࢼۺʃѧ߾оଞ˲ࢿ˓࣏ࠪԯʈ


̖ࡱʃѧࢂѧվ۽ؿ

˗̖ࡱঐࣸࡱ̖ۏʎ̛Мࢽۘ

ࢽٕ
ࢽ̀

˗̖ࡱ

ࢽˁࡪ९

ʃѧ
к˲
ʃѧٕݨ

ˈࡢଵ
આ

̖ࡱ̛
˗

̛߶

̖ࡱ
ٕݨ

̖ࡱࣸʎ̛М؈б
ফܹ̒ݫϗɾ؈ۢଞ̖ࡱࡢ̛ࢂоٕٗࢇ̖ࡱʃѧ߾оଞ
ࢽࢶʎࢇࡢ̛ձݪ 4XLQW\QDQG7D\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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ѧվ۽ؿ

˗̖ࡱঐࣸࡱ̖ۏʎ̛Мࢽۘ ˃ ܖ



ࢽٕ
ࢽ̀

˗̖ࡱ

ࢽˁࡪ९

ʃѧ
к˲
ݨ୪ʃѧ

ˈࡢଵ
આ

̖ࡱ
̛˗

̛߶

̖ࡱ
ٕݨ

̖ࡱࣸʎ̛М؈б


̖ࡱࢽॺ˕ʃѧ̛Мٗչ
ࢽॺࢂʃѧ̛Мߟ؏ए


• ̖ࡱࢽॺࡵ̖ࡱ߶ۏ؈ࢷࡢଞॺࢽ߶ۏĜ
• ʃѧࢽॺࡵ̖ࡱࡢࢽ߇߶ۏଞ̍ࢿࢽॺࡳ
Իۘоվࢶ˗˃

• ̖ࡱࢽॺк˲ࢇʃѧ̛˗ࢂۘࡢ̛˗ࢊˁࡉ
̖ࡱࢽॺࢇଜࡢʃѧ̛˗ࢂʃѧʦࠒ߾ی
ଯ
– ʃѧٕݨԻ̖ࡱٕݨটԎ
 ࠖࢵࡵଭ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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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ࡱࢽॺ˕ʃѧ̛Мٗչ
ࢵࡵଭࢽॺضঊ˕ࢽ 
• ̖ࠖؿଞѦۘଯ࣏ࢽ  փࡕ!փࡕ

• ָঢ়ضˁ  ۘࢵۘ!ˈ̖ࡈݦࡵଭ ۘݦ
ࡈ̖ˈߞئк؆оٙ˱˕ !ࢵࡵଭ  

• ࢵࡵଭ̍ࢿࠬ  ԡ %,6ˈۘࢇٸ
ࢽࢇଜࠆࢇٸݦଜࢵࡵଭ ѰࢊࢉࠆݦଞѦ 
߮ࡕ ࢿ࠹ࢽॺ

• 3)оষী̗̍ࢽࢿࢽ  3)оষ̗ऎٕݨ

!ࠆʎࢵࡵଭ̖ʃࡕϗ߾ଞءʦ̐یԜΟ
ϗࢇࢷϗѰ߇ٙئоষࢶ؈׃ବࡸ


˲ΰ̖ࡱࢽॺ˕˲ࢿ̖ࡱࢽॺࢂ
࣏Ѧֻ


• ʎ؏ˁࢿ߾۰˲ΰ̖ࡱࢽॺ˕˲ࢿ̖ࡱࢽ
ॺɾࢂ࣏ԻࡋࢽॺऑӖЕؿЬࡪ
୪ଞࢽॺऑଗࡁ۽


– ˲ΰ̖ࡱʠԎۿYV˲ˁɾ̖ࡱʠԎ ۿٺੵ ۿ
– ࡪقʠݤʢࢷࢿ̍۽YV˲ΰоষʠݤʢ
ࢷࢿ̍۽

- 85 -


ٗ̀ࢷחʺࢿࠪ̎
ѧࢺૢଥ̑ـ

• ଢʃѧࡕࢂࢽؿѧࢺࡳԻଞࡵ
ফࣗоٕ

 ࠖؿ̖ࠖ ؿଵ̖ए̗ ࢂࢸࢶࢂݤଞ
ٗଞࢽܹؿखٕ࣐ࡳԻࢶ̛оঈ߭Ԯࡏ

– ˓Ѱʦ̀یփࡳԻЕٕ࣐
• ʦیୣܹࠪࢿח۽ࢂݤ

– ଞࡵ̖ʃࡕ˓Ѱʦ!!!ی
!̧ए ଞ˲ˁࢿ 

• ˓ѰʦیՎଞࡵࠖࢂؿՎࢽଞࢽܹؿख
ଞ˃ۘݨળ߆߭Ԯࡏ
– ̖ʃࡕࢷжʦݤܹࠇیʎطʦیՎܹ
– ଞࡵࠖؿʢࢷ˗۽Վփܹ

•


ٗ̀ࢷחʺࢿࠪ̎
ʃѧیɽएоঋૢ
ଢʃѧࡕࢂࢵࡵଭٕݨʃѧʦی


– ࢷ˲ࠆʎࢵࡵଭ߾оଥ̖ʃࡕϗ߾ଞءʦی
– ̐ԜΟϗࢇࢷϗѰ߇ٙئоষࢶ؈׃ବࡸ


• ࡵଭऎ̀ؿଵࢿ̖ࡱֻ̀ѿʃѧʦیଜЕଢ
ʃѧࢿѦଜ߾۰Е࣏ऐࢉԯࢷ߾ִ۽ח۰ࢵࡵ
ଭʃѧٕݨɼМ࣑ۘ۽
– ̖ʃࡕΰߦएࡸएϢԄ
– ࢵࡵଭদࡵۏऎɼ؆ִʦࢉیԯʃܕ
• ָ!ָ!ָ!ָ

– ࢵࡵଭیࢇ୯ʦࢉیԯؿʈ

• ϗ̖ࡱࡢ̛Ѧʃѧʦییɽएоࠑыࣗଢ̖
ࡱୣ߾ی۰؈ЯѸ߹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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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ࢷחʺࢿࠪ̎
ϗࡢ̛ࢇ୯۴ऑ˲Ѱଯ
• هݷʃѧࢿѦ࣯ࢠоѿ 0LFKDHO7D\ORU 

– ̖ࡱ߇ࢽ̛˱ )LQDQFLDO6WDELOLW\&RPPLVVLRQ)6& ࡵଭؿଵ
یࡈࡋۏҟ̖ࡱୣیʢࢷ۽ʃѧ
– & ˱̛ؿٸܕRQVXPHU3URWHFWLRQ&RPPLVVLRQ&3& ̖
ࡱؿٸܕ


• ࠒ˲



– ϗࢇ୯ଢ̖ࡱʃѧঐ )LQDQFLDO6HUYLFH$XWKRULW\)6$
ࡶଥଜˈݤʠݤʢࢷ۽ʃѧࡶࠒԄࡵଭࡳԻࢊࡕ
ଜЕ̖ࡱʃѧ˃Իʎ
• ࠏԁࡲପ߾̖ࡱࢽॺࡢࡕୣ )LQDQFLDO3ROLF\&RPPLWWHH)3& ݦ۶
• )3&ۏଜ߾35$ 3UXGHQWLDO5HJXODWLRQ$XWKRULW\ ࠪ)&$ )LQDQFLDO
&RQGXFW$XWKRULW\ ձٗչݦ۶
– 35$ʢࢷ۽ʃѧжк
– )&$ࢠݤؿٸܕʃѧжк

ٗ̀ࢷחʺࢿࠪ̎

ϗࡢ̛ࢇ୯۴ऑ˲Ѱଯ ˃ ܖ

• ˲

– ̖ࡱ߇ࢽʃࡕࡢݤୣ )LQDQFLDO6WDELOLW\2YHUVLJKW
&RXQFLO)62& ۶վ
• ݛݤ੬չݛоࡻʃѧԯʈ

– (4$6,),Vʃѧжк̖ࡱࢷ؆ࢂݛݤ੬չݛʃ
ѧ̛˱
– ̖ࡱ& ˲ؿٸܕRQVXPHU)LQDQFLDO3URWHFWLRQ
%XUHDX&)3% )5%ۏଜ߾۶ ࠖࠒࡋۏҟࠉࣱ
ࡳԻٕঈࢊࢽଞѧվ ࢠؿ
• ̖ࡱ̛ؿٸܕМʈ


• Ԋݛ

– ̖ࡱʢࢷ۽ʃѧࡕ $&3 ࢂࢠࣸߒࡵଭদࢢʽࢎ 
– ̖ࡱࢠݤʃѧࡕ $0) ࢂࢠ̖ࡱࢠݤʃѧࡕ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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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ࢷחʺࢿࠪ̎

ϗࡢ̛ࢇ୯۴ऑ˲Ѱଯ ˃ ܖ

• ࣯

– ʢࢷ۽ʃѧࡕ $XVWUDOLDQ3UXGHQWLDO5HJXODWLRQ$XWKRULW\$35$ ۶
վ  ̖ܹࠖী̛˗ؿଵୣیʃѧ
– ऎ̀આࡢࡕୣ $XVWUDOLDQ6HFXULWLHVDQG,QYHVWPHQW&RPPLVVLRQ
$6,& ۶վࠒ߶ଭࡢʃѧ˕ؿٸܕ


• ЍओԐҖ

– هݷʃѧࢿѦԻࢷ4$0<ࠪ)0$Ի˱۽


• ѧࢊ

– ࠆ،ࡲପ߾ࡵଭʃѧ̛Мखࣸ


• ࡪԡࣸߒࡵଭ

– ࡪԡࣸߒࡵଭ (&% ۏଜ߾ࡪԡݛݤ੬չ˗ݛչࡢࡕୣ (65% ۶
– ࡪԡࣸߒࡵଭ (&% ۏଜ߾ࡪԡଢʃѧ̛˱۶ଢࢂ


¾ ࣵߏࡲପࡿʟࢴۺʀѤ̘Йʅ୕ۼ


ٗ̀ࢷחʺࢿࠪ̎

ϗࢵࡵଭیࢇ୯ଞ˲ϢࢂѰଯ

• ʃѧࢿѦʎϢࢂоѿ
– оԶएݤԻ̖ࡱʃѧୂݦ7)˱۽

• ɾࢽٕ˓Ѱયࢠଜ߾ɾָࢽָٕࢂࡢ
ࡕࡳԻ˱۽
• оԶएݤٙ˱̖ࡱʃѧࢿѦʎଗࡁଜΟࣸ
ࢠ̛ʦੵ˕ࢿԻʼԽ


– ˲ୣʃѧࢿѦʎϢࢂऑ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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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ʠݤʢࢷࢿ̍۽ʈ
̖ࡱࡢ̛؏ࠖࢶࢷی

ϗ̔Իࢇ̛ࡢࡱ̖أ୯ʠݤʢࢷ̍۽
ࢿࢂࣸࡁ۽оѿʈ


– ୩Я্ִִ߾۰ˁ̛ҁΟ࠹ٕʸ߾оଞ̖
ࡱࢿѦࢂʈʢ۽ʈ
– ߾্ִࠊ˃ݤ۰̖ࡱࡢଵࢂࢶࡶࢿଞଜࠆ̖
ࡱࡢଵࢇٟˤѺɼМࢇࣲࡶ۽Е̖ࡱࢇیࠬ


– %,6̛ٸقʈҟʠݤʢࢷࢿ̍۽ʈ
– ʠݤʢࢷࢂ۽ࢽॺ˕ࢂ̝ଞ˗˃ˈԮଜ
ࠆɽ˲ࢂࣸߒࡵଭʠݤʢࢷ̛۽Мʈۿ



•


ফࣗоٕࣸߒࡵଭࢂ
̖ࡱ߇ࢽ̛Мʈࡢ̛ࠖ؏

ϗ̔Իࢇ̛ࡢࡱ̖أ୯ࡢ̛ࢶ̑˼ݤ

ࡳԻফࣗоٕձଟܹЕࣸߒࡵଭ̛Мࢂ
ࣸࡁٕࢢ۽ɽࣸߒࡵଭʃѧ̛Мʈۿ


– ࡢ̛̛ࡢ˕؏ࠖࢶࢷی؏ۏएձࡢଞࢶݤফ
ࣗоٕձଜ̛ࡢଞࣸߒࡵଭࢂ̖ࡱ̛˗ʃѧʦ
یଗࡁ۽оѿ

• ଞ˲ࣸߒࡵଭ˕ٗչѹʃѧ̛˱ࠪࢂࢽˬؿզ028փ
ࡳԻЕࢶ࣏؏̛ࠖࡢݤ߭Ԯࡏ


– ࣸߒࡵଭࢂ̖ࡱ߇ࢽ̛Мʈۿ



• ଞࡵئʎࢽ  ę̓߄ࢺࡧࡿଛЩĚЕߕଞח
˱૦ଡѸ߹ࡶڸϢࢂоѿѸ߹ыЬѤʣיࡵ˽ۉԽ
ЬѤ࣌˽ۉѦٙ૦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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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ࡱؿٸܕʈ
؏ࠖࢶࢷی̛ࡢࠪؿٸܕ
ϗ̔Իࢇ̛ࡢࡱ̖أ୯̖ࡱۘ૽ઞࡢ


ଵࢇܾʷऑɽࣗࢠݤࢂئ̛ࡱ̖ݦ̖ࡱۘ૽
߾оଞࢽٸؿоঢ়ࡳ۽Ի߭ԮࡏʹЕ̖ࡱٸܕ
ࢂؿଗࡁ۽оѿ

– ɽ˲̛ؿٸܕМʈۿ



• ࠒ˲ࠒԄࡵଭ߾۶ѸЕ)&$ )LQDQFLDO&RQGXFW$XWKRULW\
ɼؿٸܕжк
• & ˲ؿٸܕࡱ̖˲RQVXPHU)LQDQFLDO3URWHFWLRQ
%XUHDX&)3% )5%ۏଜ߾۶ ࠖࠒࡋۏҟࠉࣱࡳԻٕ
ঈࢊࢽଞѧվ ࢠؿ

– ଞ˲̖ࡱࡕؿٸܕ۶վ࣯ࢠоѿ̖ʃࡕΰࢂ
̖ࡱؿٸܕঈ۶


ʃѧк˲ࢂॺࢎ۽આָ۽ʈ
˲ݦࢂՇୣـ

• ʃѧк˲ࢂѧվ۽ʈ߾ҬԂॺࢎ˕۽
આָ۽ѦкࠉʈѸ߭ߞଡ


– ʃѧ̛˱Еʦܹה߶ࢢࢿی࣏یଭࣸߒࡵ
ଭࢽॺؿЬߵʸଞॺࢎ۽ࢠؿଗࡁ

– ଞ˲ࢵࡵଭیѰߦऎ̀ی.%̖ࡱ
یҟࡳԻݨѹ˲ݦࢂՇୣࡢࡶـଥ۰
Ѧॺࢎ˕۽આָ۽ʈɼ̝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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Ԇऐଞ̖ࡱʃѧࢿѦࠪएؑ˱࣏



• ʀѤз˯ࡿѤջ˗ؼୖۺ̖ࡱঐࣸࡱ̖˕ۏʎ̛
Мࢽۘ


• ̓ࢺॷ˒ʀѤ̘Йٔն˯έ࠶̓ࢺॷ࣌୕ѣָ


• ٔ˽୕ʺࢿࠪ̎ࢿˈ


• ʝݡʟࢴࢼ̊ۺʅ୕ࠧࣵߏࡲପ̓߄ࢺ̘Йʅ୕


• ̓ؼٵܒୋʅ୕

• ʀѤз˯ࡿॷࢋۺઃֵۺʅ୕

• ʀѤз˯ɻࡿࡧ̘ࢳୃԬࢼˮল˯ࢼࢺଟ˅ࢼۺ


ʃѧк˲ࢂѧվ۽ؿ

,0)ࢂ̖ࡱʃѧ̛˱ѧվ۽ૡɼࣱ̛  
–
–
–

•

̖ࡱʃѧ˗ئթ̀ࢽࢿࢽ̍ଞࢂ۽


ʀѤ߳ܶבପࡿەѤջ 5WRGTXKUQT[+PFGRGPFGPEG 
–

•

ࢽٕ࣏ऐࡳԻٕਫ਼ࢂѧվ
ࢎࡕࢎָࢸ८ࢎ̛ࢠؿҟ
ɾࢷחɼࢂফˈࢂیʼࢽ̛˱ॳࠆ


ࡿ˽ࢺࢼ̊أѤջ 4GIWNCVQT[+PFGRGPFGPEG 
–

•



̘ˮࡈࠏࡿەѤջ +PUVKVWVKQPCN+PFGRGPFGPEG 

•

࠹ٕɾࢇ߷ۺѧࢶࢉʃѧ߶ܹהଭ ࢉରɼʢࢷ۽ʃѧʦࢿیо
ҟ


ࠓࡿەیѤջ $WFIGVCT[+PFGRGPFGPEG 
–
–

ࠖۏ۽एষࢂѧվࢶʼࢽ
ࠖ̀ࢉݣۏଞࢇ˲ୣҟࢽٕࢇ࠹ࢂ̛˱߾ࡸ


¾ ଛ˯ࡲࢄߵבѤջѵߪࢎ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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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ࡱঐࡢۏଞ
ʃѧк˲ࢂѧվ۽ʈ

̖ࡱࡢࡕୣଥࡱ̖ۏʃѧࡕΰٕଢࢂࢿফˈ

ࢂیʼࢽ̛˱ऎ̀ؿଵʃѧ


• ̓࢝ݡʀѤࡒୠ ֵ 
– ୃऎ̀۴ࡕࡢיୣձؿଵʃѧ߶̧הए૦ଡଜࠆоʎ

•
•
•
•

ࡕࢠٕࡕࢠࡵкࠉऐࢂࢠٕࢂࢠ
ࡢࡕ۴ࢎࢸ८ࣸվ۽આָˈࢿ۽
ࢷ۽חʉশɾࡢࡕ˕؆ܹࢇۘ
ࡢࡕࢂࢎ̛ࢿ ϗ ࣱ߾ࡕࡢ̖ୃ ࢠؿٗݦଜЕ
 ࢠؿٗݦ



•


˗̖ࡱঐࡢۏଞ
ʃѧк˲ࢂѧվ۽ʈ ˃ ܖ
̓࢝ݡʀѤࡒѧվ̛˱




• ̛˱ۘѧվقהઞܹࢎࢉئऐࡕࢷ۽חؿ

– ؏ࡕࡢݦܞୣیԷоԶऐ˱̛ܖԻࢷ  ୯ঐࠪо
ࢊࢊ߶ˈؿהҟѧվ۽ଥیԷܖষ ଞ˲ࢊ ؿ
– ˓ࡕה߾Ҭհࢷࢿח࣐ٕ۽חɼМ۽


• ऎ̀ؿଵʃѧ˗ئԶࢿࢽ̀

• ʃѧ߶הѧվ

• ࠖࢂۏѧվ۽



– ̖ࡱࢠݤʃѧࡢࡕୣࢂࠖۏʼۏ̀۽
– ˲ୣ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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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ࡱࢽॺ˕ʃѧ̛Мٗչ
˲ΰ࠹̖ࡱࢽॺ࣏Ѧֻ

̖ࡱࢽॺ̛МࡵࢢࢽˁࢿٕԻࢇ˗
• ˲ࢿ̖ࡱࢽॺ˕˲ΰ̖ࡱࢽॺ࣏Ѧֻ


• ऎ̀ؿଵʃѧࢽॺܹվ˕ʃѧݨଭ̛Мࡵ̖ࡱ
ࢠݤʃѧࡕࡪؿ
• ̖ࡱࢽॺࢂଜٕݨଭ̛˗߾۰ੌଔ
• ѧվࢶࢷࢉࢶחʃѧࢽॺܹվʃѧ߶ܹהଭ



•


ٗ̀ʺࢿࠪ̎ࢿˈ

ݛݤ੬չ˗ݛࡵ਼ࢇ۽ଭ˕ࢿ̖ࡱ̀ʃѧ߶ה

Е̓ʟࢴۺʀѤࡒࡳԻࢇ˗

• ̓ʟࢴۺʀѤࡒࡵଞ˲ࡵଭΰ۶ձʦੵ


– ʠݤʢࢷ۽ʈࠪࣸߒࡵଭ̖ࡱ߇ࢽ̛МʈଜЕ˲ࢿ
ࡻٕ߾ۿ


• ̖ࡱʢࢷ۽ʃѧࡢࡕୣ ָ ۶ ଞࡵΰ۶ˁࡉ 

• ࢂࢠଞ˲ࡵଭদࢢ
• ٕࢂࢠ˕ࡢࡕࡵ߶ٕהж˕ࢷˈࡶ۽ࡁࣸ۽חԮଜࠆୃଞࡵ
ٕদࢢ̖ࠪࡱࡢࡕ˕طѦԻ۴ࢎ
• ٕࢂࢠ̖ࡱʢࢷ۽ʃѧࡕٕࡕࢠкࠉऐ
• ࡢࡕɾࢷחɼ˕؆ܹࢇۘࣸվࢶ۴ࢎ
• ࡢࡕࢂࢎ̛ࢿ ϗ ࣱ߾ࡕࡢ̖ୃ ࢠؿٗݦଜЕ ࢠؿٗ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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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ࡱʢࢷ۽ʃѧ˕̖ࡱࢠݤʃѧ
 ̖ࡱࢠݤʃѧ
̖ࡱʢࢷ۽ʃѧ
̖ࡱࣸʎ̛˗
ࡵଭࡵٸଭ 

̖ࡱࢠݤ
̖ࡱઆୣ ی

̖ࠖоষ

̖ࡱ̛˗

̖ࡱۘ૽
̛߶
ɼ˃

̖ࡱઆ
ୣی

ࢽٸؿоঢ়۽
ࢺבؼ
ࢺࡧؼ

یݪࢷی
ی୯ʃݤ
ࡢଵ˗չ

ٸܕ

ࢽٸؿоঢ়۽
ࢺבؼ
ࢺࡧؼ
˓ݤʈ
ٙࠬࢷશʃݤ
ΰٕʠԎʃݤ
ࡢଵ˗չ

̖ࡱٸܕ
ؿ

ʠݤʢࢷࢿ̍۽ʈࠪ
ࣸߒࡵଭ̖ࡱ߇ࢽ̛Мʈ
• ̓ʟࢴۺʀѤࡒࢇଞ˲ࡵଭΰ߾۶
Ѻˁࡉʠݤʢࢷࡵߒࣸࠪࢿ̍۽ଭ̖ࡱ
߇ࢽ̛М˗ࢠ

– ̖ࡱʢࢷ۽ʃѧࡢࡕୣɼѰ߶˗ࠪהѹ
ফˈࢂیʼ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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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ࡱؿٸܕʈ

̓࢝ݡʀѤࡒέ̓ؼٵܒୋঅ࣎ܓ

•


– ࡳࡕؿٸܕԻٗչଟˁࡉࡢؿٸܕଞ̍ࢿࢿоԻѺܹࡶ
ʨࢉɼଜЕ̍ࢿࢂࡪ୪˕۽୪ࢿח۽оѿɼМ۽

– ̖ࡱࢠݤʃѧࡕ˕ࢂࠞۘࠞࢇࣸ̍ࢿܕए

• ࠒ˲ѦࠒԄࡵଭ߾۶ѸЕ)&$ΰ߾˲Ѧ̖ࡱ)& ˯ؿٸܕ3% ࡶ)5%ΰ߾
۶

• ଞ˲ࡵ̛ୣࡳִۚԻࡋ̛˗փҚԮˈଜЕˁଯ


̖ࡱࡢ̛ࢇ୯ۚԻݦ۶ѹ̖ࡱ˗̛˗
̖ࡱʃѧࡢࡕୣ ̖ࡱࡢࡕୣ ̖ࠖؿଵ˓˗ۏیչ˓܁ࡱ̖ࢿ˲یਫ਼̖ࡱࢽؿ
ٗ۱ࡕଞ˲આ˓࣯ی̖ࡱ˓ی˓ࡱ̖ॺࢽیҟ


– ୃ̖ʃࡕΰٗࢪ࣏ࢽࡢࡕୣ߶˗ࢇהଢ


• ࡶـࣸה߶ࢂ˕ࡕؿٸܕଔଜ̛ࡢଜࠆה߶ࢂࡕؿٸܕ
̖ࣸࡱ˗߶הЕ̖ࡱؿٸܕঈɼ˗ࢠ

•
•
•
•


ʃѧк˲ࢂॺࢎ۽ʈ


ʃѧ߶߾הоଞࢽ̛ࢶࢉ˲ୣˈؿ
˲ୣࢂ˲ࢽʃی
ʃࢂࡕیʃی
ΰٕࢿݛݤ੬˱
– ࢎऐࡕଭѰʈԶ
– ΰٕʃࡕࡢیୣʃٗݨیଞ̀ଞٕࠆ

• ̖ࡱ̛˗Πଜࡕیࢉۏঊࢶ̖ए
• ऐࡕࢽϗࡳࢠؿԻݦܕʉˈࢊଟܹЕࠆ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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ʃѧк˲ࢂઆָ۽ʈ


• ΰٕࢿʃ̛ݤМʈ

• ࣯ࡁ߶הҟˈؿ۰؈ɾࢇए˓ʎҟ˓
ݤʈ
• ࢷࡕ࠹ٕࢷחɼԻ˱۽ѹʃࡕࡢیୣ۶
• ࢂࢶࢢԛ߶הফܕ


• ѧվࢶ࠹ٕ̖ࡱʃѧૡɼࡢࡕୣ۶
• ૡɼˈؿ۰؈ɾ
• ˲ୣˈؿ



ʃѧк˲ɾࢂࡪ̛ࢶԯࢿ˱
ʃѧࢿѦࢂ˲ࢿࢶࢽଢˈࢿ۽


• ̓߄ࢺࡒୠ (KPCPEKCN5VCDKNKV[$QCTF
(5$ ۳
– ࢢࢽٕ ̖ࡱࢽॺ ଞ˲ࡵଭ ࢽॺ̖ࡱ߇
ࢽ̖ࡱ̛˗ʢࢷ۽ʃѧ ̖ࡱࢠݤʃѧࡕ ̖ࡱ
ࢠݤʃѧ ̖ࠖؿଵ˓ؿ̖ࠖ˗̛ࡱ̛̖ࡢ ی
ଵ ɾࢂࡪ̛ࢶۘݤԯࢿ˱

– ϗ̔Իࢇ̛ࡢࡱ̖أ୯۶ѹ̔Իأ
̖ࡱ߇ࢽࡢࡕୣ )6% )6%߅̐ח߅ݤՙҟ
˲ࢿࢶஐղ˕ࢽଢࡪ۽एࡕଞ˲ࢿԯ
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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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ଭ̖ࡱʃѧࢿѦ
̖ࡱࡢࡕୣ
ऎ̀۴ࡕࡢיୣ
˲ΰ̖ࡱࢽॺ
̖ࡱʃѧࢽॺ 

̛ࢢࢽٕ
˲ࢿ̖ࡱࢽॺ 

एѦʃѧ
ࠖࢉݣۏ

ଞ˲ࡵଭ
ࢽॺए̗
ʼࢿ̖ࡱ߇ࢽ 

˓Ѱʦی
ࡁ˱

̖ࡱʃѧࡕ
̖ࡱؿٸܕঈ
̖ࡱʃѧʦیखଭ 

̖ࠖؿଵ˓ی
̖ࠖ ؿ
˓Ѱʦی
ࡁ˱

ʎ̖ࡱʃѧࢿѦ
̖ࡱ߇ࢽࡢࡕୣ )6% 
̖ࡱк˲ɾࡪ̛ࢶ࣏ 

̛ࢢࢽٕ
˲ࢿ˲ΰ
̖ࡱࢽॺ 

ଞ˲ࡵଭ
̖ࡱʢࢷ۽ʃѧࡕ
 ࡵଭࢿ̖ࡱ̀
ʃѧࢽॺ
ʃѧʦ ی

̖ࡱࢠݤʃѧࡕ
̖ࡱؿٸܕঈ
ऎ̀ؿଵળۢۘ
૽ʃѧࢽॺʃѧ
ʦ ؿٸܕی

̖ࠖؿଵ˓ی
̖ࠖؿଵ 


ʃѧѧվࢽॺxʃѧٗչ˲ΰ࠹ࢽॺଢٗ̀ʢࢷࡵߒࣸࠪࢿ̍۽ଭ̖
ࡱ߇ࢽ̛Мʈؿٸܕҟফ̒˲ࢿࢶஐղ߾ٕ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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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ࡸֆ
ʃѧѧվࢽॺxʃѧٗչ˲ΰ࠹ࢽॺଢٗ̀ʢࢷࡵߒࣸࠪࢿ̍۽

ଭ̖ࡱ߇ࢽ̛Мʈؿٸܕҟফ̒˲ࢿࢶஐղ˕˗̖ࡱঐۏ

ࡳԻ̖ࡱ߶ۏ؈ࢷ˕ˁࢿࢂʢࢷଞ؈ࢷࡶࠊଜЕ˲̛оٕࡻ
ଜЕ؏ଯࡳԻaϗࡶΰЬؿЕ̖ࡱʃѧࢿѦ˱ࣸࡁ

• ̐ࣸ˗߾ݪ̖ࡱࢿחɼչ࢝ˈЕࢿࢇЕࢽֆ̖ࡱ˗ՎҚѦ
एࠆϗѰ߇एܖѸ̖߭ࠟࡱएؑࢂ̛җ̀ࡶΰԮϪࡶҶࢎ
– ̖ࡱࡢ̛ձʹˈѦ˗̖ࡱࢂ͖ۄձϪए߉ˈ̔Իࢵ̛ࡢࡱ̖أࡵଭ
یҟ̖ࡱળѰҶցЬʃѧࢿѦࢿחɼоѿѸ߹ЕіѦ߅הʨѦضଜ
ए߉ˈЕଞ˲ࢂ̖ࡱʃѧࢿѦձ߭ӊʯࢇଥଥߞଟʨࢉए̦ࡵॲ۽
ࢇଗࡁଞҶࢎ
• ؆ـѸЕ̖ࡱࡢ̛ӖЕ̖ࡱળѰ
• ଞҶЕѰ߅ࡱ̖߅ݤରࢿࢇࢠ࣯ٱЕ୯؈࣯ࢉۘଥ߾Ѧչִ۰߅הѦ̖ࡱର
̛ߩٱѦ߉ࡵଞ˲̖ࡱࢇ۽ࡵ̦߾ۘݨࢂ߶ۏଗࡁ


• ʃѧࢂѧվ۽̀ٗؿࢷחձଥࡢ̛ࠖ؏߾ଗࡁଞ̍ࢿԻ
̖ࡱ߇ࢽ˱ଜִ۰Ѧ̖ࡱࡶ߶ۏԎۚԻࡋࢠ۽Ѱԯࡳ߶ۏԻ۽
ଜЕࢊࢇࡉࣸࡁଞࢺݤ


• ࢽ̀Ѧ̖ࡱࡶଥࢽࢶּࢶࡶб۽ଜԮˈଜִତۘࡢ̛ɼܹ؆
ѹЬЕࢺࡶ̦ࢇࢉݥଜˈ̖ࡱ࣑ࣸࡶ۽ଜˈ̖ࡱࡶԎࢂएݥ
̛؆ˈٕɼɼ۰ࢇ߶ۏݛٸԂЕۚԻࡋ˲Қࢂ֟ʠչࡳ߶ۏԻ
۽ଜЕіԯଜˈϠԯଥߞଟʨ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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