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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절 자기자본규제
1. 자기본비율 규제의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통적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는 교과서적 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원래 장부상 자기자본, 즉 채무변제를 위한 버퍼(buffer)가 있다고 해서 회사
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부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실채권이나 부외부채 등이 존재하면 실제 순자산은 장부상의 순자산보
다 적을 수 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나 BIS 비율 산정시 자산의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 등을 평가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자기자본이 조금이라도 있는 은행은 논
리적으로 파산할 수 없다. 물론 평가 결과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확률적으로 주어지
는 경우에는 나쁜 상황이 실현될 확률에 따라 파산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
다면 은행규제법에서 자기자본이라는 버퍼를 높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
평가의 오류 또는 나쁜 상황에 대비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본구조에서 자기자본을 높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보다 위험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은행의 위
험추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인 주식회사로서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도 주식회사이고 따라
서 주주는 유한책임을 누리기 때문에, 주주의 이해관계는 은행의 자산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의 자산위험이 높아지
면 콜옵션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인센티
브를 가진다. 이러한 위험선호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투자를 감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회사법에서 보통 지적되는 문제지만,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유독 은행에 대해서만 8% 자기자본규제가 이루어지는 근거
로서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고객예금이 부채로 잡혀서
부채비율이 원래 대단히 높고, 은행의 위험추구의 인센티브가 단순히 은행의 파산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결제시스템의 마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은행의 주주는
이러한 시스템위험으로 인한 비용을 내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은행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것이라는 보다 더 중요한 논리는 은행이 예
금보험(deposit insurance)에 강제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Diamond-Dybvig 모형에 따르면, 자금중개기
관으로서의 은행은 고객들에게 유동성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
는데(liquidity insurance),1) 이러한 고객들의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1) Freixas & Rochet (1997), 20-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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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① 은행은 고객들의 인출요구가 있으면 즉시 이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이 청구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유동성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② 고객의 청구권은 선착순 원칙에 의하여 만족된다.2) 이
러한 두 가지 특징으로부터 Diamond-Dybvig 모형의 bank run 결과가 도출된다.
특히 이 모형에서 재미있는 것은 고객이 은행을 믿고 제1기에 인출하지 않으면 은
행도 파산하지 않고 제2기에 충분한 수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따라서 고객들이
모두 제2기까지 기다리는 효율적인 내쉬균형도 가능함), 고객들이 죄수의 딜레마 상
황에 처하여 제1기에 예금을 인출하고 그 결과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내쉬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3) 이러한 bank run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은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4) 그 결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위험한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이론이다.
전통적인 이론은 이처럼 은행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위
험을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일정 수
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강제한다고 본다. 자기자본의 버퍼가 많아질수록 주
주는 위험으로 인한 하방 손실을 부담하는 정도가 커지고, 따라서 위험추구로 인한
비용을 보다 더 내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가? 몇 가
지 관점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
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은행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
게 고려하는가 하는 점이다. 주주와 경영진의 인센티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
하면 위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위험선호에 관해서는 위험기피,
위험중립, 위험선호의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 모형과 같이
주주의 콜옵션 보유자로서의 이해관계를 강조하면 위험선호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
지만, 주주가 이미 분산투자를 해 두었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위험수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위험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의
사결정이 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경영진은 자신의 인적 자본을 투자했기 때
문에 보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위험기피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서로 복합되어서 나타나겠지만, 주식소유가 분산되
어 주주의 이익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진의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
주주가 위험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주주의 유한책임을 통하여 채권자 또
는 예금보험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은행은 수신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이라는 특
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진은 예금자에 대해서도 충
2) Mälkönen (2004), 37면.
3) Freixas & Rochet (1997), 192-195면.
4) Freixas & Rochet (1997), 266-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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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의 유
한책임이 등장하게 되는 도산 상황에서는 경영진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도산 상황에
서의 잔여지분청구권자인 채권자로 전환된다는 주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5)를 비롯하여 미국,6) 일본7)의 판례 역시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는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보다 가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경
영진이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것은 규범상으로도 받아들
이기 힘들다.
② 만일 주주가 직접 은행의 의사결정을 한다면 실제로 위와 같은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것인가? 채권자가 충분한 분석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은 이자율의 조정으로 주주가 부담하게 되고 그 결과 주주
는 과도한 위험의 추구를 자제할 것이지만, 은행의 예금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논리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주주가 설사 위
험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굳이 비효율적인 위험한
투자나 자산의 보유를 선호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주주가 위험을 추구하
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의 발동, 즉 도산 상황이 전제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위험을 추구하더라도 도산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평상시에는 주주
의 위와 같은 인센티브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도산을 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
5) 대법원은 제일은행 사건에서 “금융기관인 은행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은행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
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추상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이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6) 미국에서 이사는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은행 이사에
대해서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판결들이 많다. 예를 들어, Allied Freightways, Inc. v. Cholfin,
325 Mass. 630 (1950) (“은행 이외의 일반 기업의 이사는 단순한 판단상의 착오나 신중성을 결여하여도 명
백한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은행이사는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Holland v.
American Co., 151 Colo. 69 (1962); Broderick v. Marcus, 272 N.Y.S. 455 (1934) (“실무상 은행이사는
예금자가 맡긴 돈이 안전하고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는 신탁책임을 부담한다”); Litwin
v. Allen, 25 N.Y.S.2d 667 (1940) (“은행이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반 회사의 이사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RTC v. Gregor, 872 F. Supp. 1140 (E.D.N.Y. 1994);
FDIC v. Ornstein, 73 F. Supp. 2d. 277 (E.D.N.Y. 1999).
7)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영판단원칙에 의하
여 해결하였으나, 三福信用組合의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는 오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大阪地栽
2000. 5. 24. 判例時報 제1734호 127면) 이후 일반 기업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추세가 분명해졌다. 예를 들어, 大和信用組合 사건 항소심(大阪高栽 2002. 3. 29. 金融商事判例 제1143호 16
면)에서는, “이처럼 신용조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자로부터 예금을 수
취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금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서 지역주민 및 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신용질서의 혼란을 가져오
고 지역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
렇게 신용조합은 특수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 경영자인 이사는 출자자뿐만 아니라 예금자 및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대해서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日本長
期信用銀行 사건 (東京地栽 2002. 7. 18. 判例時報 제1794호 131면)과 國民銀行 사건 (同 2002. 10. 31. 判
例時報 제1810호 110면)에서도, “은행의 이사는 불특정다수로부터 차임한 자금을 다른 곳에 융자한다는 업무
의 특수성 및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담당한다는 공공성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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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도산 상황에서 유한책임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고 도산을 감수하는 주
주는 현실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경기가 악화되어 은행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하고 은행이 도산 상황 근처로 몰리게 되면 주주는 모험적인 투자를 할 인센티
브가 실제로 생기겠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으로는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 이처럼 은행의 도산은 주주가 자발적으
로 선택하거나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주
의 입장에서는 위험추구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
어, 최근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서도 금융기관이 위험한 파생거래를 한 것은, 그
위험을 알고서 주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아
예 처음부터 그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경험
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는 것은 부실대출로 인한 것이지 자기자본이 부족해서는 아니
다.
③ 일단 예금보험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이상 자기자본규제는 은행의 시스템
위험의 방지와 큰 관련성을 가지기 힘들다. Diamond-Dybvig 모형에서 bank run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파산되지 않아야 할 은행이 예금자의 신뢰가 무너져 결
국 파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되어야 할 은행이 파산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그 여파로 다른 건전한 은행이 파산되는 결
과만 방지하면 된다. 다른 건전한 은행의 파산방지는 주로 예금보험이 맡는 것이고,
자기자본규제는 매우 미미한 역할만 할 따름이다. 물론 은행으로서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이상 위험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는 설사 은행이 그로 인하여 파산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은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
렇다면 문제될 것은 거의 없다. 이 경우 은행이 파산한 것도 bank run 현상에 의한
것은 아님을 주의하라. 게다가 실제로 은행이 예금보험 가입을 이유로 위험관리에
소홀하게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예금보험의 지급도 은행의 도산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여 그만큼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감수하면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자기자본이
란 원래 미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unexpected loss)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도 있지
만 금융업 이외에도 이러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금융업에 한정하여 규
제하는 것의 논거는 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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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제1절 은행의 업무범위
1. 은행의 영업범위
(1) 은행 겸업화․대형화의 딜레마
우리나라 은행법의 개정은 항상 은행의 겸업화․대형화를 통하여 국제경쟁
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증가는 지배구
조의 개선이나 금융감독의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 5
월 은행법 개정에서는 은행의 겸영업무․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은행법 및 부수업무지침 등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
었으나, 개정 은행법에서는 ①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제28조 제1항), ② 겸영
업무 가운데 투자일임업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의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위원회에 7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만으로 겸
영업무를 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제2호), ③ 부수업무는 따로 열거하지 않고, 7일
전까지 신고하기만 하면 운영할 수 있으며(제27조의2 제2항; 소위 Negative 방식),
보호예수, 지급대행 등 일정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동항 제1호부터
제11호).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수행이 은행의 경영건
전성을 해치는 경우, 예금자 등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을 해치는 경우 등에는 그 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7조의2
제4항, 제28조 제3항).
이러한 은행업무의 확대는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CMA, MMF 등 지급결제
기능을 담당하는 유사은행의 등장에 맞서 은행부문에서 계속 요구하여 온 부분이
고, 학계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많았다.8) 그러나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
한 겸업화․대형화가 단순히 수수료 수입을 얻는 판매대리 또는 중개업무라면 모르
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따
라서 앞서 살펴본 지배구조 문제와는 달리 시스템위험을 고려한 은행의 건전성 확
보라는 이념과 충돌하게 된다. 또한 어느 쪽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현실인식에도 차
이가 있다. ① 은행의 겸업화․대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은행
의 규모가 외국과 비교하여 소규모이기 때문에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② 반대로 건전성 확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의 경
제수준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시스템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강조한다. 2009년말 현재 GDP 대비 자산규모 비율을 보면, 미국의 최대 은행지
주회사인 Bank of America가 15.6%인 것에 비하여, 과점 상태인 국내에서는 상위
8) 고동원, 전게서 (주 16), 186-195면; 김홍기,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
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 제1권 제2호 (2008); 김홍기,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투자은행업무 규제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18권 제2호 (2011), 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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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은행이 모두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9)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은행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으나,10)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논의는 은행규모를 줄이는 것이 장래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줄이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무를
가능하면 본래 기능인 수신․여신․지급결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와 무관한 업무,
특히 증권 관련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것
이다. 이하 미국과 영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2) 미국과 영국의 최근 동향
가. 미국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33년 Glass-Steagall Act가 제정된 이후 은행
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로 진출하기 시작되었고,
결국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1999년 Gramm-Leach-Bliley Act가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 2010년 제정된 Dodd-Frank 법에서 은행의 자
기계정거래와 헤지펀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11) 다시 은행의 축소를 통하여 금융시
스템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자기계정거래는 상업은행이 증
권을 보유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며, 헤지펀드 투자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위
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볼커규칙(Volcker rule)”이라고 한다. 볼커규칙은 은
행의 투자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Glass-Steagall Act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와는 동일하지 않으나, 자기매매업무가 투자은행업무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
에서 “Glass-Steagall Act의 부활”이라고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기도 한다.12)
구체적으로 보자. 볼커규칙에 따르면, 은행조직(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할 수 없고, 헤지펀드 또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지분
등 소유권적 권리(ownership interest)를 보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BHCA
§13(a)(1)). 여기서 은행조직이란 연방예금보험에 부보된 예금기관, 즉 은행은 물론
이고, 이를 지배하는 회사, 은행지주회사, 이들의 계열사나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BHCA §13(h)(1)). 바꾸어 말하면, 은행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모든
관계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나중에 살펴보는 영국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분리함으로
써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와 달리 상업은행은 은행지주회사
․

9) 박현수 양오석,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규제”, Issue Paper (2010. 7. 8. 삼성경제
연구소), 53-54면.
10) 위 각주 35 참조.
11) 제619조 및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BHCA) 제13조. 이하 은행지
주회사법 조문만 인용한다.
12) 정순섭, 전게논문 (주 18), 253면.

- 8 -

구조나 기타 계열사 또는 자회사 형태로도 자기계정거래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영국보다 상업은행의 업무나 투자가 더 제한된다고 보면 된다.
자기계정거래란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계정(trading account)을 통하여 증권,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BHCA §13(h)(4)). 여기
서 거래계정이란 “단기간 내에(in the near term)” 매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하는데(BHCA §13(h)(6)), 그 요건에 대
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거래계정을 이용하는 것만 금지한
다는 것은 은행이 금융상품의 단기적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Dodd-Frank 법의 취지가 드러나고 있다.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는 1940년 투자회사법상 등록
이 면제되는 회사를 말하는데(BHCA §13(h)(2)), 조문을 계속 따라가 보면 ① 증권
의 실질적 소유자가 100인 미만인 경우와, ② 증권을 공모발행하지 않으면서 그 증
권을 전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매수한 경우를 말한다. 흔히 이해하는 헤지펀
드 또는 사모투자펀드라고 보면 된다. 상업은행은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의 위험
에 노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지분, 워런트 등 소유권적 권리를 취
득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의결권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나아가 스폰서(sponsor),
즉 펀드의 무한책임조합원, 운용구성원, 수탁자 등의 지위에서 펀드를 운용하거나
펀드의 이사 또는 경영자의 과반수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지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BHCA §13(h)(5)).
볼커규칙은 이처럼 상업은행의 투자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지급결제업무를 담
당하는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2008년
금융위기는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하여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과민반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의 자기계정거래나 헤지펀드
투자 등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볼커규칙에 대해
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지만,13) 금융위기 이후의 중요한 방향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나. 영국
영국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독립위원회로서 Vickers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매․상업은행업무14)와 도매․투자은행업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연구하기 시
①

②

13) 그 내용을 정리하면,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
제가 없어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는 자기계정거래의 위험이 전
통적인 대출보다 낮다.
예금자들은 투자은행에 대한 투자를 수요한다.
미국 금융
기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다양화와 시너지를 통한 가치창출이 저해될
수 있다.
대출과 증권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다.
규제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
래될 우려도 있다. 정순섭, 전게논문 (주 18), 262-265면.
14) 보고서에서는 소매 상업은행업무를 “예금수취, 지급결제, 대출업무”로 정의하면서, 이
를 소매고객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을 소매은행업무(retail banking), 대기업을 상

④

⑦

③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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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⑧

작하였다. Vickers 위원회는 2011년 4월 중간보고서를 거쳐 9월에 최종보고서를 발
표하였는데,15) 소매은행업무와 도매․투자은행업무의 다양한 분리방법을 고려한 결
과, 완전한 분리보다는 자회사 방식의 분리, 즉 두 업무를 하나의 금융그룹에서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별개의 법인격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같은 금융
그룹에도 둘 수 없도록 하는 완전한 분리는, 위험의 차단이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16) 다만 같은 그룹에 속하더
라도 두 회사는 법률상, 경제적 실질상, 운영상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자회사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이사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17)
영국의 Vickers 위원회 권고안은 이처럼 조직의 분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
에서 미국의 볼커규칙보다 더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금융그룹에서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내에서의 위험의 차단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직 입법화된 내용도 아니고, 보고서에서도 그 시행을 2019년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실제로 규범화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3) 우리나라 은행법상 업무범위의 개편방향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은행의 위험인수를 차단하는 방향
으로 제도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시장,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은
금융에 종사하는 전문가조차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부문이 수익창출을 위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행의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기로 인한 과민반응일 수도 있으나, 은행의 특수성 또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적절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래 우리나라가 겸영을 허용하면서 유럽식 겸영주의를 따
르지 않고 금융지주회사 방식만을 인정한 것도 다른 금융업 부문의 위험이 은행에
전이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으므로,18) 이러한 접근이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전체적
구조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2010년 은행법 개정은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서 은행의 업무영역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앞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그것은 주로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
대로 하는 것을 상업은행업무(commercial banking)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의
목적상으로는, 본문에서 소매 상업은행업무라고 계속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상업은행
업무라고 이해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
UK 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2011).
전게 보고서 (주 42), 63-65면.
전게 보고서 (주 42), 12면 (executive summary).
정운찬 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제3판, 2007), 313-314면.

․

15)
16)
17)
18)

․

- 10 -

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
항). 부수업무는 일부 겸영업무로 조정되면서 부수업무지침을 폐지하여, 신고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 겸영업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업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은행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관해서는,19) 현재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은 주요
금융거래를 모두 겸영업무로 열거하고 있으면서,20) 금융위원회에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올바른 정책
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여 금융지주회사 단
위에서는 계열사를 통하여 겸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금융그룹을 하
나의 의사결정이나 영업의 주제로 본다면 이미 겸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은행 내에서 직접겸영(in-house)을 해야 할 필요가 그룹 차원에서는 크지 않
다. 겸영업무 범위의 확대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위험의 차단이라는 우리나라 금
융규제의 기본적인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 사이의 업무범위 문제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예탁금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를 가지고 사실상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불거
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침범할 수 없는, 은행의 고유업무로
서의 지급결제업무는 어디까지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가 이러한 지급결
제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다.21) 이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업
무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지만, 은행법에서 은행의 업무범위를
고유업무로 한정하여 건전성을 우선시키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이 은행의 고유업무
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은행법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
서 이 문제는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급결제를 위해서 금
융투자업자가 은행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투자업자가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은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만 이
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19) 나머지 겸영업무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업무로서 해당 법
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및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업무가 은행의 건정성이나 이용자의 보호,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가
있다(은행법 제28조 제1항).
20)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금융업무만 보더라도, 파생상품의 매매 중개, 파생결합증권(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 국채 지방채 특수
채의 모집 매출 매매, 집합투자(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한다), 투자자문, 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 투자중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명의개서대행, 환
매조건부매도 매수 등을 포함하고, 그 밖에 보험법상의 보험대리점의 업무, 여신전문금
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도 겸영업무에
해당한다.
21) 이에 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정순섭, 전게논문 (주 18), 278-287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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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제2절 겸업의 방식
I. 문제의 제기
하나의 경제주체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지는 금융규제의 가장 이론적․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해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그러한 해답이 과연 존
재하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금융그룹의 자기자본규제라는 소재를 가지고 풀어가 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제기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사례로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경제주체가 증권업과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각 금융
업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금융기관으로 만드는 것(지주회사 방식)과 그렇
지 않고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금융기관이 두 업무를 함께 하는 것(사내겸
영 방식)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아마도 두 방식은 “법인격”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
실에서 운영되는 모습은 지주회사 방식인지 아니면 사내겸영 방식인지에 따라 아무
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바로 옆 건물이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 같은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격이란 법적 필요에 따라 인위
적으로 만들어낸 법형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기능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특히 금융규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법인격은 원래
영업재산을 분리함으로써 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차단벽(fire wall)이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방지 등의 개념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주회사 방식이나 사내겸영 방식이 법
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규제에 있어서 두 방식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업의 겸업을 모자회사나 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그룹의 형태로
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입법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지만(보험업법 제10조), 동일인이 A 화재보험회사와 B 생명보험회사를 100%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다. 또 은행법 제28조에서도 은행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회사나 계열회사 방식에 의한 겸영은 제한되지 않는다. 금융지주
회사법은 바로 이러한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을 위한 규제법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금융업의 겸업을 하나의 법인격 하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다른 법인격을
통하면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럽식 겸업주의와 크게 다르다.
왜 그럴까? 법인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甲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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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판매하는 것이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것을 서로 다른 법인격
을 통하여 수행하더라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甲이 하나의 법인격 하에서 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법인격을 이용하여 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규제되는가? 경제적으로 또는 법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위와 같이 법적 규율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은 아
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위와
같은 겸영제한을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다른 법형식을 통하여 매우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자칫 별다른 실익도 없이 법인격에 관한 철학적 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다시 말해
서, 자기자본의 규제수준에 차이가 있는 두 금융업이 금융그룹이라는 하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자기자본규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이론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① 먼저 전통적으로 은행과 같은 수신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의 건전
성규제의 수단으로 개발된 자기자본규제가 다른 금융업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
가 설명되어야 한다. 개별 은행법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 수준 이외에, 금융그룹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금융그룹 전체에 은행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독립된 법인격으로 서로 분리된 자회사에 의하여 겸업을 하는 것은
유럽식 겸업주의와는 어떻게 다른가? 다시 말해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 연결자
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③ 금융기관의 영업규제는 비탄력적 적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건전성규제는 자기자본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주장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금융그룹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타당한
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격의 고리가 많아질수록 사실상의 의사결
정자(자회사의 경영진)와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금융지주회
사의 주주)와의 연계가 멀어져서, 자기자본규제의 이론적 근거가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인 흥미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실제적인 유용성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보다 금융그룹의 겸업
화가 더 진행되어 은행지주회사에 증권이나 보험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면 여전히
금융그룹에 대해서 은행에 준하여 연결규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그룹에 비금융
자회사가 증가하게 되면,22) 이러한 경우 자기자본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22)
본래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 그러나
2009. 7. 31.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
20조 제1항). 본 규정은 부칙에 따라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시행된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
에 따라 이러한 비금융 자회사 지배가 은행지주회사에도 확대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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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산업자본과 연계된 금융그룹에서 비금융 위험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융그룹이 현실적으
로 존재하고 금융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그룹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I.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1. 입법 당시 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에서 겸업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시점이었다. 당시 금융연구권이나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 금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서는 겸업을 통한 대형화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2000년 10월 금
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4월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
가 출범하게 된다. 당시 유럽식 겸업주의를 택하지 않고 지주회사 방식을 택한 이
유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미국의 입법을 따라 이루어진 결
과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대형화ㆍ겸업화의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전이, 과
도한 지배력의 확장 등을 우려하여 겸업의 형태를 제한한 것이라는 설명이 일반적
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겸업을 하
도록 하면 그러한 위험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23) 예를 들어, 다음과 같
은 생각이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지주회사의 전문적 리더쉽을 통해 자회사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협조를 도
출할 수 있고, 지주회사 방식 하에서는 지배에 소요되는 자본이 자회사 방
식에 비해 절감되어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쉽다. 또한 지
주회사를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여지
도 있다. 지주회사 방식은 계열사간 자금거래나 인적 교류 및 일상 거래에
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므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도 유리하
고, 한 자회사에 경영상 위기가 닥쳤을 때 지주회사가 완충작용을 하므로
위험의 국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자회사들 사이에 높은 차단
벽을 설치할 필요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더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게다가 지주회사 방식은 일반적으로 자회사 방식에 비해 유
연한 합병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통합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 덕분에 지주회사 방식은 금융그룹화를 통해 대형화와 겸업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24)
23)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만 하더라도 법의 목적으로서,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
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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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법인격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러한 효과를 할 수 있는가? 법인격이라
는 神話(myth)에 대중의 사고가 지배당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
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례를 많이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미국
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보자.25) 과거에 흑인노예였던 존슨이라는 사람이 흑인을 위
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colored person”
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특약(covenant)이 설정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
한 내용의 물권에 대한 제한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
겠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유효한 제한특약이었다. 존슨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
신이 100% 보유하는 주식회사인 “People's Pleasure Park Company”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토지매수계약의 당사자로 하였다. 심지어 그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으로
서 흑인을 위한 공원조성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정체는 모든 당사자
에게 아주 명확했다. 위 회사에 대한 토지매각은 “colored person”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제한특약에 위반하는 것인가?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의 결론은 위 거래는 제한특약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그 주주나 경영진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확립
된 법원칙이고, 회사가 피부색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회사는 위 제한특
약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극단적으로 법인
격을 절대시하게 되면 이러한 결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 제한특약이 의도한 목적
이 무엇인지, 회사의 설립으로 그 실질적인 관계가 변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지
않고 형식논리에만 기초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법논리라고 할 수 있고, 아마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해석이 설
득력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아직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하나의 회사로는 할 수 없는 겸업을
두 회사로 나누면 할 수 있고, 하나의 회사로 겸업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문
제가 두 회사로 독립시키면 모두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논리는, 법인격이라는 虛
像에 근거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지주회사 방식의 연원
사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 금융산업에 겸업화를 도입하면서 지주회
사 방식만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지주회사 방식이 여러 장점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격의 분리에 따른 위험전이의 방지 등와 같은 직관적
인 설명에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엄정한 경제적 논리에 기초하여 논의가 진행
24)
25)
26)

정운찬 ․ 김홍범 (2007), 313-314면.
Talbot (2008), 23-24면.
People's Pleasure Park Co. v. Rohleder, 61 S.E. 794 (Va.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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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 것은 아마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영
향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겸업제도는 바로 직전에 성립된 미국식
제도를 근간으로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금융산업의 겸업이 지주회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경제적
인 분석에 바탕을 두었다기 보다는 다분히 연혁적인 우연(path dependence)에 의한
것이었다. 아마도 어떠한 종류의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겸업을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사내겸영 방식이 등장했을 것이다.27) 그러나 미국에서는 20세
기 초반 매우 강한 금융규제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구조가 왜곡되었다. 우선 미국에
서는 대공황 이후 1933년 소위 “Glass-Steagall Act”라고 불리는 은행법을 제정하
게 된다. 이 법은 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을 방지하는 기관별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② 연방 차원에서 예금보험공사
(FDIC)를 설립하여 은행의 파산에 대비하고, ③ 연방준비위원회(FRB)에 금리결정
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28) 이후 미국에서 은행과 증권의 분리는 1999년
까지 계속되면서 미국식 금융안전망의 핵심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겸업화․대형
화․국제화라는 변화되는 금융환경을 거부하지 못하고 1999년 소위
“Gramm-Leach-Bliley Act”에 따라 겸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당시 유
럽식 사내겸영 방식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방
식을 택한 것은 이미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와 은행지주회사법이 존
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지주회사는 미국에서 1900년대 초반 금융산업 초기에 금융기관의 규모
가 커지는 것을 막았던 지역규제(anti-branching regulation)를 피하기 위해서 발전
된 것이었다. 지주회사 방식은 자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 진출하거나 비
은행업에 진출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당시 규모를 확장하고자 했던 은행들이 가장
선호했던 방식이었다.29) 그 결과 많은 은행지주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1999년
겸업을 허용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존에 성립되어 있던 은행지주회사를 일정한 요
건하에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
던 것이다.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식이다.30) 그 요건은 주로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성에 관한 것인데,31)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27)
실제로 미국에서도 1812년부터 1933년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Saunders & Walter (1994), 84-85면.
28)
김용재 (2010), 254면.
29)
Macey, Miller & Carnell (2001), 15-16면.
30)
12 U.S.C. § 1843(k)(1).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2008년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는 보도가 있어서 혼동
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의 골격은 1999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아마도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지
주회사법에서 겸업을 허용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라고 칭한 것으로 보인다.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은 현재 금융지주회
사이다. http://www.federalreserve.gov/generalinfo/fhc/ 참조.
31)
12 U.S.C. §§ 1843(l)(1)-(2), 2903(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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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높아야(well-capitalized)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32)
이처럼 미국에서 지주회사 방식을 취한 것도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역사적인 우연이 작용하여 성립된 제도를, 그와
다른 역사와 금융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
이었는지는 의문이다. 개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겸업이 이루
어질 수 있게 하거나 방카슈랑스와 같이 사내겸영 방식을 점차로 도입하는 것도 생
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3. 금융그룹 구조로의 수렴현상
최근 들어 미국식 지주회사 방식과 유럽식 사내겸영 방식이 점차 서로 접근
하면서 하나의 조직체계로 수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33) 법적 구조와 상관없
이 기능적으로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용절감 및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란 측면에서 사내겸영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형은행들이 종래
의 사내겸영 방식을 버리고 미국식 지주회사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전환하면서, 대
신 금융업무를 자산관리,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등으로 기능별로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식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종래 금융자회사 별로 업무영역을 분리하던 것에서, 법인격과는 상관없이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들을 묶어서 지주회사 단위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주로 자산관리,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하나은행이 시도하고
있는 소위 “matrix 조직”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하겠다.
이처럼 지주회사 방식이 점차 사내겸영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자회
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지는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우
리나라에서 금융산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나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법적․경쟁
법적 규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V. 金融그룹에서 規制目的의 達成과 法人格
1. 위험전이의 차단
사내겸영 방식에서 한 사업부의 위험으로 금융기관 전체가 파산할 수 있듯
이, 지주회사 방식에서도 계열사 사이에 신용공여, 주식보유, 금융상품의 거래, 보증
등의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어느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어 금융
그룹 전체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 이를 위험의 전이라고 하여 겸업을 허용하는 경
32)
33)

Macey, Miller & Carnell (2001), 308면.
이하의 내용은 김용재 (2010), 280-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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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할 쟁점은 법
인격을 통하여 영업을 개별적으로 나누면 이러한 위험의 전이가 보다 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위험전이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지주회사 방식이 사내겸영
방식보다 우월한가 하는 것이다.
위험의 전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측면을 언급하였지만, 먼저 우리나라에
서는 금융그룹 내에서 다른 금융업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에 집중하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
과 비은행 사이에 규제수준이 다를 경우 규제차익거래가 가능하다. 은행 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그룹의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만 있을 경우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회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예금보험의 혜택을 다른 비은행 자회사로 누출시
키려는 인센티브를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34) 이는 결국 은행 자회사와
비은행 자회사 사이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 자산의 저가매각, 계열사 발행 증권의
고가매입 등 교차보조(cross-subsidy) 또는 내부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금융그
룹은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인센티브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은행 자회사의 위험이 은행에 전이되어 집중될 우려가 있다.35) 그러나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의 공적 안전망이 증권,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에도 은행과 매우 유사한 자기자본규제가 시
행되고 있으며 설사 그 차이가 있더라도 매우 작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
그룹 내에서 은행부문으로 위험을 집중하려는 인센티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별개의 법인격을 통한 위험차단의 논리
문제는 금융그룹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이나 보
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은행에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자주
관찰되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의 부실로 전체 금융그룹이 부실화되는 것을 지켜본
바 있다. 이러한 위험의 전이는 개별 금융업을 별개의 법인격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다시 말해서 겸업을 허용하더라도 지주회사 방식을 취함으로서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금융지주회사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드는 견해도 자
주 발견된다.36)
실제로 이러한 근거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는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
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
사법이 순수지주회사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근거는 증권이나 보험 계열
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가능
34)
35)
36)

위정범 (2003), 277-280면.
위정범 (2003), 267-269면.
김선호 (1998), 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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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만일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한다면 국내의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37) 지주회사 방식에서 지주회사는 자회
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부실로 인한 위험을 유한책임의 범위에서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따라서 자회사인 증권이나 보험에서 발생한 위험이 그대로 지주회
사인 은행에 전이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은 다른 증권이나
보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회사 계열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자회사
의 입장에서는 주주인 모회사의 위험이 커졌다고 해서 주주의 위험을 인수할 아무
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위험이 자회사로 전이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증
권이나 보험 계열사에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지주회사로의 수직적 전이만 가능할
뿐, 다시 다른 은행 자회사로 수평적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수지주회사 입장에서는 부실이 발생한 증권 또는 보험 자회사를 매각하면
그만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실이나,
금융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이 전염되어 결국 bank ru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점은 금융규제나 구조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실익은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평적 위험전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 방식은 사내겸영
방식에 비하여 우월한 제도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2) 평가
우선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위험의 전이의 발생이 금융그룹 내부의 교차보
조 형태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규제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우
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에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한다거나, 제
48조에서 자회사의 행위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이러한 위험의 이전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은행과 다른 금융 자회사 사이 또는 은행
과 지주회사 사이의 교차보조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증권
이나 보험 자회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은행에 이전되지 않는가?
이론적으로는 교차보조의 가능성을 막는다면 위험의 이전은 걱정하지 않아
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AIG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발단은 AIG 그룹
전체가 아니라 일부 자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이었다. 위험이 일부 자회사에 집
중된 경우 그 자회사를 파산시키거나 매각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AIG 그룹은 투자자의 불안이나 시장의 불신을 우려하여
자회사를 파산시키는 것을 주저하였고, 자회사가 많은 파생상품 거래의 고리에 엮
여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파산이 AIG 그룹에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리고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도 금융기관에 관여
37)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위 각주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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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고객과 채권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때 엄정한 입장을 취하여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결국 규제당국은 AIG 그룹
전부는 물론 자회사도 파산시키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 낯선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을 논의할 때 항상
등장하는 “too-big-to-fail” 또는 “too-complex-to-fail”의 논리에 불과하다. 앞서 설
명한 지주회사 방식의 장점은 금융그룹이 부실화된 계열사를 파산시키고 그룹과 분
리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만 작동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전제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물론 금융그룹 전체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경제적으
로도 설득력 있는 것부터, 계속 끌고 가면 규제당국도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too-big-to-fail”의 논리와 같이 경제적으로 정당화하기 힘든 것까지 다양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금융위기 때마다 항상 반복된다면 지주회사 방식
에서도 부실 계열사는 분리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실
계열사가 분리되지 않고 계속 금융그룹이나 규제당국이 그 회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법인격의 분리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위험의 차단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 20 -

제8장 제1절 은행의 소유제한
1. 소유규제
(1) 銀産分離의 연혁과 개정안 발의
은행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의 私金庫化를 방지하기 위
해서 은행주식의 보유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제15조부터 제17조). 銀産分離
정책은 시중은행의 민영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1982년 처음 등장하였는데,38) 이후
계속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주식소유비율은 금융자본과 산
업자본 모두 4%로 제한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1997년말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제한을 잠시 폐지한 것
을 제외하면,39) 계속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명분과 함께, 은행에 대한
사전적 소유규제는 완화하고 대신 은행의 지배구조나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엄격하게 유지되던 소유규제가 두 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① 2002년 4
월 개정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종전의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면서
(제15조 제1항),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 25%, 33%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동조 제3항).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주식소유는 종전과 같이 4%로 유지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4%를 초과하
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의2). ② 다시 2009년 6월에는 비금융주력자
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조정하면서(제16조의2 제1항), 사모투자
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판단기준을 완화하고(제2조 제1항 제9호 라목),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 25%, 33%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체로 외
국자본 등 이외에 공적 연기금을 추가하였다(제16조의2 제3항).
특히 2009년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 기준이 4%에서 9%로 높아져,
금융자본의 원칙적 상한선인 10%에 근접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2008년 금
융위기를 맞아 부실은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정부가
2009년 들어 사실상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
회한 것으로서, 銀産分離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것이다.40)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38)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은행 주
식에 대해서 대주주의 의결권만 10% 범위로 제한되었다. 1982년 은행법 제정으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가 8%로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9), 75면.
39) 외국인에 대하여 은행소유의 상한선을 완화시킨 이유는, 금융위기로 대규모의 공적 자
금을 투입한 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 이외에 적절한 매수주체를 찾기 어려웠
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게서 (주 1), 76면.
40) 김용재, 은행법원론 (2010),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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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행소유 제한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41) 단순히 제한비율이 9%로
높아진 것만 가지고 “銀産分離의 폐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銀産分離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은행법의
원칙을 폐기하기에는 부작용이 많다는 입장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규제를 종전
의 4%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42) 2009년의 개정이 은
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다”는 것
이다.43)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동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銀産分離의 경제적 논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보다 정확히는 은행지주회사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은행 단계의 소유규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금융지
주회사법 제13조 참조), 은행지주회사의 소유규제가 문제된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서는 은행법과 동일한 소유규제가 마련되어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따라서 銀産分離에 관한 논의도 법적으로는 은행법 제16조의2가 아니라 금융지주회
사법 제8조의2 문제가 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산업자본이 금융기
관, 특히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경제적 논리는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겠으
나,44)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은행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분석이다. 은행은 그 영업의 성격상
다른 기업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
여 주주가 위험을 인수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더 커진다. 그 결과 파산의 가능성
이 높아지는데, 은행의 파산은 전체 금융결제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규
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집중되
므로,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이러한 모험을 할 인센티브가 현실화되기 쉽다. 이 주
장은 표준적인 재무이론에 기초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주주의 이해관계를 회사
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콜옵션의 가
41) 원칙적인 상한선은 거의 근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은행소
유 제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산업자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10%까지밖에
소유할 수 없음에 비하여(은행법 제16조의2 제2항), 금융자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 최대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은행법 제15조 제3항).
42) 2012. 6. 18.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2012. 9. 26.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43) 2012. 6. 18.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개정이유.
44) 이병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논리”, BFL 제16호 (2006), 7-11면. 이에 대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로는, 김용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와 관련
한 법적 쟁점”, 증권법연구 제2권 제2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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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기초자산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주주가 위험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주주의 이러한 인센티브는 시스템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내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도한 수
준의 위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의 특수성이 銀産分離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도산 상황에 접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도산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주주의 의사
결정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회사법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사실 은행
이 이렇게 도산 상황으로 접근하는 시점에서는 주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별로 없다. 설사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경
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마찬가지의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소유가 집중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는 위험추구의 인센티
브와 관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황에서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
사도 충분히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논리는 은행의 도산을 막
기 위한 사전규제의 논거는 될 수 있겠으나, 銀産分離라는 소유규제의 논리로는 부
족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銀産分離의 관점에서 중시될 수 있는 은행의 특수성은
은행만이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한다는, 즉 지급결제라는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점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銀産分離의 두 번째 논거는 우리나라의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가지고 설명하
는 것이다. 은행을 소유하는 산업자본이란 결국 국내에서는 기업집단, 즉 재벌밖에
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은행이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되면 그 계열사의
지원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45) 예를 들어, ① 계
열사가 부실화되더라도 은행이 계열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② 은행
이 자신이 지배하는 산업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
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③ 산업자본은 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기업집단을 확장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기 때문에 대마불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④ 계열사와 경쟁하는 다른 기업과 자금조달의 용이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공정경쟁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결국 “은행의 私金庫化”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은행을 이용한 계열사 지원
은 단순히 그 자체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스템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산업자본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
는 결국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도” 특수하다는 논거에 의하여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업무범위를 축소하면서,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서로 분리하고자 하는 최근의 논의46)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5) 이병윤, 전게논문 (주 7), 8-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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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규제를 환원시킬 것인가?
소유규제의 문제는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건정성 확보라는 두 “명분”이 서
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2009년 개정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원칙적으로 9%까지 은
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다만 대주주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승인이 필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소유를 확대할 수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제2
항).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9%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외환은행도 하나금융지주회
사가 인수하였고, 향후 SC 제일은행의 인수에서도 국내 산업자본이 참여할 가능성
은 크지 않아 보이는 등, 은행법 제16조의2 규정을 둘러한 공방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당분간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당장의
현실적인 실익이 있는 논쟁이라기 보다는 명분상의 문제 또는 은행법의 전반적 이
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시너지나 경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이익이 은행의 부실화 위험
의 증가라는 비용을 초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산업자본과의 결
합을 통한 시너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실증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
하는 연구가 많다.47) 정책적 설득력 및 명분에 있어서도 2009년 은행법의 개정이유
는 문제가 많아서, 종래 소유규제의 폐지를 주장하던 견해조차도 2009년 개정의 논
거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① 미국발 금융위기 등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자본
확충은 국내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가져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이바지한
다거나, ② 금산분리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
충을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여, 은행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내에서는 FRB의 사전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가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른 금융활동으로부터의
위험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논거라고 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48)
이러한 비판과 함께 銀産分離의 두 번째 논거의 관점에서, 최근의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다양한 현상들도 관찰되고 있다
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라든가 계열사 수의
전반적인 증가, 경제력 집중의 심화 같은 것들은 여전히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시
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 또한 제III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46) 이하 III. 1. 참조.
47) 이병윤, 전게논문 (주 7), 12-13면.
48) 김용재, “은행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 미국에서의 은산분리정책을 모델로 하여”, 금융법
연구 제5권 제2호 (2008),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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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시너지를 통
한 은행산업의 확대보다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에 더 치중하는 것이 이러한 흐름에도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은행법 제16조의2는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여 銀産分
離를 다시 원칙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비금융주력자의 요건과 강제매각명령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론스타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의 매
각으로 일단락된 론스타 사건은 銀産分離와 관련된 은행법상 규제의 유효성을 재검
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3년 외환은행의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므로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였는데, 정부는 그 판단을
계속 미루다가 2011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형식적인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2011년말 외환카드 인수와 관련된 시세
조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령 위반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은 상실되었다고 결정하면서 은행법상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론스타 사건이 야기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있으므로49) 이
글에서 다시 논하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론스타 사건으로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은행법의 개정이 제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① 먼저 론스타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투자회사 등을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
하자고 하거나,50) 금융위원회의 강제매각명령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위반자의 지배
권 프리미엄을 박탈하기 위해서 매각방법을 법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51) ② 반대
로 현재 비금융부문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판단기준(은행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이 정액기준이라는 속성상 대규모 금융자본도 비금융부문 자
산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
율기준만을 남겨두고 정액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이 기준
이 2002년 만들어진 이후 아직 개정된 적이 없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52)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정의가 외국자본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
49) 전성인, “은행 소유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제17권 제3
호 (2011); 전성인,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주식 소유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
구”, 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50) 2012. 9. 26.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투자회사 등을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기준인 산
업자본의 출자비율이 높아 산업자본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지 않은 많은 투자회사 등
을 통해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를 정의하는 은
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는 투자회사 등의 지분을 현행보다 축
소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51) 2011. 5. 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52) 2012년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각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방향의 개정을 추진하겠
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마련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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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도,53) 이 논의가 론스타로 인하여 촉발되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현
재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
게 현실적 실익은 없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銀産分離
의 관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하겠다.

53) 고동원, 금융규제와 법 (2008),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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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제3절 은행의 지배구조
1. 개관
(1) 의의
은행의 지배구조는 단순히 주주이익의 극대화 또는 대리비용의 통제와 같은
회사법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없다. 은행은 다른 기업과 달리 공공적 성격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IMF 금융위기 이후 제일은행 사건에서, 은행은 “예금자
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
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은행의 이사는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고 판시하고 있다.54) 은행의 이사가 과다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주주이익의 극대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러
한 공공적인 특수성에서도 요청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공공성, 즉 은행이 주주이익의 극대화만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것
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① 먼저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자금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
무를 진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고객의 예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출의 경우 얼핏 은행이 고객과 협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위험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다 상위규범의 요청에 불과하다. 은행이 수행하
는 이러한 자금중개기능은 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업무라는 차원에서 나아가 일정한 사회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행의 공공성은 은행이 도산 상황에 근접하는 경우 극적으로 드러난
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우선 은행의 도산이 가져오는 시스템
위험55)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 회사와 달리 은행의 도산은 단순히 주주나
54)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55) 본래 은행규제에서 시스템위험이란 Diamond-Dybvig 모형의 bank run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고객이 은행을 믿고 제1기에 인출하지 않으면 은행도 파산하지 않고 제2기에
충분한 수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따라서 고객들이 모두 제2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효
율적인 내쉬균형이 된다), 고객들이 제1기에 예금을 인출하고 그 결과 은행이 파산하는
비효율적 내쉬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Freixas, Xavier & Jean-Charles Rochet,
Microeconomics of Banking (1997), 192-195면. 이러한 관점에서 시스템위험은 “금융시장
의 특정 참가자가 파산 등으로 거래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그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참가자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연결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으로 전파될 수 있
는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순섭, “금융규제체계개편론 : 은행의 업무범위
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4권 (2011), 243면. 시스템위
험은 은행이 수신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은행이
담당하는 지급결제기능이 마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시스템위험이라고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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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만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스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단순히 도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
반적인 처리방법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민
의 세금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은행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대리비용을 통제하는 것
에 머무르지 않고, 예금자와 같은 이해관계자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건전성규제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56) 은행법에
서 은행의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이사회 운
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지배구조규범이라고 정의한 것도(제23조
의4 제1항)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은행규제 개편의 움직임이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은행의 겸업화․대형화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은행의 지배구
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추세
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 2010년 은행법 개정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2010년 5월 은행법 개정에서는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남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보
다 강화하고 있다. 이사회의 운영 및 임원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
인 원칙과 절차 등을 반영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공시하도록 하였고(제23
조의4),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명시하였다(제22조 제7호).
자격기준을 갖춘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높였고(제22조 제2항),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을 요구하
고 있다(제23조의2 제2항 제2호). 임원의 결격사유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은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즉 상법 제401
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에게도 적용함으로써(제18조 제1항 본문), 등기이사가
아닌 집행임원도 은행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하여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
었던 제안57)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서, 제도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비가 이루
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중반부터 금융회사 전체의 지배구조를
는 경우도 있다. 김용재, 전게서 (주 4), 14면.
56)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2권 (2011), 10-11면.
57) 예를 들어, 고동원, 전게서 (주 16), 351-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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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현행 은행법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2년에 입법
예고되었다.58) 실제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러한 전체적 흐름을 보
더라도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지배구조가 문제였는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세계적 논의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계기로 촉발되었다. 당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속적인 저금리
로 인한 과잉유동성과 그로 인한 자산버블, 그리고 이에 편승한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부실화
되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파생상품의 상환이 곤란해지면서 전체 금융권으로 부실
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만 8
조 달러의 富가 증발하였다.59) 이미 금융회사는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방화벽 등 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
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견해
는 거의 없었다. 금융회사가 CDO 등에 투자하면서 파생상품의 위험을 과소평가한
문제는 주로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이 주된 이
유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산업 자체의 불완전성에서 찾고자 하던 이러한 경향
은 2009년부터 다소 변하게 된다. 2009년부터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CEO 보
수의 문제와 결합하여60) 지배구조의 결함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논리로
발전하게 된다. 지배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었더라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의 결함이 금융회사로 하여금 과도한 위
험을 인수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금융위기의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2009
58) 이에 관하여는, 구본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10);
구본성 이시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 제정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2010); 이시
연, “금융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1) 등 참조.
59) Markus K. Brunnermeier, Deciphering the Liquidity and Credit Crunch 2007-2008, 23(1)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7 (2009), 77면.
60) Lucian A. Bebchuk, Alma Cohen & Holger Spamann, The Wages of Failure: Executive
Compensation at Bear Stearns and Lehman 2000-2008, 27 Yale Journal on Regulation 257
(2010). 이 논문은 금융위기로 파산한 Bear Stearns, Lehman Brothers 등의 경영진이 회
사의 운명과 상관없이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00년부터 2008년 사
이에 경영진들은 회사의 주식에 기초한 스톡옵션과 같은 보수체계에서 이미 상당한 이
익을 현금화시킬 수 있었고, 보수체계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금액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파산하는 것과 무관하게 많은 이
익을 얻었다고 한다. 경영진의 이러한 보수구조는 과도하게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고, 그것이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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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표된 OECD 연구보고서,61) 영국의 Walker 보고서,62) EU의
Green Paper 부속 보고서,63) Basel 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권고안64) 등 금융
과 관련된 국제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보고서들이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그러
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종전의 기업지배구조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
다. 예를 들어, EU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 이사회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부재, 전문성의 부족, 감시기능의 부재, 경영진의 제안에 대한 반대 논의의 부족, 위
험관리에 대한 관심의 부족, 책임성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의 측면
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위험에 관한 보고절차의 미비, 전문성
을 가진 인력의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기업지
배구조 논의에서 늘 등장하는 내용일 따름이다.
이후 미국의 Dodd-Frank 법에는 모두 6개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들어
65)
갔는데, 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 사베인-옥슬리법과 마찬
가지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론에 영합하여 급하게 만들어진 법률
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 수 있다는 것이다.66) 심지어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예
를 들어, “say-on-pay”라고 하는 권고적 주주총회결의(advisory vote)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성급하게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4) 국내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도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
으나,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혁의 움직임에서는 다소 자
유로울 수 있었다. 국내에서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는 금융위기의 영
향보다는 최근 금융산업에서 일어난 몇 가지 스캔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KB금융지주 및 신한금융지주에서 CEO 교체와
관련하여 일어난 스캔들이었다. 금융지주회사에서 CEO 승계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결과,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경영리더십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CEO 선임과정에서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력이 행사되기도 하면서,
CEO 선임권한을 부여받은 사외이사들도 사실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61) OECD,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nancial Crisis: Key Findings and Main
Messages (2009).
62) David Walker,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2009).
63)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 in Financial Institutions: Lessons
Drawn from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2010).
64)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2010).
65) Section 951 - 954, 971, 972.
66) Stephen M. Bainbridge, Dodd-Frank: Quack Federal Corporate Governance Round II, 95
Minnesota Law Review 177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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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진원지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하나의 스캔들은 연이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이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저축은행마저 그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업계 전반의 건전성이 문
제가 되었다. 이러한 저축은행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산버블기의 과도한 부동
산 PF 대출이었다는 점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위험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로 많은 PF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 및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
는 다수의 정치인에 대한 뇌물공여가 드러남에 따라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오
히려 부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견해가 많다.
일련의 금융 스캔들로 인하여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금융산업에 특수한 것인지 또는 지배
구조의 결함으로 인하여 증폭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예를
들어, CEO 승계와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포스코, KT 등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마찬가지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이 아니라, 소유구조가 분산되
어 있는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의 승계에 관한 확립된 관행이나 실무가 자
리잡고 있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저축은행의 문제
도 그 본질은 금융감독의 실패 또는 권력형 부패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에서도 언
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결함을 스캔들의 직접적인 원인
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지배구조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들이 스
캔들의 진행과정에서 무력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과연 어떠한 지배구조를
가졌더라면 이러한 스캔들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5) 은행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
가. 사외이사의 역할
2010년 은행법 개정도 그렇지만, 은행이든 아니면 일반 회사이든 지배구조
논의에서 항상 주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사외이사 제도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나마 일반 회사와 달리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지
만, 그러나 여전히 당초 사외이사에게 기대하였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
이 많다. 이것은 은행법의 조항을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사
외이사의 역할이 미미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독립적인(independent) 사외이
사가 선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법 제22조 제7항에서 다양한 결격사유를 열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연, 지연, 기타 사회활동을 통한 관계형성 등을 통하여
- 31 -

CEO 또는 지배주주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외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독립
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독립이사에
의한 의사결정을 경영판단의 적법성에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67)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소송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은행 CEO의
입장에서는 굳이 평상시에 독립적인 제3자를 이사로 선임하여 불편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최근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이 점차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외이사의 선임에 CEO의 사실상 개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제도는 그 이외에도 많은 결함을 가진다. ① 사외이사의 상당 수
는 은행이나 금융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② 사외이사로 적
합한 능력을 가진 자는 학자든, 변호사나 회계사이든, 기업가이든, 대부분 사회적
수요가 많다. 자신에게 부여된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
의 의사결정을 깊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③ 회사에서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④ 사외이사 스스로도 사외이사에 따른 경
제적 이익이나 평판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인식하여 사외이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가 스스로 이사회에서의 역할
을 축소하게 된다.68) ⑤ 혹자는 사외이사가 책임을 질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외이사는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세
계 어디에서도 실제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69)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가지고 사외이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처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그
렇다고 해서 사외이사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외이사가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현재 사외이사는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그 존재 자
체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영진을 견
제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외이사의 존재 자체로 은행의 경
영진은 사외이사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노골적인 사익추구나 비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자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CEO
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사외이사가 실제로 이사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의안에
반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경영진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외이
사는 은행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진의
67) Lawrence E. Mitchell, The Trouble with Boards, in F. Scott Kieff & Troy A. Paredes,
ed., Perspectives on Corporate Governance 17 (2010).
68) Stephen M. Bainbridge,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2008), 193-194면. 미국의 이사회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69) Bernard Black, Brian Cheffins & Michael Klausner, Outside Director Liability, 58
Stanford Law Review 105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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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험추구 같은 문제는 사외이사 등 지배구조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금융감독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외이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사외이사는 종래 그 독립성을 제도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은행법 제
22조 제7항에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것도 이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독립성에 주목하는 현행 제도는, ① 형식적인 결
격사유를 가지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과, ② 설사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더라도 경영진을 견제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
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독립성에 중점을 두는 현행 제도가 바람직한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최근에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더 주목하는 것이
이론적 경향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실증연구를 보면,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는 기업의 성과, 특히 공시정보의 질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많다. 감사위원
회에 회계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공시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유의
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70)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법에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관한 적극적 요건을 두는 것은, 비록 추상적․권고적 형태에 그치더라도 의미가 크
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금융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 또는 금융 관련 자격을 가진 자 등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정도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71) 물론 이 경우에도 사외이사가
자신의 금융지식을 활용하여 경영진을 실제로 감시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현실은 사이외사가 금융지식이 있다는 점을 CEO나 임원이 감안하
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가 개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외이사에 대해서 전문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독립성을 강조
하는 것보다 사외이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업무
나 시장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도 예상할 수 있어서 책임감을 느낄 가
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독립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자가, 반대로
전문성이 부족한 독립적인 자보다 사외이사로서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제도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대신 업계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
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개편방안이 될 수 있다.
70) 실증분석의 요약은 Lawrence A. Cunningham, Rediscovering Board Expertise: Legal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in F. Scott Kieff & Troy A. Paredes, ed.,
Perspectives on Corporate Governance 62 (Cambridge, 2010), 74-75면.
71) 고동원, 전게서 (주 16), 352면.

- 33 -

제7장 제3절 이해상충의 규제
2. 대주주 관련 거래의 규제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과 대주주 사이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법상의 자기거래 규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
원의 규제라고 보아야 한다. 대주주와의 거래를 대주주의 이해상충이나 주주간 富
의 이전의 문제, 즉 은행의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법처럼 만일 소액주주의 이익보호가 목적이었다면,
거래 상대방인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과반수 등의 승인으로 은행
과 거래하도록 하였을 것이다(상법 제398조 참조).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좁게
는 제35조의2의 신용공여의 금지, 넓게는 제6장 은행의 건전경영의 유지라는 표제
에서 알 수 있듯이, 건전성 규제의 하나이다. 금융그룹의 계열사간 거래가 금지된다
는 점에서 본다면72)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
나,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거래의 경쟁저해성 또는 불공정성에 주목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면,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성 유지가 취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렇게 대주주와의 거래를 건전성 규제라고 파악한다면 그 해석은 상법의 자기거래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는 모든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은행의 대주주 관련 거래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설립한 학교법인을 자은행이 지원한 사례가 있다. 만일 이 학교법인이 은행법상 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자은행의 지원행위는 은행법 제35조의2 위반에 해
당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금융그룹이 설립한 기존의 공익법인이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금융
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 주요 논거이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자은행의 학교
법인 출연도 가능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그룹에서 은행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임을 고려한다
면, 금융그룹에서 공익법인을 통하여 사회적 공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출연
은 필수적이다. 형식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설립․운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
은행이 주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자기거래의 경우, 형식적으
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
려가 없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립된 해석론을 유추하
7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대부분의
계열사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조의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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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3) 이 경우에도 거래의 성질상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이 없다면 은행법 제35조의
2 제8항의 금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회의 승인을 생략
할 수 없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목적이 사회적 공헌이라는 점만 가지
고는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법 제35
조의2 제8항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라 하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면 엄격히 규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은행이 금융그룹
과 전혀 무관한 기부행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사결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공익법인 출연을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7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 35 -

